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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뇌전증 환자의 불안, 우울과 감정표현불능증의 관계를 파악하고,

감정표현불능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불안과 우울의 심리사회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감정표현을 증가키시기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상관관계연구이

다.

서울시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신경과에서 뇌전증으로 치료받는 만 19세 이상

성인 뇌전증 환자 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

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Scheffé 사후

검정,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뇌전증 환자 90명의 평균 나이는 38.51±11.42세였으며 남자는 51명(56.7%), 

여성은 39명(43.3%)이었다. 

2. 감정표현불능증은 14명(15.6%), 불안과 우울을 가진 경우는 24명(26.7%)와

19명(21.1%)으로 나타났다.

3. 총점의 감정표현불능증은 불안(t=-4.449, p<.001), 우울(t=-6.631, p<.001), 

발작 횟수(F=3.631, p=.031), 뇌전증 중등도 점수(F=7.236, p=.001), 정신

과적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t=-2.025,p=.046), 복합 요법의 항경련제를

사용하는 경우(t=-2.733, p=.008), valproic acid를 사용하는 경우(t=-

2.247, p=.027)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요인 1 (느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의 감정표현불능증은 불안(t=-4.929, 

p<.001), 우울(t=-6.068, p<.001), 발작 횟수(F=6.556, p=.002), 뇌전증 중

등도 점수(F=9.150, p<.001), 복합 요법의 항경련제를 사용하는 경우(t=-

2.994, p=.004), levetiracetam을 사용하는 경우(t=-2.617, p=.010), 

oxcarbazepine을 사용하는 경우(t=-2.142, p=.035)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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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2 (느낌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의 감정표현불능증은 불안(t=-2.835, 

p=.008), 우울(t=-5.143, p<.001), 뇌전증 중등도 점수(F=5.162, p=.008)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요인 3 (외부 지향적 사고 유형을 가지는 것)의 감

정표현불능증은 우울(t=-2.409, p=.018), valproic acid를 사용하는 경우

(t=-2.390, p= .019)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뇌전증 환자의 감정표현불능증 총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

이 있는 경우(β=.519, p<.001), 항경련제 사용량(β=.255, p=.004) 순으로

나타났다. 느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

이 있는 경우(β=.326, p=.002), 항경련제 사용량(β=.321, p<.001), 불안

이 있는 경우(β=.262, p=.009) 순으로 나타났고, 느낌을 잘 설명하지 못하

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이 있는 경우(β=.427, p<.001), 

중증도의 뇌전증 중증도 점수(β=-.002, p=.982), 중증의 뇌전증 중등도 점

수(β=.203, p=.067)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 지향적 사고 유형을 가지는 것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이 있는 경우(β=.215, p=.039), 

valproic acid를 사용하는 경우(β=.213, p=.041)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감정표현불능증은 우울이 높을수록, 불안이 높을수록, 항경련

제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뇌전증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하

였다. 이에 긍정적 감정표현과 불안과 우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뇌전증 질환

에 대한 신체적 건강관리와 더불어 감정 및 신체 감각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

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우울과 불안을 개선시키고 감정에 대

한 자각과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적용하여 감정표현불

능증의 개선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뇌전증, 감정표현불능증, 불안, 우울, 항경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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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뇌전증은 뇌의 전기신호가 적절히 조절되지 않아 신경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

칙한 이상 흥분 현상에 의하여 발작이 발생하며, 이러한 발작이 반복적이고 만

성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Korean epilepsy society, 2020). 또한 뇌전증은

삶의 질과 연관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점을 많이 동반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1000명 중 4~10명 정도가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국내의 뇌전증 환자

는 약 30-40만 명으로 추산되며(Korean epilepsy society, 2020;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 기준 질병 통계에 따르

면 뇌전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수는 14만 7천여 명으로 확인된다(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9).

뇌전증은 다양한 원인과 증상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혼합 질병 군으로 뇌전증

에 있어 발작은 항뇌전증약물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발작 증상이 잘 조절되며

발작 횟수 또한 충분히 줄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환자

에게서 불안과 우울 등의 정신과적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Currie, 

Heathfield, Henson, & Scott, 1971; Heo & Park, 2009).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은 느낌과 감정 각성의 신체 감각을 구분하기 어

렵고, 외부 지향적 사고를 하며 공상이나 상상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

현하고 구분하기 어려움을 특징으로 한다(Apfel & Sifneos, 1979). 뇌전증 환자,

비뇌전증 발작 환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감정표현불능증의 비교를 시행한 체

계적 문헌고찰에서는 6개의 연구 비교를 통해 일반인은 5~14%, 비뇌전증발작은

30~90%, 뇌전증은 26~76%의 발생률을 보고하였다. 105명의 측두엽 뇌전증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감정표현불능증은 환자의 뇌전증 측위화와 손잡이와

는 관련성은 없으나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과 같은 정신 심리적 변수들과 연

관관계를 보고하였다(Kalinin, Zemlyanaya, Krylov, & Zheleznova, 2010). 25명

의 비뇌전증발작 환자와 33명의 뇌전증 환자에게 있어서 감정표현불능증의 위험

요인은 스트레스 상황과 정신사회적 인자로 나타났으며 두 그룹 모두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감정표현불능증을 나타내고 있었다(Tojek, Lumley, Bark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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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r, & Thomas, 2000).

선행 연구에서 254명의 뇌전증 환자에서 불안은 22.8%, 우울은 24.4%의 빈도

를 보고하였고(Téllez-Zenteno, Dhar, & Wiebe, 2005), 또한 뇌전증 환자는 불

안과 우울의 동반이 일반인보다 높으며, 예측 불가능한 발작에 대한 불안과 공

포, 장기간의 투약이나 약물의 부작용, 질환 자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치료

비, 교육 및 취업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많은 제한점에

직면하고 있다(Hartshorn & Byers, 1992; Lee, Yi, Cho, Lim, & Son, 2005).

국내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을 동반한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에 대한 연구에서는

우울장애 환자 중에서 47명(48.5%)이 감정표현불능증 이었으며, 불안 장애 환자

중에서 29명(37.1%)이 감정표현불능증이었다(Kim & Ryu, 2015). 국내에서 우울

장애, 불안장애, 장 질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만성질환의 삶의

질, 불안, 우울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가 동반되는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뇌전증 환자의 감정표현불능증을 확인하고, 감정표현불능증이

뇌전증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뇌전증 환자의 불안, 우울의 문

제점을 개선하고 감정표현을 증가시키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연구의 목적은 뇌전증 환자에서 감정표현불능증, 불안과 우울의 관계를 파악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뇌전증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2) 뇌전증 환자의 감정표현불능증, 불안, 우울의 정도를 파악한다.  

3) 뇌전증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감정표현불능증, 불

안, 우울의 차이를 파악한다. 

