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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성인기 정신병리 및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의 차별적 경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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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성인기 정신병리 및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탐색했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외상의 하위유형인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이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대학생 557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 질문지,
정서조절곤란 척도, 단축형 간이정신진단 검사-18,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했
다. 그리고 Berzenski(2019)의 연구를 재연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들은 반응 초점 정서조절곤란과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란으로 분
류됐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 반응 초점 정서조절곤란은 정서적 학대와 정신병리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했고, 정서적 방임과 정신병리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했다.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
절곤란은 정서적 방임과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
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을 논의했다.
주요어 : 아동기 정서적 외상,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정서조절곤란, 정신병리, 대인관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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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대는 환경적인 위협이나 부정적인 반응이

서 론

‘가해지는’ 속성(acts of commission)인 반면, 방임은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보건복지

충분하고 적절한 환경적 자극이나 반응이 ‘부재

부의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르면 2018년 아

한’ 속성(acts of omission)을 가지고 있다(신민정,

동학대 사례 건수는 24,604건으로, 2001년 2,105건

최지영, 2015).

에서 약 11배로 늘어났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을 통칭하는 정서적

건수는 중복학대가 11,792건(47.9%)으로 가장 많았

외상은 신체적 학대보다 성인기의 다양한 심리적

고,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5,862건(23.8%), 신체적

어려움을 강력하게 예측했다(김혜인, 신민섭, 김은

학대 3,436건(14%), 방임 2,604건(10.6%), 성 학대

정, 2012; 문상희, 서수균, 2015). 아동기에 정서적

910건(3.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사

외상을 경험한 경우, 적절한 정서조절능력을 습득

례 중 18,920건(77%)이 부모로부터 발생했다. 이

하지 못해 이후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서를 인식

중 중복학대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표현하는 것에 취약할 수 있다(Kapeleris &

한 정서적 학대는 다른 학대보다 심리적, 정서적

Paivio, 2011). 정서적 외상은 또한 성인기에 이르

문제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

러 낮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부정적 자기인

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김

식 등 내적인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김인혜,

혜인, 신민섭, 김은정, 2012; 문상희, 서수균, 2015;

송현주, 2014), 사회적 기능 손상으로 대인관계에

변은실, 이주영, 2016; 조옥자, 현온강, 2005).

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최나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분류에서도 알 수 있듯

이영호, 2018). 더불어 성인기 우울이나 불안 등의

이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분리되어 별개

정신장애 및 성격장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정서적 방임은 방

밝혀졌다(이나영, 하수홍, 장문선, 2017; Infurna et

임의 하위영역으로 내포되어 그 중요성이 간과되

al., 2016). 특히 우울과 사회성 문제는 아동학대

는 경향이 있었다(Moran et al., 2004). 또한 기존의

피해아동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중요한 징후라고

연구는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의 개념을 통

할 수 있다(장화정, 2004).

합하여 다루거나 정서적 학대를 측정할 때 정서

이처럼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장기적으로 개인

적 방임을 뜻하는 문항을 포함하기도 했다(이지

의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비교

영, 2019). 하지만 여러 이론가들은 세 가지의 학

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신민정, 최지영, 2015;

대(신체적, 정서적, 성)와 두 가지의 방임(신체적,

조은정, 이기학, 2004). 다만 정서적 학대와 정서

정서적)으로 아동학대를 분류하여, 정서적 학대와

적 방임은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 방임이 별개의 개념임을 명시하고 있다

두 영역의 차별화된 영향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

(Lavi et al., 2019). 정서적 학대는 부모가 말로 자

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지만 연구된 바가 극히

녀의 가치감이나 안녕감에 해를 가하거나 치욕적,

드물다. Bernstein(2002)의 이론적 연구에 따르면

모욕적 혹은 위협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고,

정서적 학대는 결함/수치심 도식을 발달시키고,

정서적 방임은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 격려, 친밀

정서적 방임은 사회적 고립 도식을 형성시킨다.

감, 지지와 같은 기본적인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이것은 심리적 증상이 정서적 학대와만 유의한

제공해 주지 않은 것이다(Bernstein et al., 2003).

관련이 있었고, 대인관계 문제가 정서적 방임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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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을 보인 경험적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된 후에도 정신병리나 대인관계 문제와 같은 어

(이유경, 2006).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정서적

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발달 초기 부

학대가 사회적 관계 문제를 예측했고(한수경, 정

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외상

남운, 2014), 정서적 방임이 우울, 불안 등의 정신

이 경험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김은경, 이

병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정

정숙, 2009) 그 과정을 통해서 정서와 관련된 반

아, 정익중, 2014; Kuo et al., 2011). 이와 같이 정

응 패턴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때 부적응적인

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이 서로 다른 영향을 미

반응 패턴은 정서조절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 따

친다는 점은 분명하나,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에는

라서 정서조절 혹은 정서조절곤란은 정서적 외상

관련 연구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한 정서

경험이 정신병리 및 대인관계 문제로 이어지는

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의 차별적 영향은 이론적

경로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정서적 학대와

으로 정립되어 있으나(Bernstein, 2002), 하나의 모

정서적 방임이 이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차

형에서 경험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

별적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다

문에 이들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Berzenski, 2019).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

요구된다.

와 정서적 방임의 차별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

한편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정신병리 및 대인

해 정서조절의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을 반영한 정

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밝히려고 수행

서조절곤란에 주목하여 이 중재변인의 역할을 규

된 연구에서 분노억제, 정서인식의 명확성 등 정

명하고자 한다.

서관련 변인들이 매개변인으로 주목받아왔다(이나

부모의 정서적 학대는 지속적으로 자녀의 정서

영, 하수홍, 장문선, 2017; 홍수연, 이승연, 2013).

