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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본 연구는 악몽빈도, 악몽고통 정신병리의 계를 알아보고, 악몽빈도가

악몽고통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어떤 악몽 처방식이 재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386명의 남녀 학생들을 상으로 수면패턴, 악몽빈도, 악

몽고통, 경계, 반추 반응양식, 스트 스 처방식, 우울, 불안, 분열형 성격장

애,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 등을 측정하기 한 질문지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악몽빈도와 악몽고통은 모든 정신병리 측정치들과 유의미한 상

이 있었다. 악몽빈도와 악몽고통의 정신병리 측 정도를 알아보기 한 단계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악몽빈도보다 악몽고통이 모든 정신병리들을 더 잘

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 반추 반응양식, 그리고 스트 스 처방식

반추 반응양식만이 악몽빈도와 상호작용하여 악몽고통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몽에 한 처방식과 악몽고통의 계, 악몽반추

내용 반추시간과 악몽고통의 계도 탐색 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 을 논의하 다.

주 어 : 악몽, 악몽빈도, 악몽고통, 정신병리, 악몽 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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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과거에는 빈번한 악몽과 악몽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무런 련이 없는 것

처럼 받아들여졌다. 한 연구들에서 악몽빈도와 악몽고통이 같은 것으로 가

정되었고 악몽으로 괴로운 사람들은 단순히 악몽을 좀 더 많이 꾸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된 Belicki(1985, 1992a)

의 연구에서 악몽빈도와 표 된 고통 사이에 상 이 .33밖에 되지 않음을 발

견했다. 한 악몽빈도는 깨어있는 동안의 고통과 약간의 상 만 있었으며,

악몽고통 수가 SCL-90-R과 BDI를 더 잘 측하 다. 따라서 깨어난 후의

악몽고통 수 은 악몽빈도가 정신병리에 향 미치는데에 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지 까지 악몽과 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온 주제는 빈번한 악몽과

정신병리의 계에 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악몽빈도와 정신병리 성격과

의 련성을 알아본 연구결과들이 항상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 를 들면,

학생과 임상집단 둘 다에서 악몽빈도와 불안, 우울(Zadra & Donderi,

2000), 정신분열증 발병 험성의 증가 정신병의 발병(Hartmann, Russ,

van der Kolk, Falke, & Oldfield, 1981) 사이에 정 상 이 발견되기도 하

지만, 악몽빈도와 우울, 불안과의 상 을 발견하지 못한 연구들도 있다

(Belicki, 1992a; Hartmann et al., 1981; Wood & Bootzin, 1990).

한 성격특성과 악몽빈도와의 련성을 고려한 연구들에서 악몽빈도와

신경증(neuroticism; Kales, Soldatos, Caldwell, Charney, Kales, Markel, &

Cadieux, 1980; Schredl, 2003), 정신증(psychoticism; Hartmann, R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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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field, Sivan, & Cooper, 1987), 경계선 성격장애와 분열형 성격장애

(borderline personality & schizotypy; Hartmann et al., 1981; Levin, 1998),

얇은 경계(thin boundary; Hartmann, 1991; Levin, 1990)와의 련성들이 보

고되기도 하 으나 그 지 않은 연구들도 있었다.

악몽고통과 련해서 여러 연구자들은 심리 인 혼란을 악몽의 빈도 그

자체보다는 악몽으로 인한 고통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라고 지 했다(Belicki,

1992a; Levin & Firemann, 2002; Wood & Bootzin, 1990). 사실, 치료에

한 심도 악몽빈도 보다는 악몽고통과 더 높은 상 이 있었다(Belicki,

1992a).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주 불쾌한 기분이 들고 꿈 내용이 선명하게 회상

되며 잠자는 사람을 잠에서 깨도록 하는 꿈을 악몽으로 정의하고, 악몽빈도

와 악몽고통 수 을 구분하여 정신병리와 어떻게 상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한 악몽빈도보다 악몽고통이 정신병리를 더 잘 측한다는 선행연구

들의 결과를 참고하여 개인의 습 인 반응양식들이 악몽에 한 반응에서

도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악몽빈도와 악몽고통 사이를 재할 것이라

고 여겨지는 악몽 처방식(스트 스 처방식, 반추 반응양식, 경계)들을

탐색 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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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1) 악몽(Nightmare)

악몽의 진단 정의는 DSM-Ⅳ-TR(APA, 2000)과 ICSD-R(ASDA, 1997),

ICSD-2(ASDA, 2005)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악몽에 한 정의들은

늦은 밤 REM 수면동안 갑자기 깨고, 공포스러운 꿈 내용이 선명하게 회상

된다는 에서 일치한다.

악몽의 조작 정의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Hartmann(1984)은 꿈꾸

는 사람을 깨우는 아주 무서운 꿈(frightening dream)으로 정의했고, 일부 연

구자들은 잠에서 깬다는 거를 사용하지 않는다(e.g., Chivers & Blagrove,

1999). 잠에서 깬다는 거의 기본가정은 악몽으로 경험된 정서가 극도로 강

렬하여 잠에서 깨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잠에서 깨는 것은 악몽의 강도

를 간 으로 측정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악몽의 유병률은 미국 성인의 85%가 1년에 어도 1번 이상 악몽을 꾸고,

8%-29%가 1달에 1번 이상 악몽을 꾸며, 2%-6%가 1주일에 1번 이상 악몽

을 꾼다(Belicki, 1985; Feldman & Hersen, 1967; Haynes & Mooney, 1975;

Levin, 1994; Wood & Bootzin, 1990). 1주일에 1번 이상(2%-6%)의 악몽빈

도는 ICSD-R에서 심각한 악몽으로 정의된 빈도와 일치한다. 한 2%-6%

의 악몽빈도는 여러 문화에 걸쳐서도 안정 인 비율로 캐나다(Belicki &

Belicki, 1982; Coren, 1994), 랑스(Ohayon et al., 1997), 아이슬란드, 스웨

덴, 벨기에(Bengtsson, Lennartsson, Lindquist, Noppa, & Sigurdsson, 1980;

Janson et al., 1995), 호주(Stepansky et al., 1998), 일본(Fukuda, Ogilvie, &

Takeuchi, 2000)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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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의 발생은 아동기를 통해 성인기까지 일반 인 상이며,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한다. 아동기와 사춘기에 경험하는 악몽빈도는 성인기와 비교

하여 3-4배까지 더 높다. Nielsen, Stenstrom, Levin(2006)의 인터넷 연구

(한 달 동안의 악몽 측정)에서 가장 많은 악몽빈도를 보고한 연령은 20-29

세 사이 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도는 감소하 다.

성별에 따른 악몽빈도는 모든 연령 에서 유의미하게 여성이 남성보다 악

몽 경험 비율이 더 높다. 여성(12%)은 남성(8%)보다 50%에 가까운 더 높은

악몽빈도를 보고했다(Levin, 1994). 이 게 여성의 악몽빈도가 남성보다 높은

이유는 첫째, 여성은 남성보다 자기 보고 편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고통

경험을 더 강하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며(Belicki, 1992a; Hartmann, 1984;

Levin, 1994), 둘째, 악몽을 발생시키는 특정 요인으로, 를 들어 높은 성 ,

신체 학 비율과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악몽빈도와 련하여 연구에 따라 빈번한 악몽집단을 나 는 기 이 달라

지기도 하는데 표 1을 보면, 그동안 많은 종류의 측정법들이 악몽을 측정하

기 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악몽빈도 측정(Levin & Nielsen, 2007)

유형 문항 반응양식

이분척도
당신은 악몽 때문에 고통 받습니

까? / 아니오

명명척도 얼마나 자주 악몽을 떠올립니까?

떠올리지 않는다

거의 떠올리지 않는다

가끔 떠올린다

자주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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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척도 얼마나 자주 악몽을 떠올립니까?

0회/달

1-2회/달

5-10회/달

11-20회/달

등간척도 얼마나 자주 악몽을 떠올립니까?

0회/년

1회/년

2회/년

⋮

10회/년

11회/년

개방형 얼마나 자주 악몽을 떠올립니까? 회/달

자기보고

당신은 최근에 는 에 악몽

으로 인한 문제를 겪은 이 있

습니까?

( 척도들 아무거나)

제 3자

보고

당신의 자녀가 악몽 때문에 고통

받습니까?
( 척도들 아무거나)

과거에는 악몽빈도가 악몽고통과 같은 것으로 연구되기도 하 으나 여러

연구자들은 심리 인 혼란은 악몽빈도 자체보다는 악몽으로 인해 발생된 고

통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라고 지 했다(Belicki, 1992a; Levin & Firemann,

2002; Wood & Bootzin, 1990). 사실, 치료에 한 심도 악몽빈도 보다는

악몽고통과 더 높은 상 이 있었다(Belicki, 1992a).

Belicki(1992a)의 연구에서 악몽고통 질문지(Nightmare Distress

Questionnaire; Belicki, 1992b)를 사용하여 평가한 악몽고통은 간이정신진단

검사((SCL-90-R; Derogatis, 1975)와 유의미한 상 을 보 지만, 악몽빈도와

SCL-90-R은 유의미한 상 이 없었다. Levin과 Fireman(2002)은 116명의

학생들에게 21일 동안 불안, 우울, 해리, SCL-90-R을 측정했다. 이때 악몽고

통은 SCL-90-R의 공포증 소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들과 유의미한 상 을

보 으나 악몽빈도는 우울, 불안, 해리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척도들과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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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상 을 나타냈다.