4) 뇌전증 환자의 감정표현불능증과 불안,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뇌전증 환자의 감정표현불능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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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감정표현불능증

(1) 이론적 정의

감정표현불능증이란 개인이 경험한 감정 상태나 느낌을 말로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신체적인 증상만을 호소하는 인지-정동 장애를 나타내는 용어

를 뜻한다(Apfel & Sifneos, 1979).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Bagby, Parker와 Taylor (1994)가 고안한 Toronto Alexithymia

Scale-20 (TAS-20)을 Lee, Lim과 Lee (1996)이 번역 개발한 한국판 20항목

Toronto 감정표현불능증 척도(TAS-20K)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Bagby, 

Parker, & Taylor, 1994; Lee, Rim, & Lee, 1996).

2) 불안

(1) 이론적 정의

불안은 심리적인 갈등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써 알지 못하거나 경험이 없

는 새로운 상황이나 역할에 직면할 때 발생하는 막연한 불쾌감을 뜻한다

(Spielberger, 1972).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범불안장애 척도(the 7-item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cale, GAD-7)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우울

(1) 이론적 정의

우울이란 정상적인 기분변화로부터 병적인 기분 상태까지의 연속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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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 피로, 기쁨과 흥미 및 동기 상실, 외부세계에 대한 무관심, 절망, 비

관, 침울함, 무력감 및 무가치감, 활동 억제, 자존감 저하, 자기 비하 등을 나

타내는 감정상태이다(Beck, 1967).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환자 건강 질문지 척도(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

9)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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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감정표현불능증

감정표현불능증이란 개인이 경험한 감정 상태나 느낌을 말로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신체적인 증상만을 호소하는 인지-정동 장애를 나타내는 용어

를 뜻한다(Apfel & Sifneos, 1979). 감정표현불능증은 느낌과 감정 각성의 신체

감각을 구분하기 어렵고, 외부 지향적 사고를 하며 공상이나 상상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구분하기 어려움을 특징으로 정의하고 있다.

“ Alexithymia (a=lack, lexis=word, thymos=emotion)”라는 용어는 감정을

인식하거나 언어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의 장애를 뜻하는 그리스어 합성어로

서, 우리 나라에서는 감정표현불능증으로 번안해서 사용되고 있다. 감정표현불

능증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주관적 감정을 구별하고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의 장애, 둘째, 감정과 감정적 각성에 대한 신체 감각의 분별 장애, 셋째, 공상

의 부재와 같은 제한된 심상 능력(imaginal capacities) 그리고 외향화 된 인지

유형이다(Nemiah, Freyberger, & Sifneos, 1976).

하위 요인으로, 요인 1은 느낌을 잘 알지 못하는 것(difficulty identifying 

feelings)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며,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감정적으로 자극될 때 감정과 신체 감각을 구별하는 능력을 측

정하는 것이다(예, “지금의 감정상태가 어떤지 잘 모를 때가 종종 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느낌(감정)을 느끼고 있다.”). 요인 2는 느낌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

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예, “나의 감정을 남에게 손쉽게

표현할 수 있다.”, “나의 속마음을 친한 친구에게 조차도 말하기가 어렵

다.”). 요인 3은 외부 지향적 사고 유형을 가지는 것(externally oriented 

thinking)으로 외부 지향적 사고를 평가하는 것이다(예, “어떤 문제를 묘사하

기 보다는 분석하는 편이다.”, “영화나 연극의 숨겨진 의미를 생각하면 재미

가 없어진다.”). 이와 같은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Lee et al., 

1996).

감정표현불능증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감정조절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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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감정적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도움을 구하기 위한 언어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감정표현 불능증은 감정 반응의 인지-

경험적 요소와 대인관계 요소를 포괄한다(Kim & Baek, 2014).

정서 인식의 어려움과 정서 표현의 어려움을 보이는 것은 생애 초기 경험한

부적절한 양육과 관련이 있다. 유아기 때 어떤 정서적 충격이나 외상을 입었거

나, 과잉보호적인 양육 태도가 아이의 정서적 요구보다 신체적 요구에 집중되었

으며, 양육자의 정서적 비일관성이나 모순이 불안한 정서적 표현과 감정표현불

능증을 이끌고 초기 유년시절에 정서 발달이 억압당했다고 하였으며 심한 트라

우마, 정신적·신체적 장애, 중독, 외상후스트레스로 인한 충격, 어렸을 때 감정

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탓일 수도 있다(Taylor, 

2000). 즉, 감정표현불능증은 정서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서 인

식의 불명확성이 감정 표현이나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감정표현불능증 증상은 인지, 심상, 그리고 감정 처리에 있어서의 조정과 통

합 능력의 결핍으로 기인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감정 및 신체 감각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수

적이라 하였다(Ham & Kim, 2002).

감정표현불능증과 신체 질환과 정신 질환의 연구에서 방법적으로 적절한 연구

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가장 유의한 연구결과는 감정표현불능증과 본태성 고혈

압의 관계이다. 고혈압 환자 그룹에서 55%에 달하는 감정표현불능증 비율을 발

견하였고(Todarello, Taylor, Parker, & Fanelli, 1995), 그 이후의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군의 남자와 여자에서 각각 57%와 46%의 감정표현불능증 비율을 보

고하였으며 정상 대조군의 18%와 9%보다 유의하게 높은 소견이었다. 이 연구에

서는 고령, 남자, 염분 섭취 과다, 신체 부피 지수, 감정표현불능증 등의 요소

가 서로 독립적으로 고혈압과 관련이 있었다(Jula, Salminen, & Saarijärvi, 

1999).

정신과에 자문 의뢰 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는 감정표현불능증이

정신질환 특히 우울장애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감정표현불능증 척도

항목 중 감정을 인식하고, 기술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 항목이 기분의 변화와 유

의하게 관련이 있었으며, 외향화 된 사고 항목과는 관련이 없었다(Saarijär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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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minen, & Toikka, 2001). 이러한 감정표현불능증은 학대의 병력이나 소아기

의 외상, 분리 불안의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Sequeira & Silva, 

2019).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7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1%

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을 경험하였고 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연관이 있으며

정신질환의 발생과 연관성을 보고하였다(Chung, Allen, & Dennis, 2013).

우울장애 환자 중에서 26.9 ~ 48.5%은 감정표현불능증이었으며, 불안장애 환

자 중에서는 21.5 ~ 37.1%은 감정표현불능증이었다(Leweke, Leichsenring, 

Kruse & Hermes, 2012; Son et al., 2012; Kim & Ryu, 2015). 불안장애와 우울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정표현불능증 하위 요인 중에서 느낌을 잘

알지 못하는 요인은 우울장애 환자에서 더 높았으며, 느낌을 잘 설명하지 못하

는 요인은 우울장애 환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외부 지향적 사고 요인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잘 알지 못하고 설

명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감정적 상태에 대한 반응의 표현으로 보았다. 또한 불

안과 우울 증상이 심할수록 감정표현불능증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

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

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Ryu, 

2015).