를 타당화하지 않음으로써(Schipman et al., 2007),

그 중 Gratz와 Roemer(2004)가 정의한 정서조절곤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하는 다양한 정서조절 기술

란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변인들을 아우르는 개

의 습득을 저해한다(Shields & Ciccheti, 1998). 특히

념으로, 정서적 외상경험과 우울수준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모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김은정, 김진숙, 2008). 또

기술은 자녀에게 부적절한 모델링을 제공하여

한 정서조절곤란은 정신병리를 설명하는 데 핵심

(Morris et al., 2007), 향후 자녀 스스로 정서를 조

적인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보고됐다(Philippot &

절하는 데 어려움을 유발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

Feldman, 2004). 여기서 정서조절이란 정서를 자각

는 만성화된 좌절은 자신의 정서표현이 타인에게

하고 이해하는 능력, 정서를 수용하는 능력, 부정

수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게 할 수 있다. 반

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

면 부모의 정서적 방임은 어떠한 정서조절 기술

고 바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행동하는 능력, 개

도 제공하지 못한다. 이는 자녀가 자신의 정서를

인의 목표와 상황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정서

인식하고 명명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

적 반응을 조절하고 상황에 적절한 정서조절전략

는 법을 배우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황연덕,

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이진숙, 2010). 실제 방임된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Gratz & Roemer, 2004), 정서조절의 실패가 반복될

다른 아이들에 비해 정서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때 정서조절곤란이라고 한다.

(홍수연, 이승연, 2013), 극히 제한된 정서조절 기

아동기에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성인이

술을 사용한다(Hardy, Power, & Jaedicke, 1993).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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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은 정서조절의 여러

(antecedent-focused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으

영역 중 각기 다른 부분에서 결함을 유발하는 것

로 명명했다. 이것은 정서반응이 활성화되기 전

으로 보이고, 이를 검증하는 것은 효과적인 상담

겪는 어려움으로 상황을 선택하고 정서에 주의를

적 개입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기울이며 인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연관

것이다.

된다. 낮은 정서 자각 수준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

정서적 외상의 유형에 따른 상이한 영향력을

를 지속시키고 역기능적인 심리적 증상 등으로

검증하기 위해 Berzenski(2019)의 연구에서는 기존

발현될 수 있다(Saarni, 2000). 또한 정서를 인지하

의 포괄적인 정서조절 개념을 세분화할 것을 제

고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능력의 결함은 손상된

안했다. 다만 정서조절의 다차원적인 개념을 모두

사회기능, 관계왜곡 등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

별개의 보호요인으로 간주하여 접근하는 것은 효

고됐다(Taylor et al., 1999). 이 같이 매개변인으로

율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

주목받고 있는 정서조절곤란을 유목화하여 차별

했다. 이에 이론적인 관점에서 Gross(1998)의 정서

적인 경로를 확인한 경험적 연구결과는 정서적

조절 과정 모델을 채택하여 정서조절의 전반적인

외상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을

구조를 형성하고, 각 구조의 경험적 활용을 위해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이 특정한

Gratz와 Roemer(2004)의 다차원적 요소를 하위요

정서조절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제시했

인으로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Gratz와 Roemer

다. 또한 병렬적으로 제시된 정서조절곤란의 하위

(2004)가 개발한 정서조절곤란 척도의 6개 하위

요인이 유사한 측면으로 수렴되어 정서조절곤란

요인을 2개의 상위개념으로 분류하고, Gross(1998)

의 양상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됐

의 정서조절 과정 모델에서 사용된 명칭을 부여

다. 다만 이러한 접근법이 처음으로 시도됐고, 더

했다. 즉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 중 정서에 대

욱이 국내에서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확

한 비수용성, 목표지향행동 수행어려움, 충동통제

증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곤란, 정서조절전략의 접근 제한, 정서적 명료성

선행연구에서는 정서적 외상이 정서조절과 관

부족을 하나의 상위개념으로 분류했고, ‘반응

련된 변인을 매개로 심리적 어려움에 이르는 경

초점 정서조절곤란 (response-focused difficulties in

향성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그 예로 정서적 학대

emotion regulation)’으로 명명했다. 이는 정서반응

경험은 정서인식의 어려움과 정서표현 억제의 순

이 활성화된 후 적절한 정서조절 전략을 선택하

차적 부분매개를 통해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고 실연하는 것과 관련해서 겪는 어려움을 의미

미쳤고(김혜인, 신민섭, 김은정, 2012), 정서인식

한다. 이때 활성화된 정서반응이 적절하게 조절되

명확성과 정서조절곤란의 부분이중매개를 통해

지 못하면 정서표현이 억압되어 우울 등과 같은

대인관계문제를 나타냈으며(석애란, 김영근, 2018),

정신병리를 유발하거나(김혜인, 신민섭, 김은정,

감정표현불능증을 부분매개로 신체화에 이르렀다

2012; Krause, Mendelson, & Lynch, 2003), 공격성과

(윤선희, 신현균, 2017). 더불어 어린 시절 방임의

같이 외현화된 방식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박

경험은 정서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유발하고

인구, 한기백, 2014). 또한 정서에 대한 주의/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박

각부족, 정서적 명료성 부족을 또 다른 상위개

탈함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억압하여 우울, 불안

념으로 분류했고,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란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고 언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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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황연덕, 이진숙, 2010).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서적 학대는 반응 초점 정서조절곤란을 매개하여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을 혼합하거나 하나의

정신병리 및 대인관계 문제로 이어졌고, 정서적

영역만 선정하여 다루어왔다. 특히 정서적 방임

방임은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대

은 만성적이고 지속적이며 다른 유형에 비해 더

인관계 문제를 나타냈다. 즉 정서적 학대와 정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Daniel,

적 방임의 경험이 상이한 정서조절기제를 거쳐

2000), 실증적인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다른 양상의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한 것으로 보

아동학대의 하위유형인 신체적, 정서적, 성 학대

고됐다. 다만 대부분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 서로 간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 영역의

이루어진 Berzenski(2019)의 연구결과가 상대적으로

특수한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형을

정서표현이 적은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통제해야 하나, 기존의 연구는 이를 반영하지 못