2) 악몽경험에 한 처방식

악몽으로 인한 정서 고통은 개인의 습 인 처방식의 향을 받을

수 있다. Levin과 Fireman(2001-2002)은 불쾌한 공상(통제할 수 없는 강박

인 걱정)이 악몽고통과 악몽빈도 둘 다를 가장 잘 측하는 요인임을 발견

했다. 한 Pietrowsky와 Kothe(2003)의 연구에서 악몽을 꾼 다음날 피험자

들 반 정도가 강박 침투 사고와 함께 그들의 악몽에 몰두되어 있었

다.

일부의 연구자들은 역기능 처가 악몽고통을 매개한다고 제안했다.

Wood와 Bootzin(1990)에 따르면, 악몽고통으로 괴로운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럼으로써 악몽과 같은 불안과 련된 사건기억에 더 쉽게 근

한다. Belicki(1992a)는 고통이 평가 과정과 련되어 있기 때문에 악몽 고

통이 높은 사람은 악몽에서 깨어난 이후에 그런 경험의 기억으로부터 자신

을 분리시키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상승된 정서 반응을 보인다고 했다. 비

록 악몽을 직 으로 언 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수의 연구들에서 부 응

인 기질 처(감소된 사회 지지, 증가된 회피)가 증가된 고통(수면 불만

을 측하는)과 연합되어 있음을 기술했다(Paulsen & Shaver, 1991; Shaver

et al., 1997; Urponen, Vuori, Hasan, & Partinen, 1988).

악몽을 꾸는 것은 개인 인 경계가 얇은 것과도 상 이 있다. 여기서 경계

란 일반 인 심리용어로, 지각 경계, 사고 감정과 련된 경계, 자각 상

태 의식 상태와 련된 경계, 수면-꿈-생시와 련된 경계, 놀이와 련

된 경계, 기억과 련된 경계, 자신(신체)과 련된 경계, 인 계 경계, 의

식과 무의식 간과 원 아, 자아, 자아 간의 경계, 정체감과 련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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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경계, 자신의 삶을 조직화 하는 경계, 선호하는 환경에서의 경계, 의견

과 단에서의 경계, 의사결정과 행동에서의 경계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Hartmann과 동료들(Hartmann, 1984, 1989; Hartmann et al., 1991,

Hartmann, Mitchell, Brune, & Greenwald, 1984; Hartmann, Falke et al.,

1981)에 의하면, 얇은 경계는 개방성, 민감성, 인지와 정서 침투에 취약하

기 때문에 얇은 경계의 개인들은 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나 외상이라

고까지 지각하지 않는 내 사건에도 쉽게 향 받을 수 있다. 한 외부

실로부터 내 환상을 구별하기 어렵고, 자신을 타인들과 과잉 동일화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다양한 의식상태의 원인에 한 모니터링이 혼란되어 있

다.

경계가 얇은 사람들은 꿈을 더 잘 기억하고, 꿈이 더 기이하며, 인지 유

동성이 더 높고, 악몽빈도와도 정 상 이 있었다. 반면에 두꺼운 경계는

외부자극과 내 인 사고, 감정, 심상들에 향을 덜 받고, 경계가 얇은 사람

들에 비해 자신들의 꿈을 덜 간직한다.

3) 악몽과 정신병리

(1) 악몽과 우울 불안

많은 연구들에서 악몽은 불안 증상과 련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한다.

아동, 성인, 정신병리 환자 집단에서 악몽과 불안 증상의 련성이 보고되어

왔다(Zadra & Donderi, 2000; Hartmann et al., 1981). 악몽 빈도는 고조된

죽음에 한 불안(Dunn & Barrett, 1988; Feldman & Hersen, 1967; Levin,

1989), 소멸에 한 공포(Levin & Hurvich, 1995), 일반 인 신경증

(neuroticism) 는 특성 불안과 련되어 있다. 512명의 13세 청소년들을

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빈번한 악몽을 보고한 사람들이 낮은 빈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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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사람들에 비해 불안이 더 높았으며, 이들이 16세가 되었을 때에는

DSM-Ⅲ(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에 있는 불안장애, 분리불

안, 과잉불안장애의 증상들을 나타냈다(Nielsen et al., 2000). 최근에는 악몽

고통이 불안 증상과 더 강력한 상 을 가진 것으로 제안되었는데, Levin과

Fireman(2002a)의 연구에서 악몽빈도는 악몽고통을 통제했을 때에만 특성불

안과 상 을 보 고, 악몽고통 수는 부분의 정신병리 증상들뿐만 아니라

부정 정서에 한 설명도 제공했다. 악몽고통은 좀 더 높은 수 의 부정

정서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정신병리와 더 많이 연 된다.

(2) 악몽과 분열형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정신분석 문헌(Freud, 1920; Jones, 1951)에서는 빈번한 악몽과 정신병리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연구자들은 아동기 때의 빈번한 악몽이 성인기의

정신분열증을 측해 다고 가정했고(Hartmann, Mitchell, Brune & Green,

1984; Sullivan, 1962), 정신과 환자 집단에서 악몽이 흔히 보고되었으며

(Berlin, Litovitz, Diaz, & Ahmed, 1984; Hersen, 1972), 특히 성 정신병

삽화(acute psychotic episode)가 발병하기 직 에 악몽이 나타나는 것을 발

견했다(Arieti, 1974; Donlon & Blacker, 1973; Fenning, Salganik, & Chayat,

1992). Herz와 Melville(1980)은 빈약한 수면과 나쁜꿈이 정신분열증 재발에

서 가장 흔한 증상들 하나라고 했다.

Hartmann과 동료들은(Hartmann, 1984; Hartmann et al., 1987; Hartmann

& Russ, 1979; Hartmann et al., 1981) 빈번한 악몽과 정신병리 사이의 련

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생물학 이론에 근거하여 REM 정신작용의 생생함

과 꿈같음이 정신분열증을 암시하는 뇌의 도 민과 신경 달물질 수 의

증가와 련이 있다고 가정했다.

악몽과 정신분열증 스펙트럼 장애들 간의 연결은 임상 찰들에서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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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볼 수 있다. 악몽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악몽을 거의 꾸지 않는 집단

다른 임상집단들과 비교했을 때 MMPI(척도 7-8)에서 정신병 척도가 상승

되어 있었다(Hartmann. 1984; Hartmann et al., 1987; Hartmann & Russ,

1979; Hartmann et al., 1981; Kales et al., 1980). 한 반구조화된 정신과

면 에서 악몽을 꾸는 피험자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정신분열증 스펙트럼 장

애 진단 거에 더 합했다(Hartmann et al., 1981; Kales et al., 1980).

악몽을 자주 꾸는 사람들 약 50%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분열형 성격장

애, 분열성 성격장애, 정신분열증 특징이 나타났다(Hartmann et al., 1991,

1987; Kales et al., 1980). 한 악몽고통이 경계선 성격장애 아동기 학 ,

외상과 유의미한 상 을 보 으며, 경계선 성격장애와 아동기 외상 경험을

합했을 때 악몽고통을 가장 잘 측하 다(Claridge, Davis, Bellhouse, &

Kapte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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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악몽과 정신병리와의 련성을 알아보기 하여 악몽

(nightmare)을 정의하고, 악몽빈도와 악몽고통을 따로 측정하여 수 에 따른

정신병리와의 련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악몽 처방식으로 스트 스 처방식, 경계 반추

반응양식이 악몽빈도와 악몽고통을 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악몽빈도와

악몽고통은 같은 구성개념이 아니며, 악몽고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개인특성

변인과 악몽빈도 간에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에 학생 40명을 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악몽

에 해 어떻게 처하는지를 구체 으로 조사했다. 이를 기 로 처목록

반추와 련된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에 포함시켰다. 이는 악몽에 한 실

제 인 처방식을 탐색하기 한 기 작업으로, 악몽빈도와 악몽고통 사이

에 작용하는 악몽 처를 밝힘으로써 이후에 악몽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

한 치료 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문제 가설

연구문제 1. 악몽빈도, 악몽고통, 그리고 정신병리의 계

가설 1-1. 악몽빈도가 높은 사람들은 악몽빈도가 낮은 사람들보다 우울,

불안, 분열형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수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1-2. 악몽고통이 높은 사람들은 악몽고통이 낮은 사람들보다 우울,

불안, 분열형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수가 더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악몽빈도는 악몽 처방식과 상호작용하여 악몽고통에 향을 미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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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1. 악몽빈도가 높고, 얇은 경계일수록 악몽고통이 높을 것이다.

가설 2-2. 악몽빈도가 높고, 반추 반응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악몽

고통이 높을 것이다.

가설 2-3. 악몽빈도가 높고, 정서 심 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악몽고통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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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1. 연구 상

경기도의 C 학과 인천의 I 학에 재학 인 학부생 학원생이 연구

에 참가하 다. 수거된 설문지 하지 않은 응답을 제외한 386명의 응

답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응답자 남자는 178(46.1%)명, 여자는

208(53.9%)명 이었으며, 연령 로는 10 가 167(43.3%)명, 20 가 211(34.2%)

명, 30 가 8(2.1%)명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95(50.5%)명, 2학년이

55(14.2%)명, 3학년이 48(12.4%)명, 4학년이 43(11.1%)명, 졸업 학원생

이 45(11.7%)명이었다. 체 평균연령은 21.3세 다.