비경련성 뇌전증 발작과 경련성 발작의 발생율을 비교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의 발생율은 일반인은 5~14%, 비경련성 뇌전증 발작은 30~90%, 

경련성 발작은 26~76%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에 비해 뇌전증과 비뇌전증 발작을

가진 환자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이 높은 발생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각각 정신과적 문제와 사회심리적 요소들이 중요한 인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다. 또한 감정표현불능증은 불안과 우울과 연관성이 있으며 뇌전증 환자에게

도 감정표현불능증의 영향요인으로 불안과 우울이 있으므로 불안과 우울을 개선

하기 위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재와 정서적 문제들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치료적 중재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었다(Sequeira & Silv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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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전증 환자의 불안과 우울

뇌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뇌전증이 없는 사람보다 불안과 우울의 발병률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불안과 우울이 있는 사람들은 불안이나 우울이 없는

사람들보다 뇌전증으로 고통 받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Kwon & Park, 2014). 

성인 뇌전증 환자의 불안과 우울에 대해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전증

환자의 불안과 우울 정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조

사한 연구에서 뇌전증 환자의 33.3%가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31.6%가 우울을 가

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de Souza & Salgado, 2006). 254명의 뇌전증 환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은 24.4%, 불안은 22.8%의 빈도를 보고 하였고(Tellez-

Zenteno, Patten, Jetté, Williams, & Wiebe, 2007), 5834명의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우울은 18.2%, 불안은 11.1%의 빈도를 보고하였다

(Gaitatzis, Carroll, Majeed, & Sander, 2004). 또한 뇌전증 클리닉을 다니는

환자 중에서 재발하는 발작을 가진 환자는 20-30%, 발작의 완해를 보인 환자는

6-9%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잘 조절되지 않는 발작을 가진 환자들에 있어

서 높은 발생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Jackson & Turkington, 2005).

뇌전증 환자들에게서 불안은 예측할 수 없는 발작의 발생, 일상생활의 제약,

낮은 자존감, 낙인, 사회적 거부반응 등 심리적 반응의 결과로 초래되거나 악화

될 수 있다(Vazquez & Devinsky, 2003). 뇌전증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

어 우울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스트레스와 특유의 취약성은 우울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Hoppe & Elger, 2011).

뇌전증 환자에서 우울과 불안과 같은 정신과적인 문제는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낮추고, 환자의 원활한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사회심리학적

장애 요인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뇌전증 자체에 의한 요인으로 뇌전증의 유병 기간이 길수록 우울이 증가하였고,

직업 상태가 환자의 불안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경련제의

개수와 부작용이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었다(Heo & Park, 2009).

뇌전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우울과 불안은 발작 자체로 인한 증상들에 비해 간

과되기 쉬운데, 이는 환자 자신이 정신과적 증상을 잘 드러내지 않고 우울 및

불안의 양상이 일반인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다르며 이런 정신과적 증상들을 단



- 9 -

순히 질병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하나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Manchanda, 

2002). 그러나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는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서 환자의 원활한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병인을 이해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Gilliam, 

Hecimovic, & Sheline, 2003).

불안과 우울 증상은 뇌전증이라는 질환의 특성 상 복잡한 발병 기전, 약물 작

용 기전, 질환에 대한 부담감 등과 같은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정신적, 심리

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되며, 이에 뇌전증 환자의 불안과 우울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불안 및 우울 증상에 대한 적절한 간호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

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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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성인 뇌전증 환자의 불안과 우울이 감정표현불능증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신경과에서 뇌전증으로 치료받는 만 19

세 이상 성인 환자 중 본 연구에 동의한 환자이다.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 중에서 내원 당시 36시간내 복합부분발작을 한 환자, 

일주일내 전신 발작을 한 환자,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작성하기 어려운 지적

장애 환자,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연구 도중 철회한 경우는 대상자

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

였다(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로 효과 크기는 .15의 중간으로, 유의수준 α는 .05, 통계적 검정력(1-

β)는 0.8, 예측 요인 4개를 기준으로 85명이 산출되었다. 대상자의 탈락률 10%

를 고려하여 95명의 뇌전증 환자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 하였으며

무응답과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총 90부의 뇌전증 대상자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 내용은 일반적 특성 5문항, 감정표현불능

증 20문항, 불안 7문항, 우울 9문항으로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일반적 특성과 질환 관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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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사회경제적 상태를 포함하였다. 질

환 관련 특성으로는 과거와 현재의 정신과 질환 병력, 발작의 시작 연령과 발작

의 횟수, 발작의 양상, 뇌전증 분류(Epilepsy type), 뇌전증 병소의 측위화

(lateralization), 국소화(localization)와 관련된 병력, MRI와 뇌파의 결과, 

항경련제(Antiepileptic Drug, AED)의 약물 개수와 용량을 포함하였다. 

발작의 양상, 병력, MRI와 뇌파의 결과를 토대로 뇌전증의 분류를 특발성 전

신성 뇌전증(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국소성뇌전증(Focal Epilepsy), 

미분류 뇌전증(Unknown Epilepsy)으로 나누어 보았다. 발작의 양상, 병력, MRI

와 뇌파의 결과를 토대로 발작의 분류를 의식이 유지되는 국소성 발작(Focal 

aware seizure), 의식 소실이 동반된 국소성 발작(Focal impaired awareness 

seizure), 전신발작 혹은 국소발작에서 양측성 강직-간대발작으로 진행

(Generalized or focal to bilateral tonic-clonic seizure)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분류방법은 국제 뇌전증 퇴치 기구(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ILAE)의 분류법을 따라 구분하였다 (Fisher et al., 2017; Scheffer 

et al., 2017).

항경련제 사용량(AED Load)는 항경련제 처방된 항경련제 양(Prescribed Daily 

Doses, PDD)을 항경련제의 1일 상용량(Defined Daily Dose, DDD)으로 나눈 값을

모든 항경련제에 대하여 합산한 값이다. DDD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투여

시 하루 평균 상용량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WHO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발표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WHO, 2019).

뇌전증 중증도 측정(Epilepsy severity measurement)을 위해 사용한 뇌전증의

중증도 점수(Composite epilepsy severity score)는 발작의 형태, 횟수, 항경련

제 개수의 3가지 항목에 따라 결정되며 각 0~3점으로 구성되며 총점 범위는 0~9

점이다. 발작의 형태에서 3점은 전신 발작, 2점은 의식소실 동반된 국소 발작 1

점은 의식이 유지되는 국소 발작, 0점은 1년이상 발작이 없는 경우이다. 발작의

횟수는 3점은 매주 또는 매일 발작을 하는 경우, 2점은 매 월마다 하는 경우, 1

점은 1년에 1~11회, 0점은 1년이상 발작이 없는 경우이다. 항경련제 개수에서는

3점은 3가지 이상 복합 요법의 경우, 2점은 2가지 약물, 1점은 단일 요법, 0점

은 약을 먹고 있는 않는 경우이다. 중증도점수의 총점에서 0~2점은 경증(m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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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점은 중등도(moderate), 7~9점은 중증(severe)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뇌전증 심각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Austin, Huster, Dunn, & 

Risinger, 1996).