대학생에게도 동일한 결과로 재연될 수 있을지는

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앞서 제시한 연구에서 매

의문으로 남는다. 또한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정

개변인으로 작용한 정서인식 및 정서표현의 어려

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이 정서조절, 정신병리

움, 감정표현불능증 등은 Gratz와 Roemer(2004)가

및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관된 결

제안한 정서조절곤란의 다차원적 개념에 포함되

과를 나타내지 않았고,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

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정

을 2개의 개념으로 수렴한 다른 실증적 연구가

서조절곤란 척도의 하위요인 중 정서에 대한 주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

의/자각은 다른 요인들과 다소 상이한 성격을 띠

인다. Berzenski(2019) 역시 정서적 방임에서 비롯

는 것으로 보고됐다(조용래, 2007). 하지만 선행연

되는 정서적 명료성 부족이 우울과 관련이 있을

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 확인을 제안했다. 이

했거나, 정서조절곤란의 여러 차원 중 단일차원만

와 같은 이유로 이 연구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

을 활용했다.

정서조절곤란 척도의 하위요인을 탐색적으로 분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

석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모형의 적합

여 정서적 외상이 정신병리 및 대인관계 문제에

도를 검증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림 1과 같이 모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심리적 기제를

형 내 개별 직간접경로의 유의도를 모두 탐색한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Berzenski

후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2019)의 연구를 반복연구(replication)하여 정서적

그동안 학대와 방임이 어떠한 기제로 서로 다

학대와 정서적 방임이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반응

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꾸

초점 정서조절곤란과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

준히 제기되어 왔다(김은경, 이정숙, 2009; 신민정,

란을 매개로 정신병리 및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

최지영, 2015). 또한 다양한 유형의 아동학대가 초

을 미치는 구조모형을 설정했다. 이때 정서적 학

래하는 상이한 결과를 다각도로 밝히는 것이 강

대와 정서적 방임의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

조되어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제언들을 경험적으

해 다른 유형의 외상은 통제했다. Berzenski(2019)

로 입증하는 시도가 될 것이며, 기존의 연구와 달

는 어린 시절 경험한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

리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을 하나의 모형 안

의 경험이 성인기의 정신병리 및 대인관계 문제

에서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속성과 차별적 기제를

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검증했다. 그 결과 정

좀 더 세밀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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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외상의 유형에 따라 각

아동기 외상 척도

기 다른 상담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아동기 외상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등(2003)이 개발한 아동기 외상 척도(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를 김은정

과 김진숙(2010)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

방 법

했다. 이 척도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
적 방임, 신체적 방임, 성 학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5문항씩 총 25문항이다. 각 문

연구대상

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항
이 연구는 서울, 대구, 경북 지역 대학에 재학

상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

중인 전문대 및 종합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

록 외상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간주된다. 김은정

다.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 수는 총 557명이었고,

과 김진숙(2010)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

불성실하게 응답한 참여자 43명을 제외한 514명

(Cronbachs α)는 .89이다. 이 연구에서 전체는 .90이

의 결과자료를 분석에 사용했다. 참여자 성별 분

고, 하위요인은 차례로 .80, .81, .93, .63, .90이다.

포는 남자 199명(38.7%), 여자 315명(61.3%)였고,
평균연령은 21.5세(SD=2.23)였다. 학교급별 분포는

정서조절곤란 척도

전문대 160명(31.1%)이고, 종합대 354명(68.9%)이

정서조절곤란을 측정하기 위해 Gratz Roemer

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280(54.5%), 2학년 91명

(2004)가 개발한 정서조절곤란 척도(Difficulties in

(17.7%), 3학년 73명(14.2%), 4학년 70명(13.6%)으로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를 조용래(2007)가

나타났고, 전공별 분포는 인문사회 계열 110명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했다. 이 척도의 하

(21.4%), 자연과학계열 125명(24.3%), 공학계열

위요인은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목표지향행동 수

68명(13.2%),

상경계열

행어려움, 충동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부

63(12.3%)명, 의약계열 112명(21.8%)으로 나타났다.

족,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정서적 명료성 부족

사범계열

36명(7.0%),

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5문항이다. 각 문항은 5
측정도구

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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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

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나

조절이 어려움을 뜻한다. 조용래(2007)의 연구에서

타낸다. 배성만(2015)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2이고, 하위요

도(Cronbachs α)는 .87이고 하위요인은 .67∼.80이

인은 .76∼.89이다. 이 연구에서 전체는 .94이고,

다. 이 연구에서 전체는 .79이고, 하위요인은 차례

하위요인은 차례로 .89, .86, .88, .74, .86, .81이다.

로 .78, .67, .63, .68이다.

단축형 간이정신진단 검사-18

자료분석

다양한 정신병리를 측정하기 위해 Derogatis
(2001)가 개발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 검사-18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및 Mplus

(Brief Sympton Inventory-18: BSI-18)를 박기쁨, 우상

6.1로 분석됐고,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

우와 장문선(2012)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

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와 정

용했다. BSI-18은 Derogatis(2001)가 심리학적 불편

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

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만든 통합시리즈 중에 가

을 실시했다. 둘째, 주요 측정변인들의 신뢰도를

장 간결한 특성을 지닌 검사이다. 이 척도는 정신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했다. 셋

과적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SCL-90_R의 9

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개 하위척도(신체화, 강박증, 대인민감성, 우울, 불

기 위해 Pearson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넷

안, 적개심, 공포, 편집증, 정신증) 중 신체화, 우

째, 정서조절곤란 척도의 하위요인이 상위개념으

울, 불안척도만 포함하고 있고, 각 6문항씩 총 18

로 도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했다. 구

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응답

체적으로 SPSS에서 전체 자료의 108부를 무작

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어려움

위로 추출한 후, 최대우도 추출방식과 쿼티멕

이 있음을 의미한다. 박기쁨, 우상우와 장문선

스(Quartimax) 회전방식으로 분석했다. 다섯째, 연

(2012)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

는 .89이고, 하위요인은 .73∼.81이다. 이 연구에서

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실시했다.