2. 측정도구

1) 최근 꿈 기록지

최근 꿈 기록지는 이 호(2000)가 제작하고, 이종명(2006)이 수정한 것을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수면패턴에 한 4개 문항과 꿈의 빈도에

한 1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2) 악몽 빈도 질문지

악몽빈도 질문지는 Krakow, Hollifield, Rchrader, Koss, Tandberg,

Lauriello, McBride, Warner, Cheng, Edmond, 그리고 Kellner(2000)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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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이종명(2006)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 다. 악몽의 빈도를 회고

으로 추정하여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험자들은 자신이 지난 1년간 경

험한 악몽의 빈도를 총 22개의 칸 한 곳에만 체크하도록 하 다.

3) 악몽 처 기록지

악몽에 처하는 실제 인 방식을 측정하기 해 본 연구자가 사 인터

뷰를 통해 얻어진 18개의 처 문항과 1개의 기타 문항으로 이루어진 질문

지를 사용하 다.

4) 반추 처 기록지

반추 반응과 련된 반추의 내용과 지속 기간을 묻는 질문지를 본 연구

자가 제작하여 사용하 다. 반추의 내용과 련된 문항들은 악몽의 내용

는 장면, 악몽의 의미, 악몽과 나와의 련성, 악몽의 원인이 포함되었다.

5) 스트 스 처방식 척도(Stress Coping Style Checklist)

스트 스 처방식은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스트 스 처방

식 척도(The Ways of Stress Coping Checklist)에 기 하여 강정주(2000)가

문헌을 통하여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극 처로 문제

심 처와 사회 지지 처, 소극 처로 정서완화 처와 소망 사고

처 문항으로 나 어지며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5

Likert 평정 척도로서 수가 높을수록 처수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강정주(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3이었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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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계수는 .78이었다.

각 처방식별 문항이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6) 반추 반응양식 척도(Ruminative Response Scale: RRS)

반추 반응양식 척도(Ruminative Response Scale: RRS)는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추의 의미(“나의 우울한 감정에 해 생각하고 분석한

것을 로 쓴다.”), 우울과 련된 감정(“내가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는지에

해 생각한다.”), 증상(“무슨 일에 주의 집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해 생각한다.”)에 해 을 맞춘다.

본 연구에서는 김은정(1993)이 번안한 22문항 최근에 수정된 10문항의

RRS척도(Treynor et al., 2003)를 사용했다. RRS는 4 척도로, 5문항의 반

추(brooding) 척도(‘나는 왜 일을 더 잘 처리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한다.’)와

5문항의 숙고(reflection) 척도(‘혼자 어디엔가 가서 내 감정에 해 곰곰이

생각해본다.’)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계수는 .81이었다.

7) 경계 질문지(Boundary Questionnaire) 단축형

경계 질문지는 Hartmann(1991)이 피험자의 두꺼운 경계와 얇은 경계의 정

도를 평가하기 해 제작한 도구이다. 체 146문항 5 척도로, 각 문항은

0 (‘ 아니다’)에서 4 (‘매우 그 다’)으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얇은 경

계는 여러 가지 정신과정, 의식의 상태, 감정 등이 연결, 첩, 혼합되어 있

는 정도를 언 하고, 두꺼운 경계는 이런 과정들이 서로 구분, 분리되어 서

로 다른 정도를 나타내 다. 12개의 내용 범주로 (1) 수면, 각성, 꿈 (2) 이상

한 경험 (3) 사고, 감정, 기분 (4)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5) 인 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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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성 (7) 깔끔한, 정확한, 명확한 (8) 가장자리, 선, 의복 (9) 아동에 한

의견 (10) 조직체에 한 의견 (11) 사람, 국가, 집단에 한 의견 (12) 미와

진실에 한 의견을 포함한다. (1)-(8)번 범주의 합은 개인 인 경험을 매개

하는 경계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총 (Personal Total Score)을 나타

내고, (9)-(12)번 범주의 합은 세상에 한 경험을 매개하는 경계에 한 정

보를 제공하는 체 총 (Global Total Score)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얇은

경계를 반 하는 모든 범주의 총합은 반 인 경계 수(Sumbound)를 나

타낸다(Miro & Martinez, 2005; Pietrowsky & Kothe, 2003).

본 연구에서는 이종명(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18문항의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 다. 수의 범 는 최 0 에서 최고 72 이고, 총 이 30 이하

이면 두꺼운 경계, 30 에서 42 사이이면 보통 경계, 42 이상이면 얇은

경계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계수는 .72 다.

8) 악몽 고통 질문지(Nightmare Distress Questionnaire: NDQ)

악몽 고통 질문지는 Belicki(1992a, 1992b)가 악몽 고통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회고 질문지이며, 13문항 5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은 0 (‘

아니다’)에서 4 (‘매우 그 다’)으로 평정한다. 문항들은 자기보고식으로 악

몽으로 인한 정서 불안과 고통의 정도를 평가한다. 1번부터 10번은 매우

불안한 꿈을 꾸고 나서 잠을 깬 후에 악몽 결과에 한 귀인(attribution)을

측정하고(‘악몽에 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11번부터 13번 문항은

치료에 한 심을 알아본다(‘악몽을 통제하거나 꾸지 않도록 도와주는 치

료 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질문지는 일차

으로 악몽을 꾸고 나서 깼을 때 받는 고통을 측정하기 때문에 부분의

문항이 악몽의 강도를 반 하는 개념들로 되어 있다. Cronbach's 는 .8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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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88이 나왔다.

9)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Scale)는 서재삼과

황순택(2006)이 한국형 진단검사를 제작하기 해 DSM-Ⅳ(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for Disorder-Ⅳ, APA, 1995)의 진단 거를 보완하여 개

발한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개발한 척도 분열형 성격장애에 한 부분은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

고, 수가 높을수록 분열형 성격장애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계수는 .82 다.

10)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cale)는 서재삼과

황순택(2006)이 DSM-Ⅳ의 진단 거를 보완하여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자기

보고형 검사로 개발한 것이다. 경계선 성격장애에 한 부분은 총 15문항, 4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계수는 .76이었다.

11)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우울증상을 평가하기 해 Beck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사용하 다. BDI는 우울의 인지 , 정서 , 동기 , 생리 증상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마다 4개의 문장 에서 자신에

게 가장 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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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한국 Beck 우울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0 에서 3 까지 평정되며,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은

0~63 이며, Beck(1967)은 9 이하는 우울하지 않은 수 으로, 10~15 은

가벼운 우울증으로, 16~23 은 우울증으로, 24~63 은 한 우울증으로 분류

하 다.

이 호와 송종용(1991)의 연구에서 일반인의 경우, 계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78, .75 고, 우울 임상 집단의 경우 는 .85 다. 본 연구에

서 계수는 .89 다.

12) Beck 불안 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

이 척도는 Beck, Epstein, Brown과 Steer(1988)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로 권석만(1992)이 번안한 척도이다. 경

험한 정도를 4 Likert식 척도로 평정하며, 불안과 련된 정서 , 신체 ,

인지 증상을 측정함으로써 불안 증상의 강도와 심각성을 평가할 수 있다.

수가 높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계수는 .91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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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차 분석방법

1) 연구 차

경기도와 인천에 소재한 두 개 학교 학생 400여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

여 수거된 설문지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8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면 꿈 패턴 기록, 악몽빈도, 악몽 처, 악몽고통, 스트 스 처방식, 경

계, 반추, 우울, 불안, 분열형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로 이루어진 설

문지에 응답하도록 하 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for Windows 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1) 악몽빈도와 악몽고통, 정신병리 지표들 간의 계의 방향 정도를 알

아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한 악몽 처와 악몽고통, 반추내용,

반추시간, 악몽고통 간의 상 도 Pearson 률상 계수를 용하여 양방검

증 하 다.

(2) 악몽빈도와 수면패턴 꿈 빈도를 알아보기 해 카이자승 분석을 실시

하 다.

(3) 악몽빈도 집단(악몽 경험 없음, 1년에 1-11회, 1달에 1-3회, 일주일에

1-7회)과 우울, 불안, 분열형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간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악몽고통도 고, ,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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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나 어 변량분석 하 다.

(4) 악몽빈도와 악몽고통의 정신병리 측 정도를 알아보기 해 단계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5) 악몽빈도와 경계, 반추, 스트 스 처방식이 상호작용하여 악몽고통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하여 이원 피험자간 ANOVA를 실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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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악몽빈도

1) 악몽빈도와 피험자 특성

성별 분포는 체 남자가 178명(46.1%), 여자가 208명(53.9%) 이었으며,

악몽을 꾼 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남자가 33명(18.5%), 여자가 40

명(19.2%), 1년에 1번 이상 악몽을 꾼 사람은 남자가 107명(60.1%), 여자가

100명(48.1%), 1달에 1번 이상 악몽을 꾼 사람은 남자가 31명(17.4%), 여자

가 49명(23.6%), 1주일에 1번 이상 악몽을 꾼 사람은 남자가 7명(3.9%), 여

자가 19명(9.1%)이었다. 남자와 여자 모두 1년에 1번 이상 악몽을 꾼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1달에 1번 이상 악몽을 꾸는 빈번한 악몽 집단은 116명

(27.4%)이었다. 성별에 따른 악몽빈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384)=3.77, ns.