2) 감정표현불능증

감정표현불능증 증상을 보기 위하여 한국어판 토론토 감정표현불능증 척도

(Toronto Alexithymic Scale-20K, TAS-20K)을 사용하였다(Bagby et al., 1994;  

Lee et al., 1996).

Bagby 등(1994)이 제작한 Toronto Alexithymia Scale-20 (TAS-20)을 Lee 등

(1996)이 번안한 ‘한국판 감정표현불능증 척도(TAS-20K)’를 사용하였으며

University of Toronto의 Graeme J. Taylor로부터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

았다.

한국판 감정표현불능증 척도는 하위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1은

느낌을 잘 알지 못하는 것(difficulty identifying feelings)으로 7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요인 2는 느낌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으로 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 3은 외부 지향적 사고 유형을

가지는 것(externally oriented thinking)으로 8항목으로 구성되어 총 20문항이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아주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까지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표현을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점이 61점 이상인 경우를 감정표현불능증으로 진단하였으며, 51점 이하는

감정표현불능증이 없는 경우로 표시하였다(Parker, Taylor, & Bagby, 1993; Lee 

et al., 1996).

도구개발 시 신뢰도는 .81 ~ .66으로 나타났다(Bagby et al., 1994). 본 연구

에서는 감정표현불능증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요인 1은 .868, 

요인 2은 .635, 요인 3은 .518 으로 측정되었다.

3) 불안과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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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우울을 보기 위하여 환자 건강 질문지와 범불안장애 척도 설문지를 사

용하였다.

범불안장애 척도(the 7-item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cale, GAD-7)은

범불안장애 환자를 선별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 총 7문항을 사용하였다(Spitzer, 

Kroenke, Williams, & Löwe, 2006). 각 문항은 지난 2주간 불안 증상 정도를

‘전혀 방해 받지 않았다’의 0점에서 ‘거의 매일 방해 받았다’의 3점까지 4

점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은 0점에서 21점까지로 되어 있다. 점수

가 높을수록 불안의 심각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 α .89로 보고되었으며, 척도의 총 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를 ‘범불

안장애’로 진단할 경우, 이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89와 .82로 보고

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873 으로 측정되었다.

우울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pitzer등에 의해 개발된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9(PHQ-9)(Kroenke, Spitzer, & Williams, 2001)를 한국어로 표준

화된 PHQ-9 도구를 사용하였다(Choi et al., 2007). 총 9문항으로 구성된 우울

증 선별도구이다. 각 문항은 지난 2주간의 빈도를 기준으로 ‘전혀 방해 받지

않았다’의 0점에서 ‘거의 매일 방해 받았다’의 3점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도

록 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27점까지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6이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 .885 으로 측정되었

다.

4. 자료 수집

연구자가 속한 의료기관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IRB 승인번호: 2019-1496)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서울시 소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과와 간호부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

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

지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신경과 외래를 방문하는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후 수거하였다.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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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회의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설문에 소요시간은 약 20분 소요 되었다. 

일반적 특성의 자료수집은 자가 보고식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질병관련 특성은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을 통해 의

무기록을 확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부족한 자료는 설문 이후 면담을 시행하

였다. 설문지 작성 및 면담 장소는 환자가 외래 방문 또는 뇌파검사를 위해 병

원 방문 시에 환자의 이동경로의 편리함과 면담을 진행함에 있어 방해 받지 않

고 심층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기 위하여 각각 외래, 병동과 검사

실에 위치한 상담실 또는 회의실을 이용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설문지에 연구자의 소개와 연구의 목적을 기술하고, 이에 동의하며 연구 참여

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는 식별 정보의 코드화

또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

지 않으며, 연구 대상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 대상자의 감정표현불능증, 불안, 우

울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연구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감정표현불능증, 불안, 우울

은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 scheffé 사후분석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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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감정표현불능증, 불안, 우울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감정표현불능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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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뇌전증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총 90명의 평균 나이는

38.51±11.42세였으며 남자는 51명(56.7%), 여성은 39명(43.3%)이었다. 대상자

의 직업은 무직이 21명(23.3%), 직업을 가진 사람은 47명(52.2%), 주부 16명

(17.8%), 학생 6명(6.7%)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은 53명(58.9%), 고졸은 31

명(34.4%), 중졸 이하는 6명(6.7%)이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한 자가 응답은

71명(78.9%)이 중산층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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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9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s) 38.51±11.42

≤29 19 (21.1)

30~39 34 (37.8)

40~49 19 (21.1)

50~59 13 (14.4)

≥60 5 (5.6)

Gender Male 51 (56.7)

Female 39 (43.3)

Occupational status No (unemployed) 21 (23.3)

Yes 69 (76.7)

Employed 47 (52.2)

Housewife 16 (17.8)

Student 6 (6.7)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6 (6.7)

High school 31 (34.4)

University 53 (58.9)

Economic status Low 3 (3.3)

Middle 71 (78.9)

High 16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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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군의 질병 관련 특성

뇌전증 환자의 질병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뇌전증 환자의 발작

시작 연령은 평균 21.96±11.52세이며, 뇌전증 유병 기간은 평균 16.56±11.23

년으로 나타났다. 국소성 뇌전증 71명(78.9%), 전신성 뇌전증 15명(16.7%), 분

류되지 않은 경우는 4명(4.4%)이었다. 51명(56.7%)의 환자는 이차성 대발작 또

는 대발작의 형태의 경련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1년간 발작 횟수는 1

년에 1~11회는 45명(50.0%), 1달에 1번이상은 13명(14.4%), 1년간 발작이 없었

던 환자는 32명(35.6%)이었다.

항경련제 단일 요법으로 치료중인 환자는 29명(32.2%), 두 개 이상의 항경련

제를 복용하는 복합 요법으로 치료중인 환자는 61명(67.8%)이었다. 본 연구에서

항경련제 사용량(AED Load) 수치를 구하였을 때, 대상자들은 평균 1.79±1.09으

로 나타났다.

개인별 항경련제 처방 약물을 보았을 때 Levetiracetam 48명(53.3%),

Valproic acid 34명(37.8%), Oxcarbazepine 27명(30.0%), Lamotrigine 20명

(22.2%), Carbamazepine 18명(20.0%)순으로 나타났다. 

뇌전증 중증도 측정(Epilepsy severity measurement)을 위해 사용한 뇌전증의

중증도 점수(Composite epilepsy severity score)는 경증의 점수인 0~2점에 해

당하는 경우는 31명(34.4%), 중등도의 점수인 3~6점은 40명(44.4%), 중증의 점

수인 7~9점은 19명(21.2%)으로 나타났다. 