전체는 .91이고, 하위요인은 신체화 .78, 우울 .81,

EFA에서 사용된 108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남은

불안 .83이다.

406부의 자료를 활용했다. SEM은 2단계 접근법으

로 진행했다. 1단계는 EFA로 산출된 정서조절곤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란의 상위개념이 하위 측정변인들로 구인되는지

대인관계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배성만(2015)이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개발한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

Analysis: CFA)을 실시했다. 2단계는 구조모형을 검

도는 관계 형성, 권리나 거부에 대한 의사 표현,

증하여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했다. 검증

타인에 대한 이해과 배려, 자기 개방의 하위요인

결과에서 구조모형이 적합하고 각 경로가 유의한

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6문항이다. 각 문항은 4

경우, 개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

위해 Bootstrapping 방법(Shrout & Bolger, 2002)으로

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고, 응답 결과는 역채점했

원자료로부터 10,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분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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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결과에서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했다(배병
렬, 2016). SEM에서 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

이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

2

수인 χ , SRMR, RMSEA와 증분적합지수인 CFI,

편차, 왜도, 첨도 및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

TLI를 이용하여 평가했다. SRMR 값은 .06이하,

시했다. 측정변인이 정상분포를 이루기 위해서는

CFI, TLI 값은 .9이상 이면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3과 7을 넘지 않아야 한

낸다. 또한 RMSEA 값은 .05이하는 좋은 적합도,

다(문수백, 2009). 따라서 모든 변인들이 정상분포

.08이하는 양호한 적합도, .10이하는 보통 적합도

가정을 충족함을 알 수 있다. 주요 변인 간의 상

에 해당한다(홍세희, 2000).

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대인관
계 문제(r=.058, p=n.s.), 정서조절곤란의 하위변인
인 충동통제곤란과 대인관계 문제(r=.029, p=n.s.)

결 과

를 제외한 모든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변인 간 상관계수(N=514)
1

2

3

4

5

6

7

8

9

10

정서적 외상
1. 정서적 학대

-

2. 정서적 방임

.560**

-

3.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222**

.178**

-

4. 목표지향행동 수행어려움

.257**

.266**

.357**

**

**

**

.631**

**

**

정서조절곤란

5. 충동통제곤란

.336

**

.479

-

6.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부족

.094

.236

.181

.193

.197**

-

7.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326**

.338**

.665**

.639**

.693**

.274**

**

**

**

**

**

**

8. 정서적 명료성 부족

*

.269

-

-

.271

.269

.527

.374

.448

.539

.554**

-

.377**

.345**

.341**

.335**

.442**

.165**

.515**

.435**

**

*

*

**

**

**

증상
9. 정신병리

.058

.218

.099

.113

.029

.348

.184

.234

.155**

-

평균

8.15

9.24

13.17

14.65

13.94

11.97

17.73

11.61

30.17

35.72

표준편차

3.77

4.49

5.26

4.48

5.04

2.91

5.91

3.49

10.79

5.61

왜도

1.31

1.02

0.55

-0.09

0.45

0.00

0.44

0.26

1.26

-0.10

첨도

1.04

0.51

-0.17

-0.46

-0.33

-0.29

-0.40

-0.37

1.41

0.33

10. 대인관계 문제

**

-

*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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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어려움, 충동통제곤란,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
한, 정서적 명료성 부족으로 도출됐다. 이는 ‘반
응 초점 정서조절곤란’으로 명명할 수 있다. 요인

탐색적 요인분석

2는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부족, 정서적 명료성

정서조절곤란 척도의 6개 하위요인이 특정한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사건 초점 정서

영역으로 수렴되어 분류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절곤란’으로 명명할 수 있다. 여기서 정서적 명

EFA를 실시했다. 분석 전 EFA의 적합성을 평가하

료성 부족은 요인 1과 요인 2에서 모두 .3을 초과

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 구형성

하는 요인부하량을 갖기 때문에 교차 부하(cross

검정(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을 확인했다. 연구

loading) 됐다(Costello & Osborne, 2005). 각 측정변

결과 KMO값이 .79로 높아 문항 간에 공통적인

수들이 잠재변수에 대해 가지는 요인부하량은 표

잠재요인이 존재함을 확인했고, Bartlett 구형성 검

2에 제시했다.

정 결과 역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2

다(χ =317.00, df=15, p<.001). 요인의 수는 고유값

측정모형 검증

(eigen value) 1 이상과 스크리 도표(scree graph)를

통해 파악했으며, 설명된 총 분산이 60% 이상이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정서조절곤란의 측정변

되도록 요인을 추출했다. 분석 결과 고유값이 1

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했는지 확

이상인 요인의 수는 2개였고, 스크리 도표 상 급

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검증했다. 측정모형의 교

격하게 꺾이는 부분의 요인의 수 역시 2개로 나

차검증을 위해 EFA에 사용된 자료와 분리된 자료

타났다. 또한 이들 요인에 의한 누적 분산 비율은

를 사용했다. 이때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란의

64.5%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요인의 수는 2개로

측정변인인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부족과 정서적

정했다. 요인별 고유값과 설명력을 살펴보면 요인

명료성 부족은 평균이 매우 유사하고 상관이 높

1은 고유값 3.46, 설명력 46.6%이고, 요인 2는 고

은 바, 두 측정변인의 척도가 유사한 것으로 간주

유값 1.04, 설명력 17.9%이다.