표 2. 성별 악몽빈도 분포

악몽빈도

남자

빈도(명)

백분율(%)

여자

빈도(명)

백분율(%)

체

빈도(명)

백분율(%)

1주일에 1번 이상 7(3.9%) 19(9.1%) 26(6.7%)

1달에 1번 이상 31(17.4%) 49(23.6%) 80(20.7%)

1년에 1번 이상 107(60.1%) 100(48.1%) 207(53.6%)

없음 33(18.5%) 40(19.2%) 73(18.9%)

계
178

(46.1%)

208

(53.9%)

38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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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인들 간의 상 계수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인 악몽빈도, 악몽고통, 경계, 반추, 스트

스 처방식, 우울, 불안, 분열형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간의 상 을

구하 다. 각 측정치들 간의 상 계수를 표 3에 제시하 다.

표 3. 주요 변인들 간의 상 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악몽

빈도

-

악몽

고통

.19
**

-

경계 .07 .26** -

반추 .09 .24** .46** -

숙고 .06 .25
**
.42
**
.50
**
-

문제

심

-.16
**
.10 .25

**
.10 .27

**
-

정서

심

-.04 .11
*
.37
**
.27
**
.16
**
.28
**

-

우울 .23
**

.49
**
.25
**
.37
**
.27
**
-.12

*
.11
*
-

불안 .29** .54** .34** .40** .31** -.01 .16** .72** -

분열형 .17** .43** .52** .37** .30** .07 .23** .45** .54** -

경계선 .27
**

.27
**
.48
**
.40
**
.27
**
.05 .28

**
.39
**
.46
**
.55
**
-

*
p< .05,

**
p< .01

1. 악몽빈도 2. 악몽고통 3. 경계 4. 반추 5. 숙고 6. 문제 심 7. 정서 심 8. 우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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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10. 분열형 성격장애 11. 경계선 성격장애

3) 악몽빈도와 수면패턴 꿈 빈도

수면과 꿈에 한 문항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취침시간이 규칙 이라고

응답한 피험자가 147명(38.1%), 규칙 이지 않다고 응답한 피험자가 239명

(61.9%)이었다. 악몽빈도와 수면의 규칙성 간에는 유의미한 련성이 존재하

지 않았다, (3, N=386)=1.18, ns.

피험자들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52시간(표 편차=1.26)이었고, 3-5시간

이라고 응답한 피험자는 46명(17.1%)이었고, 6-8시간이라고 응답한 피험자는

302명(78.5%)이었으며, 9-12시간이라고 응답한 피험자는 15명(4.5%)이었다.

악몽빈도와 평균수면 시간 간에는 유의미한 련성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늦

게 잠드는 사람일수록 악몽을 더 많이 꾸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N=386)=26.24, ns.

취침시간은 11시 이 에 잠드는 사람이 8명(2.1%), 12시 이 에 잠드는 사

람이 36명(9.3%), 새벽 1시 이 에 잠드는 사람이 163명(42.2%)이었으며, 새

벽 1시 이후에 잠드는 사람이 179명(46.4%)이었다. 악몽빈도와 취침시간 간

에는 유의미한 련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9, N=386)=14.92, ns.

기상시간은 오 6시 이 에 일어나는 사람이 51명(13.2%), 오 7시 이

에 일어나는 사람이 141명(36.5%), 오 8시 이 에 일어나는 사람은 116명

(301%), 오 9시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이 78명(20.2%)이었다. 기상시간과

악몽빈도와는 유의미한 련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12, N=386)=11.79, ns.

꿈을 얼마나 자주 꾸는지에 한 질문에 거의 매일 꾼다고 응답한 피험자

는 77명(19.9%)이었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꿈을 꾼다고 응답한 피험자가

141명(36.5%), 한 달에 1-2번 정도 꿈을 꾼다고 응답한 피험자가 87명

(22.5%)이었으며, 거의 꿈을 꾸지 않는다고 응답한 피험자가 80명(20.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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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악몽빈도와 꿈 빈도 간에는 유의미한 련성이 존재했다.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일수록 악몽도 더 자주 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N=386)=124.14, p< .001.

2. 악몽과 정신병리

1) 악몽빈도와 정신병리

악몽빈도에 따른 정신병리 수 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악몽빈도를 악몽

경험 없음, 1년에 1-11회, 1달에 1-3회, 1주일에 1-7회 집단으로 나 어 독

립변인으로 하고, 우울, 불안, 분열형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를 종속변인

으로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 다. 악몽의 빈도에

따라 우울(F(3, 382)=8.74, p< .001), 불안(F(3, 382)=14.06, p< .001), 분열형

성격장애(F(3, 382)=4.88, p< .05), 경계선 성격장애(F(3, 382)=8.21, p< .001)

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검증을 통한 다비교를 한 결과,

우울 수는 일주일에 1-7회 악몽을 경험하는 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를 보 다. 불안 수에서는 악몽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1달에 1-3회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를 보 으며, 1달에 1-3회 집단보

다 일주일에 1-7회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를 보 다. 분열형 성격장애

수는 악몽 경험이 없는 집단과 1년에 1-11회 집단보다 일주일에 1-7회 집

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를 보 으며, 경계선 성격장애 수 한 악몽경

험이 없는 집단과 1년에 1-11회 집단보다 일주일에 1-7회 집단이 유의미하

게 높은 수를 보 다. 결과는 가설1-1을 지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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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악몽빈도와 정신병리의 변량분석

정신병리 악몽빈도 평균 표 편차 F값 다비교

우울

없음 (N=73) 6.67 4.86

8.74*** 4>1,2,3
1년에 1-11회 (N=207) 8.60 8.10

1달에 1-3회 (N=80) 10.11 7.00

1주일에 1-7회 (N=26) 15.03 9.79

불안

없음 6.58 5.64

14.06
***

4>3>1
1년에 1-11회 9.39 8.96

1달에 1-3회 8.95 8.95

1주일에 1-7회 11.50 11.50

분열형

없음 23.13 5.11

4.88
*

4>1,2
1년에 1-11회 23.91 5.84

1달에 1-3회 24.67 5.59

1주일에 1-7회 27.84 5.21

경계선

없음 33.57 6.34

8.21*** 4>1,2
1년에 1-11회 33.54 5.95

1달에 1-3회 36.06 5.71

1주일에 1-7회 39.84 6.49
*
p< .05,

***
p< .001

1. 없음 2. 1년에 1-11회 3. 1달에 1-3회 4. 1주일에 1-7회

2) 악몽고통과 정신병리

악몽고통에 따른 정신병리 수 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악몽고통 수에

따라 상 25%를 고 집단으로, 간 50%를 집단으로, 하 25%를 하 집

단으로 나 어 독립변인으로 하고, 우울, 불안, 분열형 성격장애, 경계선 성

격장애를 종속변인으로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

다. 악몽의 고통에 따라 우울(F(2, 310)=37.12, p< .001), 불안(F(2,

310)=31.86, p< .001), 분열형 성격장애(F(2, 310)=18.29, p< .001), 경계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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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장애(F(2, 310)=7.51, p< .01)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검

증을 통한 다비교를 한 결과, 우울 수는 악몽고통 집단보다 악몽고통

고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를 보 다. 불안 수는 악몽고통 고, 집

단이 악몽고통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를 보 다. 분열형 성격장

애 수에서도 악몽고통 고, 집단이 악몽고통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

은 수를 보 으며, 경계선 성격장애 수는 악몽고통 집단이 악몽고통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를 보 다. 결과는 가설1-2를 지지하 다.

표 5. 악몽고통과 정신병리의 변량분석

정신병리 악몽고통 평균 표 편차 F값 다비교

우울

고(N=80) 15.39 10.78

37.12
***

1>2,3(N=183) 8.12 5.77

(N=50) 5.26 5.64

불안

고 17.88 11.89

40.73
***

1>2>39.10 7.36

5.58 5.33

분열형

고 27.71 5.67

25.79*** 1>2>323.95 5.38

20.96 5.04

경계선

고 37.15 6.09

6.20** 1>2,335.11 6.22

33.46 5.02
**
p<.01,

***
p< .001

1. 악몽고통 고 2. 악몽고통 3. 악몽고통

3) 악몽빈도와 악몽고통이 정신병리에 미치는 향

악몽빈도와 악몽고통이 우울, 불안, 분열형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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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악몽빈도와 악

몽고통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우울, 불안, 분열형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 방법(stepwise)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를 표 6에 제시하 다.