정신과의 치료 병력이 있는 환자는 10명(11.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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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90)

Variable Categories n (%) or M±SD

Age at seizure onset (ys) 21.96 ±11.52

Duration of epilepsy (ys) 16.56 ±11.23 

Epilepsy type Generalized, idiopathic 15 (16.7)

Focal 71 (78.9)

Unknown 4 (4.4)

Seizure type Focal aware 9 (10.0)

Focal impaired awareness 30 (33.3)

Focal to bilateral tonic-clonic 

seizure or Generalized 

51 (56.7)

Seizure frequency in the

last year

Seizure-free 32 (35.6)

1~11 per year 45 (50.0)

1 or more per month 13 (14.4)

Composite scores of epilepsy 

severity

Mild (0 ~ 2) 31 (34.4)

Moderate (3 ~ 6) 40 (44.4)

Severe (7 ~ 9) 19 (21.2)

AED polytherapy Yes 61 (67.8)

AED load 1.79 ±1.09

Individual AEDs prescribed* Levetiracetam 48 (53.3)

Valproic acid 34 (37.8)

Oxcarbazepine 27 (30.0)

Lamotrigine 20 (22.2)

Carbamazepine 18 (20.0)

Topiramate 15 (16.7)

Others 25 (27.8)

Histories of psychiatric

disorders

Yes 10 (11.1)

AED= antiepileptic drug. *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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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감정표현불능증, 불안, 우울    

대상자 90명의 감정표현불능증 총점은 49.88±11.49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감정표현불능증은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1은 느낌을 잘 알

지 못하는 것(difficulty identifying feelings)으로 15.93±6.77점으로 나타났

으며, 요인 2는 느낌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

으로 12.49±4.20점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3은 외부 지향적 사고 유형을 가지는

것(externally oriented thinking)으로 21.46±3.78점으로 나타났다.

불안은 GAD-7으로 측정하여 평균 4.90±4.46점으로 나타났으며 7점 이상을 불

안으로 보았을 때 24명(26.7%)이었으며, 우울은 PHQ-9으로 측정하여 평균 6.38

±6.01으로 나타났으며 10점 이상을 우울로 보았을 때 19명(21.1%)으로 나타났

다.

감정표현불능증의 총점이 61점 이상의 경우는 감정표현불능증으로 표시하고,

52점에서 60점의 경우는 경계선 감정표현불능증, 51점 이하의 경우는 감정표현

불능증 없는 대상자로 나누어 보았다. 감정표현불능증은 14명(15.6%), 경계선은

24명(26.7%), 감정표현불능증이 없는 대상자는 52명(57.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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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lexithymia, Anxiety, and Depression of Participants              (N=90)

Variable n(%) or M±SD

TAS-20K  49.88±11.49

Difficulties identifying feelings 15.93±6.77

Difficulties describing feelings 12.49±4.20

Externally oriented thinking 21.46±3.78

TAS-20K score categories

No alexithymia ( < 52) 52 (57.7)

Borderline ( 52 ~ 60) 24 (26.7)

Alexithymia ( ≥ 61) 14 (15.6)

GAD-7 score 4.90±4.46

Anxiety ( ≥ 7 ) 24 (26.7)

  No anxiety ( < 7 ) 66 (73.3)

PHQ-9 score 6.38±6.01

Depression ( ≥ 10 ) 19 (21.1)

No depression ( < 10 ) 71 (78.9)

TAS-20K= Korean version of the 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GA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PHQ=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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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감정표현불

능증, 불안, 우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감정표현불능증, 불안, 우울

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4). 각각 감정표현불능증 총점, 요인 1 (느낌을 잘

알지 못하는 것), 요인 2 (느낌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요인 3 (외부 지향

적 사고 유형을 가지는 것)에 따라 차이를 확인하였다.

감정표현불능증 총점은 GAD-7에서 7점이상으로 나타난 불안(t=-4.449,

p<.001), PHQ-9에서 10점이상으로 나타난 우울(t=-6.631, p<.001), 발작 횟수

(F=3.631, p=.031), 뇌전증 중증도 점수(F=-7.236, p<.001), 정신과 병력(t=-

2.025, p=.046), 복합 요법의 항경련제 사용(t=-2.733, p=.008), valproic acid 

복용(t=-2.247, p=.027)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 결과,

발작횟수에서는 월 1회 이상의 발작 발생한 경우가 1년간 발작 소실을 보인경우

보다 감정표현불능증 총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뇌전증 중증도 점수에서는 중증

이 중등도와 경증 점수보다 감정표현불능증 총점이 더 높았다.

감정표현불능증 요인 1 (느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GAD-7에서 7점이상으로

나타난 불안(t=-4.929, p<.001), PHQ-9에서 10점이상으로 나타난 우울(t=-6.068,

p<.001), 발작 횟수(F=6.556, p=.002), 뇌전증 중증도 점수(F=9.150, p<.001),

복합 요법의 항경련제 사용(t=-2.994, p=.004), levetiracetam 복용(t=-2.617,

p=.010), oxcarbazepine 복용(t=-2.142, p=.03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 결과, 발작횟수에서는 월 1회 이상의 발작 발생한 경우가 1년

간 발작 소실을 보인 경우보다 느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높게 나타났다.

뇌전증 중증도 점수에서는 중증이 경증보다 느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높

았다.

감정표현불능증 요인 2 (느낌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GAD-7에서 7점이상

으로 나타난 불안(t=-2.835, p=.008), PHQ-9에서 10점이상으로 나타난 우울(t=-

5.143, p<.001), 뇌전증 중증도 점수(F=5.162, p=.00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 결과, 뇌전증 중증도 점수에서는 중증이 중등도와 경

증보다 느낌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더 높았다.

감정표현불능증 요인 3 (외부 지향적 사고 유형을 가지는 것)은 PHQ-9에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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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상으로 나타난 우울(t=-2.409, p=.018)과 valproic acid 복용(t=-2.390,

p=.01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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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Univariate Analyses showing Variables in Association with the TAS-20K Scores in Patients with Epilepsy             (N=90)

TAS-20K=Korean version of 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DIF=difficulty identifying feelings; DDF=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 EOT=externally oriented thinking; GA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PHQ=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Variable Categories

Total DIF DDF EOT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AD-7 ≥ 7 Yes (n=24) 58.00±12.31 -4.449 21.13±6.85 -4.929 14.75±4.86 -2.835 22.13±4.57 -1.013

No (n=66) 46.92±9.70 (<.001) 14.05±5.70 (<.001) 11.67±3.63 (.008) 21.21±3.46 (.314)

PHQ-9 ≥ 10 Yes (n=19) 62.63±10.41 -6.631 23.00±6.39 -6.068 16.37±3.83 -5.143 23.26±4.43 -2.409

No (n=71) 46.47±9.17 (<.001) 14.04±5.53 (<.001) 11.45±3.67 (<.001) 20.97±3.46 (.018)