될 수 있다. 또한 두 측정변인은 이론적으로 통합

요인 1은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목표지향행동

되는 개념이므로 동일척도로 가정하여 모형에 포

표 2. 정서조절곤란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요인 2:

반응 초점 정서조절곤란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란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756

.172

목표지향행동 수행어려움

.707

-.061

충동통제곤란

.765

.271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부족

.205

.438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928

.110

정서적 명료성 부족

.488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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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χ2(df)

CFI

TLI

SRMR

RMSEA(90% CI)

측정모형

17.533(df=5, p<.01)

.988

.965

.019

.079(.041 - .120)

표 4.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추정치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1.000

-

.767***

목표지향행동 수행어려움

.779

.068

.705***

충동통제곤란

.779

.077

.625***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1.278

.092

.872***

정서적 명료성 부족

.345

.040

.395***

선행사건 초점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부족

1.000

-

.728***

정서조절곤란

정서적 명료성 부족

1.000

-

.603***

반응 초점
정서조절곤란

***

p<.001

함했고, 두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를 모두 1로 고정

기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성 학대를 정서적

했다.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나 모형이 적

외상의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함께 검증했다. 검증

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표 4에 제시된 측정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5와 같이 도출됐

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표준화된 계수를 기준으

고,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그림 2는 구조모형

로 .395에서 .872사이의 값을 나타냈고, 통계적으

의 표준화 추정치를 나타낸 것으로, 검증한 경로

로 모두 유의했다(p< .001). 따라서 측정모형은 통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만을 표기했다. 정

계적으로 수용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적 학대에서 반응 초점 정서조절곤란으로 가는
경로(β=.201, p<.01)는 유의했으나,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란으로 가는 경로(β=.031, p=n.s.)는 유

구조모형 검증

의하지 않았다. 반면 정서적 방임에서 반응 초점
이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이

정서조절곤란으로 가는 경로(β=.188, p<.01)와 선

반응 초점 정서조절곤란과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

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란으로 가는 경로(β=.243,

절곤란을 매개로 정신병리 및 대인관계 문제로

p<.01)는 모두 유의했다. 아동기 외상의 5개 하위

가는 모든 직간접적 경로를 검증했다. 또한 아동

유형은 서로 상관이 있었으나(p<.001), 신체적 학

표 5. 구조모형의 적합도
구분

χ2(df)

CFI

TLI

SRMR

RMSEA(90% CI)

구조모형

103.215(df=34, p<.001)

.952

.903

.047

.071(.055 -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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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조모형의 경로도
***

**

p<.001; p<.01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추정치임.

표 6. 매개효과 검증 결과
간접효과
경로

표준화 추정치
(95% CI)

Boot SE

정서적 학대 → 반응 초점 정서조절곤란 → 정신병리

.094
(.019 - .169)

.038

정서적 방임 → 반응 초점 정서조절곤란 → 정신병리

.088
(.024 - .151)

.032

정서적 방임 →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란 → 대인관계 문제

.096
(.026 - .167)

.036

대, 신체적 방임, 성 학대에서 2개의 정서조절곤

서적 방임은 대인관계 곤란에 유의한 직접적 영

란으로 가는 모든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응

향을 미쳤다(β=.178, p<.01). 한편 반응 초점 정서

초점 정서조절곤란에서 정신병리로 가는 경로(β

조절곤란과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란의 매개

=.466, p<.001)와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란에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비표준화 계수를 기준으로

서 대인관계 곤란으로 가는 경로(β=.396, p<.001)

표 6에 제시했다.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았

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학대는 정신

으므로 모든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병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고(β=.153, p<.05),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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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한 것이다. 또한 정서적 외상이 다른 유형의

논 의

외상에 비해 장기적인 심리적 손상을 초래하고
이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심각성과

(Egeland, 2009), 더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유발한

그것이 성인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

다는 선행연구(유재학 외, 2009)와 맥을 같이 한

고, 정서적 외상이 정신병리 및 대인관계 문제에

다.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어린 시절 부모와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변인의 역할을 규명하고

의 정서적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된다(Diamond &

자 했다. 또한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

Aspinwall, 2003). 이 과정에서 형성된 정서도식

이 각기 다른 기제로 자녀의 심리적 틀을 형성한

(emotion scheme)은 정서적 경험과 그 의미 기제를

다는 이론적 근거와 아동기 이후 미치는 차별적

유발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단위로, 이후의 경험

영향을 다룬 경험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서조

과 상호작용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Greenberg &

절곤란을 반응 초점 정서조절곤란과 선행사건 초

Paivio, 2019). 즉 정서적 외상은 부모-자녀 간의

점 정서조절곤란으로 분류하여 매개변인으로 선

왜곡된 상호작용으로 일상 속에서 지속적이고

정하고 분석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부정적인 정서도식을 형성

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하고 이후의 삶에서 활성화되어 대인관계 문제

첫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다른 유형의 외상

나 정신병리를 유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체적

을 통제했을 때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정신병리

학대나 성 학대와 달리 관찰이 쉽지 않고(Behl,

및 대인관계 곤란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했다. 이

Conyngham, & May, 2003) 부모 스스로도 유해성을

를 위해 아동기 외상의 하위유형인 정서적 학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 심각성에 비해

신체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 성 학대

개입의 기회가 적다. 이러한 점은 정서적 외상의

를 모두 외생변인으로 투입하여 구조모형을 검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

했고, Berzenski(201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사한다.

학대, 신체적 방임, 성 학대를 공변인으로 처리했

둘째,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이 심리적 문

다. 하위유형은 모두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제로 연결되는 기제를 보다 세밀하게 확인하기

타나, 하나의 학대 유형이 다른 학대 유형과 공존

위해 정서조절곤란 척도를 활용하여 정서조절곤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목할 점은 정서적 학대

란의 하위구조를 탐색했다. 문항수준의 탐색에

와 정서적 방임은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정신병

서는 6개의 하위요인이 도출됐고, 이는 기존의

리 및 대인관계까지 이어지는 모형에서 유의한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와 일치했다(조용래,

경로를 형성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학대 유

2007).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은 정서조절의 다

형들은 연구모형에서 유의한 구조적 관계를 형성

차원적인 측면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미가 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 경

방임을 제외한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성 학

험에 따른 정서조절곤란의 차별적 측면을 확인하

대는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치지

기 위해서 모든 하위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추후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Berzenski(2019)의 연구결과