그 결과, 악몽고통이 우울에 해 24%, 불안에 해 29%, 분열형 성격장

애에 해 18%, 경계선 성격장애 해 7%의 변량을 설명하며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2, 310), p< .001). 악몽고통은 악몽빈도보다

모든 정신병리 변인들에 해 유의미하게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악몽빈도와 악몽고통이 정신병리에 미치는 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R R변화량 F변화량

우울
악몽고통 .48 .24 .24 99.35***

악몽빈도 .07 .25 .01 2.01

불안
악몽고통 .52 .29 .29 125.00

***

악몽빈도 .11 .30 .01 5.20*

분열형

성격장애

악몽고통 .42 .18 .18 69.69
***

악몽빈도 .05 .19 .00 0.90

경계선

성격장애

악몽고통 .25 .07 .07 25.02***

악몽빈도 .15 .10 .02 7.00
**

*
p<.05,

**
p<.01,

***
p<.001

3. 악몽빈도와 악몽 처방식이 악몽고통에 미치는 향

경계, 반추 반응양식, 스트 스 처방식과 악몽빈도가 상호작용하여 악

몽고통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27

악몽빈도는 1달에 1-3회 집단과 1주일에 1-7회 집단을 하나로 묶어 빈번

한 악몽집단으로 분류하고, 1년에 1-11회 집단과 악몽을 꾸지 않는 집단으로

분류하여 총 3개의 악몽빈도 집단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경계의 경우 경계

수에 따라 상 25%를 상 집단으로, 간 50%를 집단으로, 하 25%

를 하 집단으로 분류하 다. 반추의 경우 반추 반응양식 체 수의 상

25%를 상 집단으로, 간 50%를 집단으로, 하 25%를 하 집단으로 나

었다. 스트 스 처방식은 문제 심 처방식과 정서 심 처방식

수 각각에 해서 상 25%를 상 집단으로, 간 50%를 집단으로, 하

25%를 하 집단으로 나 었다. 이상의 집단들을 상으로 변량분석을 실

시하 다.

1) 악몽빈도와 경계에 따른 악몽고통과의 계

악몽빈도와 경계에 따른 악몽고통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 7과 같다.

표 7. 악몽빈도와 경계에 따른 악몽고통의 평균과 표 편차

악몽빈도

1년에 1-11회 1달에 1번 이상

평균 표 편차 N 평균 표 편차 N

경계 상 12.37 10.18 59 14.89 11.29 38

6.89 8.25 104 10.57 8.44 49

하 6.30 7.18 44 9.32 7.39 19

합 계 8.33 8.98 207 11.90 9.60 106

악몽고통 수는 1년에 1-11회 악몽을 꾸는 사람들과 1달에 1번 이상 악

몽을 꾸는 사람들 둘 다에서 얇은 경계일수록 더 높았다. 한 1달에 1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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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악몽을 꾸는 사람들의 악몽고통 수가 1년에 1-11회 악몽을 꾸는 사람

들의 악몽고통 수보다 높았다.

이러한 수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악몽빈도의 주효과와 경계의 주효과가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

하 다, F(1, 307)=7.21, p< .001., F(2, 307)=10.60, p< .001. 이는 악몽을 자

주 꾸는 사람일수록 악몽고통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나타내며, 얇은 경계

일수록 악몽고통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나타낸다. 악몽빈도와 경계의 상

호작용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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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악몽빈도와 경계에 따른 악몽고통 평균

2) 악몽빈도와 반추 반응양식에 따른 악몽고통과의 계

악몽빈도와 반추 반응양식에 따른 악몽고통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 8

과 같다.

악몽고통 수는 1년에 1-11회 악몽을 꾸는 사람들에게서 반추 반응양

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더 높았으나, 1달에 1번 이상 악몽을 꾸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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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추 반응양식의 사용이 간인 사람들보다 많이 사용하거나 게 사용하

는 사람들에게서 더 높았다. 한 1년에 1-11회 악몽을 꾸는 사람들보다 1달

에 1번 이상 악몽을 꾸는 사람들의 악몽고통 수가 더 높았다.

이러한 수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악몽빈도의 주효과와 반추 반응양식의 주효과 모두 통계 으

로 유의미하 다, F(1, 307)=9.47, p< .01., F(2, 307)=4.45, p< .05. 이는 악몽

을 많이 꾸는 사람일수록 악몽고통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나타내며, 반추

반응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악몽고통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

을 나타낸다.

악몽빈도와 반추 반응양식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F(2, 307)=5.13, p< .01). 악몽빈도가 낮은 집단은 반추 반응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악몽고통 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고, 악몽빈도가 높은 집단에서

는 반추 반응양식을 많이, 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간 정도로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악몽고통 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표 8. 악몽빈도와 반추 반응양식에 따른 악몽고통의 평균과 표 편차

악몽빈도

1년에 1-11회 1달에 1번 이상

평균 표 편차 N 평균 표 편차 N

반추

반응양식 상
11.70 10.66 54 12.93 9.40 43

9.08 9.05 88 9.55 9.27 31

하 4.51 5.35 65 12.78 10.06 32

합 계 8.33 8.98 207 11.90 9.60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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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악몽빈도와 반추 반응양식에 따른 악몽고통 평균

3) 악몽빈도와 문제 심 처방식에 따른 악몽고통과의 계

악몽빈도와 문제 심 처방식에 따른 악몽고통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 9와 같다. 악몽고통 수는 1년에 1-11회 악몽을 꾸는 사람들보다 1달에

1번 이상 악몽을 꾸는 사람들이 더 높았다.

표 9. 악몽빈도와 문제 심 처방식에 따른 악몽고통의 평균과 표 편차

악몽빈도

1년에 1-11회 1달에 1번 이상

평균 표 편차 N 평균 표 편차 N

문제 심

처방식

상 8.98 7.99 56 11.91 10.00 23

8.63 10.03 101 12.40 9.41 57

하 6.98 7.69 50 10.77 9.56 26

합 계 8.33 8.98 207 11.90 9.60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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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분석 결과, 악몽빈도의 주효과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F(1,

307)=8.79, p< .01), 문제 심 처방식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F(2, 307)=0.80, ns). 악몽빈도와 문제 심 처방식의 상호

작용효과 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2,

307)=0.05, ns).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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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악몽빈도와 문제 심 처방식에 따른 악몽고통 평균

4) 악몽빈도와 정서 심 처방식에 따른 악몽고통과의 계

악몽빈도와 정서 심 처에 따른 악몽고통 수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 10과 같다. 1년에 1-11회 악몽을 꾸는 사람들보다 1달에 1번 이상 악몽

을 꾸는 사람들의 악몽고통 수가 더 높고, 1달에 1번 이상 악몽을 꾸는 사

람들은 정서 심 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악몽고통 수가 높았다.

변량분석 결과, 악몽빈도와 정서 심 처방식의 주효과가 유의미하

다, F(1, 307)=10.17, p< .01., F(2, 307)=3.82, p< .05. 악몽빈도가 높은 집단

이 낮은 집단보다 악몽고통을 더 많이 경험하고, 정서 심 처방식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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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하는 집단일수록 악몽고통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악

몽빈도와 정서 심 처방식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2, 307)=0.11, ns.

표 10. 악몽빈도와 정서 심 처방식에 따른 악몽고통의 평균과 표 편차

악몽빈도

1년에 1-11회 1달에 1번 이상

평균 표 편차 N 평균 표 편차 N

정서 심

처방식

상 8.67 8.30 64 13.00 10.73 24

9.43 9.98 98 12.55 9.48 58

하 5.44 6.92 45 9.21 8.52 24

합 계 8.33 8.98 207 11.90 9.60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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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악몽빈도와 정서 심 처방식에 따른 악몽고통 평균

4. 악몽을 경험한 집단에서의 악몽 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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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몽 처와 악몽고통

인터뷰를 통해 얻은 18문항들 내용을 바탕으로 4가지 악몽 처방식으

로 분류하여 악몽고통과의 상 을 구하 다. 표 11에 상 계수, 평균 표

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악몽 처는 악몽의 내용, 의미 원인을 자기와 련된 것으로 연결하여

악몽에 반응하는 것으로 2, 7, 12, 17번 문항을 묶어 악몽-자기 연결 처로

분류하 고, 악몽으로부터 발생된 불쾌한 정서를 해소하기 해 외 인 다른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10, 14, 15번 문항을 묶어 외부도움 처로 분류하

다. 그리고 악몽의 내용이 자세하게 반복해서 기억되고,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으로 1, 6, 9번 문항을 묶어 악몽회상 처로 분류하 고, 악몽으로

집 된 사고를 다른 것으로 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3, 13, 18번 문항을 묶

어 주의 환 처로 분류하 다.