Seizure frequency 

in the last year

≥1 per month (n=13)a 55.62±9.51 3.631 19.23±6.82 6.556 14.69±3.97 2.667 21.69±4.46 0.376

1-11 per year (n=45)b 50.84±12.54 (.031) 17.22±6.69 (.002) 12.51±4.61 (.075) 21.11±3.76 (.688)

Seizure-free  (n=32)c 46.19±9.59 a>c 12.78±5.72 a>c 11.56±3.39 21.84±3.59

Composite epilepsy

severity scores

0~2 (n=31)a 45.84±9.54 7.236 12.61±5.74 9.150 11.42±3.34 5.162 21.81±3.65 1.396

3~6 (n=40)b 49.30±11.91 (.001) 16.45±6.18 (<.001) 12.10±4.47 (.008) 20.75±3.72 (.253)

7~9 (n=19)c 57.68±10.04 c>a,b 20.26±7.05 c>a 15.05±4.00 c>a,b 22.3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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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Variable Categories

Total DIF DDF EOT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Histories of psychiatric disorder Yes (n=10) 56.70±14.02 -2.025 19.60±8.41 -1.841 14.50±5.87 -1.186 22.60±1.84 -1.765

No (n=80) 49.03±10.95 (.046) 15.48±6.45 (.069) 12.24±3.92 (.263) 21.31±3.94 (.092)

AED polytherapy Yes (n=61) 52.08±11.28 -2.733 17.34±6.51 -2.994 12.95±4.50 -1.525 21.79±3.60 -1.209

No (n=29) 45.24±10.70 (.008) 13.00±6.43 (.004) 11.52±3.36 (.131) 20.80±4.11 (.230)

Use of levetiracetam Yes (n=48) 51.83±12.21 -1.745 17.63±6.92 -2.617 12.69±4.59 -0.478 21.52±4.07 -0.174

No (n=42) 47.64±10.31 (.084) 14.00±6.11 (.010) 12.26±3.74 (.634) 21.38±3.46 (.862)

Use of valproic acid Yes (n=34) 53.29±10.30 -2.247 17.09±6.34 -1.266 13.56±4.24 -1.912 22.65±3.59 -2.390

No (n=56) 47.80±11.77 (.027) 15.23±7.00 (.209) 11.84±4.08 (.059) 20.73±3.74 (.019)

Use of oxcarbazepine Yes (n=63) 52.44±9.02 -1.394 18.22±5.56 -2.142 12.89±3.82 -0.590 21.33±3.32 0.200

No (n=27) 48.8±12.31 (.167) 14.95±7.04 (.035) 12.32±4.37 (.557) 21.51±4.00 (.842)

TAS-20K=Korean version of 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DIF=difficulty identifying feelings; DDF=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 EOT=externally oriented thinking; AED=antiepileptic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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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감정표현불능증, 불안, 우울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감정표현불능증, 불안,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감정표현불능증은 총점, 요인 1 (느낌을 잘 알지 못하는 것, DIF), 요인 2

(느낌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DDF)과 요인 3 (외부 지향적 사고 유형을 가지

는 것, EOT)으로 나누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뇌전증 환자의 불안과 우울(r=.744, p<.001), 총점(r=.614, p<.001), 요인 1

(r=.622, p<.001), 요인 2 (r=.488, p=.002), 요인 3 (r=.211, p=.046)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뇌전증 환자의 우울과 총점(r=.702, 

p<.001), 요인 1 (r=.661, p<.001), 요인 2 (r=.583, p<.001), 요인 3 (r=.302, 

p=.004)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총점과 요인 1 (r=.899, 

p<.001), 요인 2 (r=.801, p<.001), 요인 3 (r=.542, p<.001)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요인 1 은 요인 2 (r=.631, p<.001)와 요인 3 (r=.241, 

p=.02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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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among Alexithymia, Anxiety, and Depression    (N=90)

Variable
Anxiety Depression

TAS-20K

- Total
DIF DDF EOT

r

(p)

r

(p)

r

(p)

r

(p)

r

(p)

r

(p)

Anxiety 1

Depression
.744

(<.001)
1

TAS-20K

- Total

.614

(<.001)

.702

(<.001)
1

DIF
.622

(<.001)

.661

(<.001)

.899

(<.001)
1

DDF
.488

(.002)

.583

(<.001)

.801

(<.001)

.631

(<.001)
1

EOT
.211

(.046)

.302

(.004)

.542

(<.001)

.241

(.022)

.193

(.068)
1

TAS-20K= Korean version of 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DIF= difficulty 

identifying feelings; DDF= 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 EOT= externally 

oriented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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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자의 감정표현불능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대상자의 감정표현불능증 총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감정표현불능증의 총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감정표현불능증 총점에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던 대상자의 질환 관련 특성 중

월 1회 이상의 발작 횟수, 중증의 뇌전증 중증도 점수, 정신과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복합 요법의 항경련제를 사용한 경우, levetiracetam 복용,

valproic acid 복용, 항경련제 사용량, 불안과 우울을 넣어 단계 선택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발작 횟수와 뇌전증 중증도 점수는 더미 변수로 처리한

후 사용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가까울수록 오차항의 독립성을 의

미하는데, Durbin-Watson 통계량이 1.843으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VIF]) 값이 1.000~1.055로 10이상이

아니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였고, 느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계적으

로 적합하였다(F=28.368, p<.001). 

뇌전증 환자의 총점의 감정표현불능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PHQ 

10점이상의 우울이 있는 경우(β=.519, p<.001), 항경련제 사용량 (β=.255, 

p=.004)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38.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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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fluencing Factors associated with TAS-20K Total Scores in 

Patients with Epilepsy                                              (N=90)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41.996 1.847 22.743 <.001

PHQ-9 score ≥ 10 14.534 2.400 .519 6.056 <.001

Antiepileptic drug load 2.685 0.903 .255 2.974 .004 

F = 28.368 (p <.001), R2=.395, Adj R2=.381

TAS-20K= Korean version of 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PHQ=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SE= standard error; Adj R2= adjusted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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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감정표현불능증 하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감정표현불능증의 하부 요인 1 (느낌을 잘 알지 못하는 것), 요인 2 (느낌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요인 3 (외부 지향적 사고 유형을 가지는 것)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7). 

감정표현불능증 요인 1의 느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

던 대상자의 질환 관련 특성 중 월 1회 이상의 발작 횟수, 중증의 뇌전증 중증

도 점수, 정신과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복합 요법의 항경련제를 사용한 경

우, levetiracetam 복용, valproic acid 복용, oxcarbazepine 복용, 항경련제

사용량, 불안과 우울을 넣어 단계선택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발작 횟

수와 뇌전증 중증도 점수는 더미 변수로 처리한 후 사용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이 2.061으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IF 값이 1.000~1.510로

10이상이 아니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

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였고, 느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였다(F=21.793, p<.001). 느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PHQ 10점이상의 우울이 있는 경우(β=.326, p=.002), 

항경련제 사용량(β=.321, p<.001), GAD 7점이상 불안이 있는 경우(β=.262, 

p=.00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41.2%로 나타났다.