상담적 활용에 있어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를 지지한다. 이것은 정서적 외상이 다른 유형의

이 때문에 Berzenski(2019)는 하위요인에 대한 위계

외상과 달리 특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

적 구조를 형성하여 정서조절곤란의 직관적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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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모함과 동시에 상위구조에 해당하는 하위요

함되어 교차 부하됐다. 이를 통해 정서적 명료성

인을 포함시켜 구체적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족은 정서반응의 활성화 전과 후에 모두 발생

에 따른 이 연구의 검증결과 정서조절곤란 척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정서조절 과정 전체

의 하위요인인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목표지향행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동 수행어려움, 충동통제곤란, 정서조절전략의 접

과는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도출됐고, 별개의 자료

근 제한, 정서적 명료성 부족, 정서에 대한 주의/

를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교차 검증함

자각부족은 2개의 요인으로 추출했고, 각각 반응

으로써 타당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최종적으로 구

초점 정서조절곤란과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

조방정식 모델에서 정서적 명료성 부족은 두 잠

란으로 명명했다. 구체적으로 정서반응이 활성화

재변인 모두에 유사한 하중을 가했고, 모델은

된 후와 관련된 반응 초점 정서조절곤란에는 정

적절한 것으로 판정됐다. 또한 이것은 Gratz와

서에 대한 비수용성, 목표지향행동 수행어려움,

Roemer(2004)의 이론적 제안과 여러 선행연구들의

충동통제곤란, 정서조절전략의 접근 제한, 정서적

경험적 연구결과(오은혜, 노상선, 조용래, 2009;

명료성 부족이 포함됐고, 정서반응이 활성화되기

Berzenski, 2019)를 뒷받침함으로써, 교차 부하로

전과 관련된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란에는 정

구성된 위계적 구조가 가장 적절한 것임을 입증

서에 대한 주의/자각부족, 정서적 명료성 부족이

했다. 즉 정서적 명료성 부족이 교차 부하된 정서

수렴됐다. 이것은 Berzenski(2019)의 연구결과와 일

조절곤란의 하위요인 구조는 Berzenski(2019)의 연

치하며 Gross(1998)의 정서조절 과정 모형과 부합

구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검증됐고, 이 연구에서

한다.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어 타당성을 증진시켰다. 그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란으로 분류된 정서

리고 국내 선행연구에서 정서조절곤란 척도 하위

에 대한 주의/자각부족과 정서적 명료성 부족은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측정한 결과, 정서에 대

Gratz와 Roemer(2004)의 연구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한 주의/자각부족을 제외한 5개 하위요인들은 서

개념화됐기 때문에 이론적 틀과 경험적 연구결과

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정서에 대한 주

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정서에 대한 주

의/자각부족은 정서적 명료성 부족과만 유의한 상

의/자각부족이 별개로 분류된 것은 다른 하위요인

관을 보였다(오은혜, 노상선, 조용래, 2009). 다시

들에 비해 다소 이질적이라는 연구결과(이지영,

말해 정서조절곤란 척도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2010; 조용래, 2007)와 맥을 같이 한다. 구체적으

를 고려했을 때, 정서적 명료성 부족은 반응 초점

로 정서조절곤란의 6개 하위요인 중 정서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에 속하는 하위요인과 상관이 있었

주의/자각만 특정한 정서조절방략과 상관을 보였

고,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란에 속하는 하위요

다(이지영, 2010). 또한 정서조절곤란 척도의 타당

인과도 연관이 있었다. 이것은 이 연구결과와 부

도 검증을 위해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을 검증했

합한다.

을 때,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부족은 유일하게 상

셋째,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정신병리의 관계

이한 관계패턴을 형성했다(조용래, 2007). 다음으

에서 반응 초점 정서조절곤란의 부분매개효과가

로 정서적 명료성 부족은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

확인됐다. 이는 정서적 학대가 정신병리에 직접적

절곤란에 더 높게 부하됐으나, 반응 초점 정서조

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반응 초점 정서조

절곤란과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란에 모두 포

절곤란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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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Berzenski(2019)의 연구결

생했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 정서적 학대만을 다

과와 일치하고, 직접효과는 Spertus(2003)의 연구와

룬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준 것으

도 부합한다. 신민정과 최지영(2015)은 연구결과를

로 보고됐으나(조은정, 이기학, 2004), 정서적 방임

토대로 학대를 당한 경험이 반응성의 조절 능력

이 함께 투입된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을 손상시켜 부정적인 정서를 더 쉽게 느끼고 공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유경, 2006).

격적인 반응 성향을 보이게 하며 현실감이 저하

넷째,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선행사건 초점 정

되고 혼란스러운 정서를 겪게 하는 반면, 방임을

서조절곤란을 부분매개로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

당한 경험은 능동적인 친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을 미쳤고, 반응 초점 정서조절곤란을 완전매개하

저해하여 위축되고 사회적으로 철수하려는 경향

여 정신병리를 나타냈다. 먼저 선행사건 정서조절

을 높인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학대의 피해자는

곤란이 정서적 방임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를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부정적 정서를

부분매개한 결과는 완전매개를 나타낸 Berzenski

과민하게 발달시키게 되고, 이러한 정서는 조건화

(2019)의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되어 취약한 상황이 되면 반사적으로 활성화됨으

차이점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이유로, Berzenski

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거나 이를 방

(2019)의 연구결과와 달리 이 연구에서 정서적 방

어하기 위해 정서표현을 억제하면서 다양한 병리

임이 반응 초점 정서조절곤란으로 영향이 분산됐

적 증상을 갖게 한다(김은경, 이정숙, 2009; Puetz

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다만 정서적

et al., 2019). 따라서 내담자가 활성화된 정서반응

방임이 대인관계 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결과

을 충동적이거나 불분명하게 표출하지 않고 적절

는 선행연구(김은석, 이지연, 2018)와 일치한다.