악몽-자기 연결 처는 주의 환을 제외한 외부도움, r=.17 p< .01, 악몽

회상, r=.31 p< .01, 처와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부도움

처는 악몽회상, r=.29 p< .01, 주의 환, r=.15 p< .01, 처와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몽고통은 악몽-자기 연결, r=.11 p< .05, 악몽회상, r=.20 p< .01, 처와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으나, 외부도움, 주의 환 처 수와는 유의미

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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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악몽 처와 악몽고통 상 계수

1 2 3 4 5

악몽-자기 연결 -

외부도움 .17
**

-

악몽회상 .31
**

.29
**

-

주의 환 .06 .15** .02 -

악몽고통 .11* .07 .20** .06 -

평균 1.09 0.48 0.90 0.30 9.54

표 편차 1.07 0.62 0.86 0.54 9.33
*
p<.05,

**
p<.01

1. 악몽-자기 연결 2. 외부도움 3. 악몽회상 4. 주의 환 5. 악몽고통

2) 악몽반추 내용, 반추시간과 악몽고통의 상

악몽반추 내용과 반추시간, 악몽고통 간의 상 을 구하 다. 표 12에 상

계수, 평균 표 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반추 지속시간은 악몽의 의미, r=.13 p< .05, 나와의 련성, r=21 p< .01

과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으나, 악몽의 내용 는 장면, 악몽의 원인과

는 유의미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 악몽고통은 악몽반추 내용들과는 유의미

한 상 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반추 지속시간과는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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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악몽반추 내용, 반추시간과 악몽고통 상 계수

 1 2 3 4 5 6

악몽의 내용 는 장면 -

악몽의 의미 -.30
**

-

나와의 련성 -.24** .09 -

악몽의 원인 -.13
*

.13
*

.15
**

-

지속시간 .05 .13* .21** .11 -

악몽고통 .05 .06 .09 .03 .35
**

-

평균 0.70 0.32 0.28 0.14 1.77 9.54

표 편차 0.55 0.47 0.45 0.35 0.98 9.33
*
p<.05,

**
p<.01

1. 악몽의 내용 는 장면 2. 악몽의 의미 3. 나와의 련성 4. 악몽의 원인 5. 지속

시간 6. 악몽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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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 의

본 연구는 악몽빈도와 악몽고통이 정신병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악

몽 처방식이 악몽빈도와 악몽고통을 재하는지 알아보기 해 악몽빈도,

악몽고통, 우울, 불안, 분열형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경계, 반추, 스트

스 처방식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악몽빈도를 알아본 결과 성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악몽을 경험한

비율을 보면 참가자 약 80%가 악몽을 경험했다고 보고하 다. 일주일에

1번 이상 악몽을 경험한 비율은 6.7%로 여러 나라에 걸쳐 일 되게 보고되

었던 6% 비율에 근 한 값이 나왔다(Levin & Nielsen, 2007).

악몽빈도와 수면패턴의 계는 취침시간이 늦어질수록 악몽을 더 많이 꾸

는 경향성이 있고, 평소에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일수록 악몽도 더 자주 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몽빈도가 증가할수록 더 우울하고 불안했으며, 분열형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악몽고통을 많이

느낄수록 우울, 불안, 분열형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성을 더 많이

나타냈다.

악몽빈도와 악몽고통의 단계 회귀 분석결과 악몽고통은 악몽빈도보다

모든 정신병리 지표들을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몽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들은 악몽빈도 자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악몽고통이 악

몽으로 인한 주 고통을 이해하는데 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Levin과 Nielsen(2007)은 악몽으로 인한 정서 고통이 개인의 습 인

처방식의 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제안하 다. 이를 알아보기 해 본 연

구에서는 역기능 인 악몽 처방식이 악몽빈도와 상호작용하여 악몽고통을

재하는지 알아보았고, Hartmann(1991)이 개인 성격 특성으로 제안한 경계

도 함께 알아보았다.

경계 수를 바탕으로 상, , 하 집단으로 나 어 분석한 결과 경계가 얇

을수록 악몽고통을 더 많이 느끼고, 악몽을 많이 경험할수록 악몽고통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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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느끼지만, 경계가 악몽빈도와 악몽고통을 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추는 상, , 하 집단으로 나 어 분석한 결과, 반추 반응양식은 악몽

빈도와 상호작용하여 악몽고통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1-11회 악몽을 꾸는 사람들은 반추 반응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악몽고통

을 더 많이 느끼는데 반해, 1달에 1번 이상 악몽을 꾸는 집단에서는 반추

반응양식을 많이 사용하거나 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간정도로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악몽고통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추 반응양식의

사용이 악몽빈도에 따라 악몽고통을 유발하는 정도가 다른 이유로 악몽을

자주 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악몽 자체가 하나의 기치 못한 불쾌한 사건이

되지만 악몽을 자주 꾸는 사람들에게는 악몽이 익숙한 스트 스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따라서 악몽이 기치 못한 사건일 경우 다시 떠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을 증가시키지만, 익숙한 스트 스일 경우 무조건 인 억제나,

몰두 보다는 어느 정도의 문제해결 인 해소가 필요하다. 그러한 문제해결

인 방법의 하나가 당히 반추하는 것으로 악몽에 한 정보를 처리하고, 불

필요한 몰두를 임으로써 악몽고통을 일 수 있다.

스트 스 처방식은 문제 심 처방식과 정서 심 처방식으로 나

어 분석하 는데, 모두 재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에 40여명을 상으로 악몽에 해 어떻게 처하

는지 구체 으로 묻는 인터뷰를 하 고, 인터뷰를 통해 얻은 악몽 처를 내

용을 심으로 분류하여 악몽고통과의 상 을 알아보았다. 분류된 범주들에

악몽-자기 연결 처, 외부도움 처, 악몽회상 처, 주의 환 처로 임의

으로 명칭을 부여하 다.

악몽-자기 연결 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외부도움 처와 악몽회상

처도 많이 사용하 으며, 주의 홛 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외부도움 처

도 많이 사용하 다.

악몽고통과 악몽 처 사이의 계를 보면, 악몽고통이 높을수록 악몽-자기

연결 처와 악몽회상 처를 많이 사용하 다. 악몽을 최근에 자신에게 발

생한 사건 는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불쾌한 사건으로 악몽을 해석

할수록, 그리고 악몽의 내용이 자세하게 반복해서 생각날수록 악몽고통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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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cki와 Cuddy(1991)의 연구에서도 악몽고통이 몇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다고 보았다. 악몽을 경험한 사람들 일부는 자신들의 악몽기억에 강박

으로 몰두하고, 일부는 악몽에 역기능 인 신념을 용하며( , 꿈이 미래

는 언해 다), 다른 일부는 그들의 악몽경험에 해서 역기능 인 방식

으로 사고한다( , 악몽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지 하 다.

Belicki(1992a)는 악몽고통과 악몽에 한 주 인 지각 사이에 악몽을

더 특수하고,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일수록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 정서

는 행동에 더 큰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악몽고통 일부분은 악몽에서

깨어난 이후에 악몽에 한 평가와 기억으로부터 발생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악몽반추 내용, 반추시간 악몽고통 사이의 상 을 알아본

결과, 악몽의 의미를 반추할수록, 그리고 악몽과 나와의 련성에 해 반추

할수록 반추시간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몽고통과의 상 에서는 악몽을 반추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악몽고통이

증가하 다.

본 연구는 악몽빈도와 악몽고통을 나 어 정신병리와의 계를 알아보았

다는 에 의의가 있으며, 악몽빈도와 악몽고통을 재하는 변인으로 반추

반응양식을 발견하 다는데 있다. 한 악몽에 한 처를 탐색 으로 분석

해보았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악몽빈도와 악몽고통을 같은 것으로

연구되어져 왔지만 최근 들어 다른 구성개념을 지니는 것으로 재해석되고

있고, 빈도와 고통이 나뉘어 연구되고 있다. 이런 시 에서 악몽빈도와 악몽

고통의 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변인의 발견은 앞으로 악몽연구에 있어서

더 많은 설명들이 가능하게 하는 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자기보고식 척도들로 모든 변인들이 측정

되었다는 이다. 이러한 측정 방법은 실제의 악몽빈도보다 게 보고되었을

수 있으며, 악몽고통 한 회상에 의해 보고되었기 때문에 그 강도의 정확성

이 떨어질 수 있다.

학생으로 한정된 피험자도 연구의 결과에 향을 미쳤을 수 있는데,

20-29세 사이에 가장 많이 악몽을 보고한다는 외국의 연구결과가 있긴 하지

만(Nielsen, Stenstrom, & Levin, 2006), 제한된 연령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 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반추 반응양식이 악몽빈도와 악몽고통을 재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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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는데, 후속 연구에서 악몽을 자주 꾸는 집단과 악몽을 자주 꾸지

않는 집단에서의 반추내용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도 악몽고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악몽반추 내용을 질문하 을 때, 악몽

자체가 아니라 악몽과 나와의 련성이나 악몽의 의미 등 개인이 을 두

는 것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악몽 처로 악몽을 자기와 연결 짓

거나 악몽을 많이 회상할수록 악몽고통이 증가하고 다른 것으로 주의를

환하는 처를 사용할 경우 악몽고통이 감소한다는 에서 악몽 처가 여러

가지 구성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 악몽 처에 한 더 명

확하고 세부 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처에 따라 더 효과 인 치

료법( , 악몽을 자기와 련있는 것으로 연결 짓는 사람에게는 역기능 신

념을 수정하는 치료법 사용)을 용시켜 악몽을 치료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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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 스트레스 처방식 항 번호

극 처
문제 심 처 문항 1,2,9,10,17,18

사회 지지 처 문항 5,6,15,16,23,24

소극 처
정서 완화 처 문항 7,8,11,12,19,20

소망 사고 문항 3,4,13,14,21,22

록 2. 수 턴 질 지

◈ 다음 항목들은 당신이 잠을 자고 꿈을 꾸는 것에 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들

에 한 답은 옳거나 그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읽어보신 후에 솔직하게 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당신의 취침시간은 규칙 인 편입니까?

① ② 아니오

2. 당신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잠을 잡니까? 략 시간

3. 당신은 보통 몇 시쯤 잠을 잡니까?

① 9시 이 ② 11시 이 ③ 12시 이 ④ 새벽 1시 이 ⑤ 새벽 1시

이후

4. 당신은 보통 몇 시쯤 잠에서 깨어납니까?