감정표현불능증 요인 2의 느낌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던 대상자의 질환 관련 특성 중 매월 1회 이상의 발작 횟수, 중증의 뇌전증

중증도 점수, valproic acid를 사용하는 경우, 항경련제 사용량, 불안과 우울을

넣어 단계선택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발작 횟수와 뇌전증 중증도 점

수는 더미 변수로 처리한 후 사용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이 1.555으로 자

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IF 값이 1.112~1.414로 10이상이 아니므로 다

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

였고, 느낌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계적으로 적합

하였다(F=10.595, p<.001). 느낌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PHQ 10점이상의 우울이 있는 경우(β=.427, p<.001), 중증도의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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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증 중증도 점수(β=-.002, p=.982), 중증의 뇌전증 중등도 점수 (β=.203, 

p=.067)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4.4%로 나타났다.

감정표현불능증 요인 3의 외부 지향적 사고 유형을 가지는 것에 유의하게 차

이를 보였던 대상자의 질환 관련 특성 중 valproic acid를 사용하는 경우, 항경

련제 사용량, 우울을 넣어 단계선택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Durbin-

Watson 통계량이 2.376으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IF 값이 1.026

로 10이상이 아니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였고, 외부 지향적 사고 유형을 가지는 것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였다(F=5.159, p=.008). 외부 지향적 사고 유형

을 가지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PHQ 10점이상의 우울이 있는 경

우(β=.215, p=.039), valproic acid를 사용하는 경우 (β=.213, p=.041) 순으

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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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nfluencing Factors associated with Subscales of the TAS-20K in 

Patients with Epilepsy                                              (N=90)

Variable B SE β t p

Difficulty identifying feelings (DIF)

Constant 10.166 1.092 9.311 <.001

PHQ-9 score ≥ 10 5.370 1.648 .326 3.259 .002

Antiepileptic drug load 1.992 0.519 .321 3.836 <.001

GAD-7 score ≥ 7 3.988 1.484 .262 2.687 .009

F = 21.793 (p<.001), R2=.432, Adj R2=.412

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 (DDF)

Constant 11.138 .659 16.913 <.001

PHQ-9 score ≥ 10 4.366 0.994 .427 4.392 <.001

Composite epilepsy severity 

score (3~6)

-0.020 0.888 -.002 -0.023 .982

Composite epilepsy severity 

score (7~9)

2.077 1.121 .203 1.853 .067

F = 10.595 (p<.001), R2=.270, Adj R2=.244

Externally oriented thinking (EOT)

Constant 20.414 0.507 40.301 <.001

PHQ-9 score ≥ 10 1.981 0.946 .215 2.094 .039

Use of valproic acid 1.65 0.796 .213 2.073 .041

F = 5.159 (p=.008), R2=.106, Adj R2=.085

TAS-20K= Korean version of 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PHQ=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SE= standard error; Adj R2= adjusted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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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뇌전증 환자의 불안과 우울이 감정표현불능증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감정표현불능증은 우울이 높을수

록, 불안이 높을수록, 항경련제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뇌전증 중증도가 높아질

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뇌전증 환자의 우울은 감정표현불능증 총점, 요인 1, 요인 2, 요

인 3에 모든 항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감정

을 확인하고 감정적으로 자극될 때 감정과 신체감각을 구별하는 능력과 주관적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외부 지향적 사고를 표현하는 능력의 전

분야에서 우울이 높을수록 감정표현의 결핍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감정표현불능증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에서도 감정표현

불능증이 있는 경우에 우울과 정신병적 증상, 공포감의 감정이 관련이 높게 나

타나므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감정의 표현을 위한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Kim et al., 2008). 측두엽 뇌전증 환자들에게 있어서 정신과적 병력이 있

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우울, 불안, 정신병, 인격장애와 같은 다양한 양

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정신과적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삶의 질 저하

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으며 측두엽 뇌전증 환자들이 감정표현불능증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우울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de Barros, Furlan, 

Marques, & de Araújo Filho, 2018)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환자의 불안은 감정표현불능증 요인 1 (느낌을 잘 알지못하는 것)에서만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뇌전증 환자에게 동반되는 정신 증상 중 가장 높

은 빈도로 보이는 것은 우울과 불안이며 뇌전증 관련 요인에 대해서 Jacoby 등

은 발작 빈도가 불안과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Jacoby, Baker, Steen, Potts, & 

Chadwick, 1996). 불안과 관련되는 요소로 발작 빈도, 발작의 유형, 성별을 보

고하였으며(Kimiskidis et al., 2007), 뇌전증의 원인, primidone의 사용, 우울

의 동반 여부가 뇌전증 환자와 불안의 유의한 관련 요인이었다(López-Gómez, 

Espinola, Ramirez-Bermudez, Martinez-Juarez, & Sosa, 2008) 불안의 대표적인

증상인 두려움은 전두엽 뇌전증의 복합부분발작에서 흔한 전조증상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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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호소하는 두려움 등의 불안이 뇌전증과 동반된 정신 증상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뇌전증의 전조 증상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뇌전증 환자의 불

안은 실제보다 낮거나 혹은 높은 빈도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우울과 더불어 환

자의 정신 증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느낌을 잘 알지 못하는 것

을 포함하는 감정표현불능증의 증상은 이러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불안의 정신

증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므로 환자의 불안을 해소

하기위한 전략과 감정표현 증진을 위한 간호 중재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감정표현불능증 증상은 인지, 심상, 그리고 감정 처리에 있어서의 조정과 통

합 능력의 결핍으로 기인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감정 및 신체 감각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수

적이라 하겠다(Ham & Kim, 2002).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불안과 우울

의 감정표현에 대한 인식의 증진과 뇌전증 환자의 중증도 평가와 항경련제 약물

사용량과, 사용 약물의 종류와 그에 따른 부작용과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할 수 있겠다.

뇌전증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항경련제 사용량은 환자의 중증도와 연관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감정표현불능증에 미치는 영향으로 항경련제 사용량은 총점

과 감정과 신체감각을 구별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요인에서, 뇌전증 중증도 점수

는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요인에서, valproic acid 사용은

외부 지향적 사고를 측정하는 요인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경련제 사용량

은 결국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용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발작에 대한 적절한 치

료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항경련제의 사용량은 높아지고 환자의 감정표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의 감정표현불능증의 점수

가 높은 관련성을 보인 연구(de Barros et al., 201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감정표현불능증은 뇌전증 환자의 불안, 우울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뇌전증 환자의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 심리

적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과 비교할 수 있다. 사고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의 환자의 감정표현불능증은 경련과 정

신과적 질환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Chung et al., 2013). 또한 정신과

적 증상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다루는데 있어서 낮은 자기효능감과 연관되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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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표현에 있어서 매우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보고하고 있다.