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은 중요한 지

언어를 배우기 전 유아가 자신의 신체와 표정을

점이 된다. 특히 반응 초점 정서조절곤란의 하위

통해 감정을 드러낼 때, 부모가 적절하게 반응해

요인 중 정서조절전략의 접근 제한, 즉 상황에 맞

주는 것은 유아의 정서조절 학습에 매우 중요하

게 정서조절전략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능력이

다. 즉 유아는 자신의 감각에 맞는 부모의 정서

부족함을 뜻하는 하위요인이 정신병리와 가장 높

적 반영(mirroring)과 티가 나는 수반성(marked

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정서적 학대로 인한 정신

contingency)을 통해 정서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병리를 호소하는 내담자를 위한 상담 개입에서

(Bateman & Fonagy, 2012). 하지만 반복되는 정서

치료자가 주목해야 할 요인을 제시한다.

적 방임을 겪은 유아는 자신의 감정이 타인에 의

한편 정서적 학대는 대인관계 문제로 가는 어

해 되돌려 받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떤 경로에서도 유의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것은

정서적 학대를 겪은 사람은 비록 편향될 수 있으

Berzenski(2019)의 연구에서 반응 초점 정서조절곤

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반면(Belsky, Schlomer,

란을 매개로 대인관계 문제까지 이어진 결과와

Ellis, 2012), 정서적 방임을 겪은 사람은 정서에

다른 점이다. 이는 정서적 학대가 대인관계 문제

대한 주의와 자각 자체가 부족한 결과를 초래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 선

다. 또한 이것은 정서를 명명하는 과정에도 영향

행연구들(석애란, 김영근, 2018; 이유경, 2006)과

을 미쳐, 정서의 명료화를 어렵게 한다. 이와 같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차이의 한 가지 가능성은

은 기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서를 인식

정서적 방임을 함께 고려했을 때 상호효과가 발

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저해하여 냉정하고 거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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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성격특질을 형성함으로써(Vanheule et al.,

와 감소를 보인다(Morris & Dolan, 2004). 이를 통

2007)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조

해 학대와 방임의 경험은 모두 정서의 반응 영역

옥자, 현온강, 2005).

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Berzenski

한편, 반응 초점 정서조절곤란이 정서적 방임

(2019)의 연구결과와 달리 정서적 방임이 반응 초

과 정신병리의 관계를 완전매개한 것은 Berzenski

점 정서조절곤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

(2019)의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결과이다. 그러

론해볼 수 있다. 또한 학대의 경험과 다르게 방임

나 Berzenski(2019)는 정서적 방임으로 인한 정서적

의 경험은 정서와 관련된 인지 능력, 연관성 학습

명료성 부족이 청소년기의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

및 실행 기능을 포함한 영역 전반에 광범위하고

는 선행연구(Jessar et al., 2017)를 근거로 후속 연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됐다(Puetz et al.,

구에서 이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2019). 이는 정서적 방임을 경험한 내담자의 경우

연구에서 정서적 방임이 정신병리로 연결된 결과

보다 광범위한 정서조절곤란을 겪을 수 있고, 호

는 Berzenski(2019)의 제언을 확인한 것으로 추후

소하는 문제에 따라 내담자가 각기 다른 영역의

종단연구를 통해 명확히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조절곤란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또한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방임이 우울, 불안 등

각 경로의 표준화 추정치를 비교했을 때, 정서적

의 심리적 어려움을 예측한다는 기존연구(유재학

방임은 반응 초점 정서조절곤란보다 선행사건 초

외, 2009; 유정아, 정익중, 2014)를 일부 지지한다.

점 정서조절곤란을 더 강하게 설명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정서적 방임은 두 영역의 정서조절곤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란에 영향을 미쳤고, 그 영역에 따라 각기 다른

정도와 정서를 명료화하는 경향성을 주의 깊게

심리적 어려움을 예측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관찰해야 할 것이다.

방임이 정서의 인지적 영역과 반응적 영역 모두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제 상담적 개입에

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Puetz 외(2019)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의 연구를 토대로 그 근거를 유추할 수 있다.

학대 유형 중 정서적 외상만 정서조절곤란을 매

Puetz 등(2019)은 학대만 경험한 집단과 방임만 경

개로 대인관계 및 정신병리에 영향을 준 결과는,

험한 집단을 분류하고 위협적인 얼굴표정에 대한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내담자를 조력할 때 차별

뇌신경 반응을 관찰했다. 그 결과 학대만 경험한

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동기 정서적 외

집단은 복측 편도체(ventral amygdala)에서 높은 국

상은 과거에 발생한 불가역적인 요인으로 상담에

소적 위협 반응성과 관련이 있었고, 방임만 경험

서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서적 외

한 집단은 배측 편도체(dorsal amygdala)와 더불어

상을 경험한 내담자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우

복잡한 사회적 및 인지적 처리를 지원하는 대뇌

울, 불안, 신체화 등을 호소한다면 정서조절의 어

피질 전두엽-두정엽 신경망(cortical fronto-parietal

려움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통해 문제를

network)의 높은 반응성과 연관이 있었다. 편도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서적 외상

는 정서적 반응과 관련된 영역으로 복측 편도체

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이 각

에서는 한번 조건화된 공포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 다른 기제를 통해 증상에 다다른 결과는 상담

활성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배측 편도체

장면에서 정서적 외상의 유형에 따라 내담자가

에서는 공포의 획득과 소거 시 빠른 활성도 증가

겪은 양육 환경과 어려움을 달리 이해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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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그러한 이해의 과정은 내

또한 상담 장면에서 호흡법이나 이완법 등을 연

담자를 더 깊이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습하는 것은 스스로 정서를 통제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부모교육을 통해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처럼 정신병리를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 역시 반복적이고 장

호소하는 내담자를 상담할 때 그들이 겪은 정서

기화될 경우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위협을 가할

적 학대나 정신병리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준다면 예방적 차원

반응 초점 정서조절곤란의 유무를 먼저 평가하고

에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에 맞는 개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둘째, 정서조절곤란 척도의 하위 6개 변인을 2