① 오 5시 ② 오 6시 ③ 오 7시 ④ 오 8시 ⑤ 오 9시 이후

5. 당신은 얼마나 자주 꿈을 꾸는 편입니까?

① 거의 매일 꿈을 꾼다.

②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꿈을 꾼다.

③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꿈을 꾼다.

④ 거의 꿈을 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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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3. 꿈 빈도 질 지 

◈ 당신이 평균 으로 경험하는 악몽빈도를 다음 한 곳에만 ✔표 해주시기 바

랍니다. 악몽(nightmare)은 매우 불쾌한 기분이 들고, 잠자던 사람을 깨도록 하여,

그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입니다.

    없                     달 주

  0   1 에 1   1달에 1   1주 에 1  

  1 에 2  (6개월에 1번)   1달에 2   1주 에 2

  1 에 3  (4개월에 1번)   1달에 3   1주 에 3

  1 에 4  (3개월에 1번)   1주 에 4

  1 에 5   1주 에 5

  1 에 6  (2개월에 1번)   1주 에 6

  1 에 7    1주 에 7

  1 에 8

  1 에 9

  1 에 10

  1 에 11

록 4. 악몽 처 질 지

  ◈ 악몽을 경험한 분들만 답해주십시오.

1. 다음의 보기들은 당신이 악몽을 경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일상 인 처방식

들을 나열한 것들입니다. 이 평소 사용하는 처방식에 ✔표 해주십시오. 복

응답이 가능하며, 응답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기 에 없을 경우에는 기타 란에 어

주십시오.

( )① 꿈의 의미에 해 생각한다.

( )② 내 상태에 해 생각한다.

( )③ 무 싫은 꿈은 일부러 생각 안하려고 한다.

( )④ 그냥 멍한 상태로 있는다.

( )⑤ 무 생생해서 꿈인지 생시인지 생각해본다.

( )⑥ 계속 생각나고 기분이 좋지 않다.

( )⑦ 꿈꾼 날은 조심하려고 노력한다.

( )⑧ 꿈 내용과 련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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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자세하게 꿈 내용이 생각난다.

( )⑩ 다른 사람과 같이 잔다.

( )⑪ 잠자기 에 불안하다. 악몽을 다시 경험할까

( )⑫ 몸이 약해졌나? 라고 생각한다.

( )⑬ 복권을 사서 액땜하려고 한다.

( )⑭ TV를 튼다.

( )⑮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한다.

( )⑯ 향 받지 않는다.

( )⑰ 꿈꾸기 날 (사건, 상황)에 해서 생각한다.

( )⑱ 기도를 한다.

( )⑲ 기타

록 5. 악몽에 한 반추내 과 반추 시간 질 지

2-1. 당신이 악몽을 꾸고 난 이후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 복 응답 가능)

① 악몽의 내용 는 장면 ② 악몽의 의미 ③ 악몽과 나와의 련성

④ 악몽의 원인 ⑤ 기타

2-2. 그러한 생각들은 얼마동안 지속됩니까?

① 1-2시간 ② 반나 ③ 하루 종일 ④ 2-3일 ⑤ 일주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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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6. 스트레스 처방식 척도

  ◈ 최근에 나를 매우 불안하게 한 일이나 심한 스트 스를 유발한 일을 떠올려보

시기 바랍니다. 떠올린 일을 생각하며 내가 그 일에 어떻게 처했는지를 생각해보

고 해당되는 곳에 “O” 표 해주십시오.

문항
그 지 약간 꽤 매우

그 지 않다 그 다 그 다 그 다

않다

1. 활동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다. 0 1 2 3 4

2.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일이 잘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한다.
0 1 2 3 4

3.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상이나 소망을

한다.
0 1 2 3 4

4. 자신이 처한 지 의 상황보다 더 좋은 경우를 상

상하거나 공상한다.
0 1 2 3 4

5. 문제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 한

다..
0 1 2 3 4

6. 존경하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한다. 0 1 2 3 4

7.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0 1 2 3 4

8. 그 일을 무시해버리거나 그것을 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0 1 2 3 4

9. 그 일에서 무엇인가 창조 인 일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얻는다.
0 1 2 3 4

10. 일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변화

시킨다.
0 1 2 3 4

11. 운이 나쁠 때도 있으므로 운으로 돌린다. 0 1 2 3 4

12.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행동한다. 0 1 2 3 4

13. 그 일이 사라지거나 끝나버리기를 바란다. 0 1 2 3 4

14. 일어난 일이나 나의 느낌을 바꿀 수 있기를 바

란다.
0 1 2 3 4

15. 자신이 느끼고 있는 바를 구에게 말한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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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그 지 약간 꽤 매우

그 지 않다 그 다 그 다 그 다

않다

16. 그 일에 해 좀 더 알아보려고 군가와 이야

기한다.
0 1 2 3 4

17. 그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해서 그것을 자세

히 분석해 본다.
0 1 2 3 4

18. 다음 단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해서 념

한다.
0 1 2 3 4

19. 그 일을 잊기 해서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활

동을 한다.
0 1 2 3 4

20.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 0 1 2 3 4

21. 그 일이 지 보다 더 나쁠 수도 있었음을 스스

로 일깨운다.
0 1 2 3 4

22.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0 1 2 3 4

23. 문 인 도움을 청한다. 0 1 2 3 4

24. 다른 사람들의 동정과 이해를 받아들인다. 0 1 2 3 4

록 7. 반추적 반 양식 척도(RRS)

  ◈ 사람들은 우울할 때 여러 가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래의 문항들을

읽고 우울할 때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들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평가하여 해당하는

숫자에  표 하십시오.

나는 우울할 때...

거의 가끔 자주 거의

그 다 그 다 언제나

아니다 그 다

1. ‘내가 무엇을 잘못하여 그 가로 이 게 을까?’

생각한다.
0 1 2 3

2. 내가 우울한 원인을 찾기 해 최근의 경험들을 분

석해 본다.
0 1 2 3

3. ‘나는 왜 항상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까?’라고 생각

한다.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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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울할 때...

거의 가끔 자주 거의

그 다 그 다 언제나

아니다 그 다

4. 혼자 조용히 내 감정이 왜 이런지를 생각한다. 0 1 2 3

5.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로 쓰고 분석한다. 0 1 2 3

6. 최근의 상황에 해 ‘더 잘 되었더라면’하는 생각을

한다.
0 1 2 3

7. ‘다른 사람들은 없는 문제를 왜 나만 가지고 있을

까?’하고 생각한다.
0 1 2 3

8. ‘나는 왜 일을 더 잘 처리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

한다.
0 1 2 3

9. 내가 우울한 원인을 이해하기 해서 내 성격을 분

석한다.
0 1 2 3

10. 혼자 어디엔가 가서 내 감정에 해 곰곰이 생각

해본다.
0 1 2 3

록 8. 경계 척도 단축형(BQ)

◈ 다음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에 한 질문들입

니다. 무 오래 심사숙고 하지 마시고,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곳에  표 해주

십시오.

체로 보통 체로 매우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 다 그 다

1. 내 감정은 서로 뒤섞인다. 0 1 2 3 4

2. 나는 아동기 때 감정에 매우 친숙하다. 0 1 2 3 4

3. 나는 쉽게 상처받는다. 0 1 2 3 4

4. 나는 백일몽, 상상이나 환상을 하는데 많은 시

간을 보낸다.
0 1 2 3 4

5. 나는 시작, 간, 끝이 분명한 이야기를 좋아한

다.
0 1 2 3 4

6. 책임의 선이 정확하고, 분명한 조직이 좋은 조

직이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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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보통 체로 매우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 다 그 다

7. 모든 것에는 자리가 있으며, 모든 것은 제 자리

에 있어야 한다.
0 1 2 3 4

8. 때로 어떤 사람에게 무 휘말리는 것은 두려

운 일이다.
0 1 2 3 4

9. 좋은 부모는 다소 아이 같기도 해야 한다. 0 1 2 3 4

10. 나는 쉽게 나 자신을 어떤 동물로 상상하거나

혹은 동물이라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볼 수 있

다.

0 1 2 3 4

11. 내 친구나 애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건

거의 내게 일어난 일이나 다름없다.
0 1 2 3 4

12.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정해진 틀에 얽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내 마음 가는

로 하는 편이 더 좋다.

0 1 2 3 4

13. 내 꿈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한다.
0 1 2 3 4

14. 나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힘의 향을 받

고 있다고 믿는다.
0 1 2 3 4

15. 정상 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정신

병이 있거나 미쳤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구분해

주는 명확한 기 은 없다.