감정표현불능증 총점의 61점이상을 감정표현불능증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총 14명(15.6%)가 해당되었다. 비경련성발작에서는 36.9%와 뇌전증

환자에서는 28.6%에서 나타난 것보다 적은 수였으나 일반인 대상으로는 14.3%으

로 나타났다(Myers et al., 2013). 본 연구에서도 일반인보다 많은 수에서 나타

나고 있다. 이는 일반인보다 심리사회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뇌전증 환자에서

발생율이 높으므로 감정표현불능증 증상과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의 요인 3 하부 요인의 외부 지향적 사고 유형을

가지는 것은 다른 두 하부 요인에 비해 낮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약점은 이미 감정표현불능증의 TAS-20 도구(Bagby et al., 1994)뿐만 아니라 다

양한 언어로 번역하면서 시행된 많은 타당도 연구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 언어적, 지역적 차이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요인 3의 세부

항목에 포함된 역문항에 대한 반응에 대한 편차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Taylor, Bagby, & Parker, 2003). 더불어 자가 보고식 척도인

감정표현불능증 척도(TAS-20K)로만 환자의 감정표현불능증 정도를 평가하는 것

은 연구의 타당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환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측정할 수 있는 관찰자 감정표현불능증 척도

(Observer Alexithymia Scale)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감정표현불능증 연구의 신

뢰도 및 타당도를 올리는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Haviland, Warren, & 

Riggs, 2000; Kim & Ryu, 2015).

본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 신경과를 내원하는 성인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

로 연구를 일정 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에 동의하는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하여 전체 성인 뇌전증 환자에게 일반화시키기 것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불안

및 우울, 감정표현불능증 이외의 다양한 정신 증상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은 불안과 우울, 감정

표현불능증 간에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감정표현불능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 불안, 항경련제 사용량, 뇌전증 중증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뇌전

증 환자의 감정표현불능의 향상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적, 정서적 지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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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해 우울과 불안, 뇌전증 치료 상황을 고려한 간호중재 전략의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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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뇌전증 환자의 불안, 우울과 감정표현불능증의 관계를 파악하고, 

감정표현불능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불안과 우울의 심리사회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감정표현을 증가키시기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상관관계연구이

다. 서울시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신경과에서 뇌전증으로 치료받는 만 19세 이상

성인 뇌전증 환자 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뇌전증 환자의 감정표현불능증 총점은 49.88±11.49점으로 나타났다. 느낌을

잘 알지 못하는 것(difficulty identifying feelings)은 15.93±6.77점으로 나

타났으며, 느낌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은

12.49±4.20점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지향적 사고 유형을 가지는 것(externally 

oriented thinking)은 21.46±3.78점의 감정표현불능증 하부 요인으로 나타났다. 

감정표현불능증은 14명(15.6%), 감정표현불능증이 없는 대상자는 52명(57.7%)으

로 나타났다.

불안과 우울을 가진 경우는 24명(26.7%)와 19명(21.1%)으로 나타났다. 불안은

GAD-7으로 측정하여 평균 4.90±4.46점으로 나타났으며 7점 이상을 불안으로 보

았을 때 24명(26.7%)이었으며, 우울은 PHQ-9으로 측정하여 평균 6.38±6.01으로

나타났으며 10점 이상을 우울로 보았을 때 19명(21.1%)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감정표현불능증은 우울이 있는 경우와 불안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항경련제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뇌전증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악화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긍정적 감정표현과 불안과 우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뇌전증 질환에 대한 신체적 건강관리와 더불어 감정 및 신체 감각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추후 우울과 불안을 개선시키고 감정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적용하여 감정표현불능증의 개선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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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성인 뇌전증 환자에게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

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2) 뇌전증 환자의 불안과 우울 증상에 중점을 둔 심리적, 정서적 지지 및 관

리를 통해 감정표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안 개발 및 적용이 이

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3) 뇌전증 환자의 감정표현불능의 향상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적, 정서

적 지지 및 관리를 위해 우울과 불안, 뇌전증 치료 상황을 고려한 간호중

재 전략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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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Anxiety and Depression

on Alexithymia in Patients with Epilepsy

Choi, Eun Ju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Directed by Professor

Choi, Hye-Ran, RN, MPH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1) whether alexithymia was more severe in 

patients with epilepsy and 2) which effective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alexithymia independent of patients with epilepsy. 

This cross-sectional correlation study included patients with epileps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25, 2019 to December 31, 

2019 for 90 epilepsy patients at a tertiary hospital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24.0 program.

Alexithymia was assessed us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TAS-20K), which had three subscales: difficulty 

identifying feelings (DIF), 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 (DDF), and 

externally oriented thinking (EOT).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score ≥10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cale-7 (GAD-7) score ≥7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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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ed indicative of the presence of depression and anxiety,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average age of the ninety participants was 38.5 years, and 56.7%

(n=51) of the participants were male. 

2. Alexithymia (TAS-20K total scores ≥61) was noted in 15.6% of 

patients with epilepsy. Anxiety and depression were more frequent 

in patients (26.7% and 21.1%, respectively).

3. There was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otal score of 

TAS-20K and GAD-7≥7 (t=-4.449, p<.001), PHQ-9 ≥10 (F=-6.631, 

p<.001), seizure frequency (F=3.631, p=.031), epilepsy composite 

severity score (F=7.236, p=.001), history of psychiatric disease

(t=-2.025, p=.046), polytherapy of Antiepileptic drug (AED)

treatment (t=-2.733, p=.008), and use of valproic acid (t=-2.247,

p=.027).

4. This model explained 38.1% of the variance in TAS-20K total scores. 

When analyzed according to the epilepsy-related factors, total TAS-

20K was associated with depression (β=.519, p<.001) and AED load

(β=.255, p=.004). 

5. Factors influencing DIF of alexithymia were depression (β=.326, 

p=.002), AED load (β=.321, p<.001) and anxiety (β=.262, p=.009). 

Factors influencing DDF of alexithymia were depression (β=.427, 

p<.001), moderate of epilepsy composite severity score (β=-.002, 

p=.982) and severe of epilepsy composite severity score (β=.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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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67). Factors influencing EOT of alexithymia were depression

(β=.215, p=.039) and use of valproic acid (β=.213, p=.041).

6. Higher AED load, depression, anxiety, and larger number of AED use 

were more associated with alexithymia severity.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alexithymia symptoms increased with 

higher AED load, depression, and anxiety. It is necessary to create the 

proper individual management of epilepsy treatment and self-care programs.

Additionally, the various programs to improve anxiety and depression, 

thinking and identifying feeling of self-images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to control the alexithymia. 

Key word: Epilepsy, Alexithymia, Depression, Anxiety, Antiepileptic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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