것이다. 특히 정서조절전략의 접근 제한이 정신병

개의 상위개념으로 도출한 것은 정서적 학대와

리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서적 방임의 차별적 경로를 풍부하게 파악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또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 겪는 정서조절곤란이 어떠한 양상을 지니고

넷째, 정서적 방임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를

있는지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령 정서조

선행사건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한다는 결과는 정

절곤란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세부적으로 확인하

서적 방임과 정서적 학대의 차별적 영향에 주목

는 것보다 2개의 개념으로 구분하는 경우, 직관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정서적 방임을 겪은

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손재민,

내담자의 대인관계 곤란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2005). 이는 효과적인 치료적 접근을 예상하는 데

위해서는 선행사건 초점 정서조절곤란을 비중 있

도움이 되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치료의 목표와

게 다루는 작업이 효과적일 것이다. 내담자가 선

방향을 합의해 가는 과정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

행사건 중심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음

다.

과 같은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지영(2010)

셋째, 정서적 학대와 정신병리의 관계를 반응

의 연구 결과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부족은 마음

초점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한다는 결과는 상담적

챙김 주의 자각척도와 상관을 보였다. 마음챙김은

개입의 방향을 제시한다. 즉 내담자가 어린 시절

알아차림의 양식으로, 현재 순간의 경험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겪었다 할지라도 반응 중심 정서

알아차림을 가능케하는 주의의 자기조절이 핵심

조절 곤란을 개선하는 데 개입할 수 있다면 정신

이다(권선중, 김교헌, 2007). 따라서 마음챙김을 유

병리를 극복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발하기 위한 마음챙김 명상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 내담자가 반응 중심 정서조절과 관련하여 어

정서적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도움이 될 것

려움을 겪는다면 이에 대한 다양한 치료적 접근

이다. 또한 포커싱 집단체험 프로그램이 정서조절

을 활용할 수 있다. 정서조절의 핵심은 정서적 체

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주영, 주은

험을 수용하고 정서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선, 2017). 포커싱은 정서적 치유를 위해 몸의 감

(Greenberg & Paivio, 2019). 즉 불쾌한 감정을 그대

각에 집중함으로써 몸이 느끼는 것을 있는 그대

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정서 수용하기’와 감정의

로 느끼며 알아차리는 자기알아차림(self-awareness)

원인을 이해하고 대안적으로 생각하는 ‘능동적으

과정이다(주은선 외, 2011). 이러한 과정에서 일

로 생각하기’ 전략과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행동

어나는 경험을 언어로 상징화하는 것은 선행사

을 취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이지영, 2010).

건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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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다. 더불어 정서적 방임의 경험이 정신병리

관계 유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적게

로 이어질 때 반응 초점 정서조절곤란이 완전매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리, 이동귀, 2010).

개한다는 것은 동일한 정서적 경험일지라도 상

다만 대인관계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담 장면에서 호소하는 문제에 따라 정서조절에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한다면 정서적 외상의 유형

대한 개입 방안이 상이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에 따른 대인관계 어려움의 양상을 풍부하게 제

어린 시절 정서적 방임을 경험한 내담자가 정신

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연구의 모든 자료

병리를 호소하는 경우 병리의 원인을 파악함에

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로 수집됐다. 따라서 도구

있어 반응 중심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간과해서는

의 특성 상 연구 참여자들이 방어적인 태도로 응

안 된다. 즉 치료적 시점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답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

반응의 문제를 탐색하고 내담자가 처한 상황에

향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

적합한 정서조절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임상적인 면담을 포함하여

이러한 접근은 정신병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

될 것이다.

연구는 횡단적 연구를 바탕으로 모든 변인을 동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시에 측정하여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했으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정서적 학대와

므로, 연구 모형의 확정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정서적 방임의 평균은 임상집단의 점수 범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를 통한 후속연

(Bernstein et al., 2003)보다 낮은 점수이다. 이처럼

구가 필요하다.

연구대상은 강도 높은 정서적 외상을 지속적으로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경험한 임상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같은 의의를 갖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

정서적 외상의 심리사회적 증상에 대해 충분한

상의 하위 유형 중 정서적 외상의 차별적인 영향

설명력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

력을 확인했고, 정서적 외상의 하위유형에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임상집

다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나아가

단을 대상으로 연구모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

정서조절곤란을 2개의 영역으로 탐색한 후, 정서

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정서적 외상과 정신병리

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이 정신병리 및 대인관계

및 대인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모형을 설정했다.

곤란에 미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경로를 검증

정서적 외상은 성격장애와 같이 다양한 후유증을

했다. 국내에서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을 동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므로, 이들과의 관련성을

시에 고려하여 그 차이를 다룬 연구가 없는 바,

추가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이 연구는 그 필요성을 제안한 측면에서 의미가

방임의 차이를 확장적으로 규명하는 데 도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을

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문제를

겪은 개인이 이후 정신병리 및 대인관계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사용했다.

호소할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상담적 접근법의 방

이는 Berzenski(2019)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와 유

향성을 제시했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사성을 확보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
함이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은
대인관계 문제와 부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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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Abuse and Emotional Neg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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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role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psychopathology and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college students. In particular,
this study aimed to test how emotional abuse and emotional neglect, which are subtypes of emotional trauma,
have different effect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to a sample of 557 university students using
measures of Childhood Trauma, DER, Simplified Mental Diagnosis-18, Interpersonal Competency Scale. This study
attempted to replicate Berzenski’ s study using Structual Equation Model(SEM). The factors of the DER scale
were grouped into response-focused DER and antecedent-focused DER. SEM results showed that response-focused
DER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buse and psychopathology, and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neglect and psychopathology. Antecedent-focused DER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neglect and interpersonal problem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ldhood emotional trauma, emotional abuse, emotional neglect,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psychopathology,
interperson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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