0 1 2 3 4

16. 나는 실 이고 실용 인 사람이다. 0 1 2 3 4

17. 나는 창조 인 술가가 되는 것을 좋아할 것

같다.
0 1 2 3 4

18. 군가가 나를 부르거나 내 이름을 말하는 것

이 실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내가 상상한 것인

지 확신하지 못했던 이 있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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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9. 악몽고통 척도(NDQ)

◈ 이 질문지는 악몽을 꾼 이 있으신 분들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악몽 뒤에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약간 보통 체로 매우

아니다 그 다 그 다 그 다 그 다

1. 악몽에서 깨어났을 때, 악몽이 계속 떠오르고, 떨

쳐내기가 어렵습니까?
0 1 2 3 4

2. 악몽에 나타났던 사람을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무서워한 이 있습니까?
0 1 2 3 4

3. 악몽을 꾸는 것이 무서워서 잠들기를 두려워한

이 있습니까?
0 1 2 3 4

4. 악몽에서 깬 후,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까? 0 1 2 3 4

5. 악몽 때문에 잠을 잘 자기 어렵습니까? 0 1 2 3 4

6. 악몽에 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0 1 2 3 4

7. 자신에게 악몽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

까?
0 1 2 3 4

8. 악몽이 당신의 안녕감에 향을 니까? 0 1 2 3 4

9. 악몽에서 일어났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느낀

이 있습니까?
0 1 2 3 4

10. 당신의 악몽이 미래를 언해 니까? 0 1 2 3 4

11. 악몽이 무 생생해서 깨어났을 때 “단지 꿈”이

라는 것을 확신하기 어려웠던 이 있습니까?
0 1 2 3 4

12. 지난 1년 동안 당신의 악몽에 해 문 인 도

움을 받을 생각을 해본 이 있습니까?
0 1 2 3 4

13. 악몽을 통제하거나 꾸지 않도록 도와주는 치료

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

까?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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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0. 열형*경계선 성격 애 척도

  ◈ 다음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에 한 질문들입

니다. 무 오래 심사숙고 하지 마시고,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곳에  표 해주

십시오.

체로 체로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 다 그 다

1. 가끔씩 엉뚱한 착각을 할 때가 있다. 1 2 3 4

2. 신비한 정신세계에 심이 많다. 1 2 3 4

3. 과학 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힘이나 정신을 실

제처럼 생생하게 경험했던 이 있다.
1 2 3 4

4. 평범하지 않은 특이한 옷차림이나 치장을 하고 다닌

이 있다.
1 2 3 4

5. 내 감정과 행동을 내 마음 로 조 할 수 없는 혼란

스러운 상태에 빠졌던 이 있다.
1 2 3 4

6.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긴장하게 된다. 1 2 3 4

7. 다른 사람들은 내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

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8. 말로는 잘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한

이 있다.
1 2 3 4

9. 실이 완 히 달라진 것 같은 이상한 경험을 한

이 있다.
1 2 3 4

10. 내 생각을 조리 있게 달하기 어렵고,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1 2 3 4

11. 내가 의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이 있다.
1 2 3 4

12.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얼굴표정이 어색하고 부자연

스럽게 되는 것 같다.
1 2 3 4

13. 새롭고 자극 인 일보다는 늘 해왔던 익숙한 일을

하고 싶다.
1 2 3 4

14. 다른 사람에 한 감정과 태도가 극단 으로 바

는 경우가 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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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체로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 다 그

다

15. 시간을 끌기보다는 즉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1 2 3 4

16. 순간 인 충동 때문에 무모한 행동이나 험한 행동

을 할 때가 있다.
1 2 3 4

17. 군가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 화를 참기 어렵다. 1 2 3 4

18. 기분이나 감정의 변화가 심한 편이다. 1 2 3 4

19. 자해행동이나 자살시도를 한 이 있다. 1 2 3 4

20. 거의 이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심하게 화를 낸

이 가끔 있다.
1 2 3 4

21. 사람을 한번 사귀면 오래 지속된다. 1 2 3 4

22.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뒤로 미루기가 어렵다. 1 2 3 4

23. 싫증이 나거나 권태로운 느낌이 들 때가 있다. 1 2 3 4

24. 마음이 텅 빈 듯이 허 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1 2 3 4

25. 일단 화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을 때가 있다. 1 2 3 4

26. 나 자신에 한 생각이 자주 바 다. 1 2 3 4

27.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삶에서 요한 것이 무엇

인지 단하기가 어렵다.
1 2 3 4

록 11. Beck  우울척도(BDI) 

  ◈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각 내용은 모두 네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네 개의 문장들을 자

세히 읽어보시고 그 요즈음(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문장을 선택하여 그 번호를 ( ) 안에 기입해 주십시

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한 문장만을 선택하시되, 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

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

( )1 0) 나는 슬 지 않다.

1) 나는 슬 다.

2) 나는 항상 슬 고 기운을 낼 수 없다.

3) 나는 무나 슬 고 불행해서 도 히 견딜 수 없다.

( )2 0) 나는 앞날에 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1) 나는 앞날에 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2) 나는 앞날에 해 기 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낀다.

3) 나의 앞날은 아주 망 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 )3 0)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2)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수투성이인 것 같다.

3) 나는 인간으로서 완 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 )4 0) 나는 과 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1) 나의 일상생활은 처럼 즐겁지 않다.

2) 나는 요즈음에는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3)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 )5 0)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2)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3)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 )6 0)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어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2) 나는 벌을 받을 것 같다.

3) 나는 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 )7 0)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1)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2)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3)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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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1) 나는 나의 약 이나 실수에 해서 나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2)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3)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다 내 탓이다.

( )9 0)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1) 나는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2)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3)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 )10 0)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1) 나는 보다 더 많이 운다.

2)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3) 나는 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겠지만, 요즈음은 울래야 울 기력조

차 없다.

( )11 0) 나는 요즈음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은 아니다.

1) 나는 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2) 나는 요즈음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3) 에는 짜증스럽던 일에 요즈음은 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 )12 0) 나는 다른 사람들에 한 심을 잃지 않고 있다.

1) 나는 보다 다른 사람들에 한 심이 었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에 한 심이 거의 없어졌다.

3) 나는 다른 사람들에 한 심이 완 히 없어졌다.

( )13 0)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1)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보다 더 많다.

2) 나는 에 비해 결정 내리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3)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 )14 0) 나는 보다 내 모습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나이 들어 보이거나 매력 없어 보일까 걱정한다.

2) 나는 내 모습이 매력 없게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3)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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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0) 나는 처럼 일을 할 수 있다.

1)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든다.

2)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 질해야만 한다.

3) 나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 )16 0)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1) 나는 에 만큼 잠을 자지는 못한다.

2) 나는 보다 한두 시간 일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3)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다.

( )17 0)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1) 나는 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2) 나는 무엇을 해도 언제나 피곤해진다.

3) 나는 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 )18 0)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1) 나는 요즈음 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2) 나는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3) 요즈음에는 식욕이 없다.

( )19 0) 요즈음 체 이 별로 지 않았다.

1) 보다 몸무게가 2kg 가량 었다.

2) 보다 몸무게가 5kg 가량 었다.

3) 보다 몸무게가 7kg 가량 었다.

* 나는 재 음식 조 로 체 을 이고 있는 이다 ( / 아니오 )

( )20 0) 나는 건강에 해 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1)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 인 문제로 걱정

하고 있다.

2) 나는 건강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생각하기 힘들다.

3) 나는 건강이 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다.

( )21 0) 나는 요즈음 성(sex)에 한 심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다.

1) 나는 평소보다 성(sex)에 한 심이 었다.

2) 나는 요즈음 성(sex)에 한 심이 상당히 었다.

3) 나는 성(sex)에 한 심을 완 히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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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2.  Beck  안척도(BAI)

◈ 아래의 항목들은 흔히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각 항목을 주의 깊게 읽고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한 주 동안 당신이 경험한 정도에

따라 당한 숫자에  표 해주십시오.

조 상당히 심하게

느끼지 느낌 느낌 느낌

않음

1. 가끔씩 몸이 리고 쑤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0 1 2 3

2.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0 1 2 3

3.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0 1 2 3

4.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0 1 2 3

5.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

6. 어지러움( 기증)을 느낀다. 0 1 2 3

7.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0 1 2 3

8. 침착하지 못하다. 0 1 2 3

9.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0 1 2 3

10.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0 1 2 3

11.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0 1 2 3

12. 자주 손이 떨린다. 0 1 2 3

13. 안 부 못해 한다. 0 1 2 3

14.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

15. 가끔씩 숨쉬기 곤란할 때가 있다. 0 1 2 3

16.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

17. 불안한 상태에 있다. 0 1 2 3

18. 자주 소화가 잘 안 되고 뱃속이 불편하다.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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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상당히 심하게

느끼지 느낌 느낌 느낌

않음

19. 가끔씩 기 할 것 같다. 0 1 2 3

20.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0 1 2 3

21. 땀을 많이 흘린다.(더 로 인한 경우는 제외)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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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sis the relationship among nightmare frequency,

nightmare distress, and psychopathology,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nightmare coping style on nightmare distress.

The sample consisted of 386 students who completed several measures: a

sleep pattern and nightmare frequency inventory, Nightmare Distress

Questionnaire, boundary questionnaire, Ruminative Response Scale, stress

coping style check list, Beck Depression Inventory, Beck Anxiety Inventory,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and the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nightmare frequency and nightmare

distress ha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ll psychopathology measures.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nightmare distress predicted

psychopathology better than nightmare frequency.

Only ruminative response style of the nightmare coping style interact

with nightmare frequency significant effect on nightmare distress.

Researcher investigated relationship coping style of nightmare and

nightmare distress, ruminative contents of nightmare, ruminative time and

nightmare distress.

At last,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Nightmare, Nightmare frequency, Nightmare distress, 

Psychopathology, Nightmare coping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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