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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비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침습적 반추와 성찰적 반추의 이중매개효과와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윤   미   연**

광주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자기-자비의 영향을 밝히기 위해 외상 후 스트레스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성찰적 반추의 매개효과 및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경상, 충청도 등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외상경험 

질문지, 한국판 사건충격 척도,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 외상 후 성장 척도, 한국판 자기-

자비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고, 외상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응답한 622명의 자

료를 SPSS 21.0, PROCESS macro Model 6, Mplus 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상 스

트레스는 침습적 반추와 성찰적 반추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경로가 

검증되었고, 자기-자비(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 scn)는 성찰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에 영

향을 미쳐 외상 후 성장 전체 경로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실제 외

상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했다는 것, 그리고 외상 스트레

스에 대한 대처에서 자기-자비의 적용은 부정적 구성개념인 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에 대

한 반응성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자기-자

비는 기존 이론과 달리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의 2차원 구성개념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그 밖에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외상 후 성장, 침습  반추, 성찰  반추, 자기-자비, 이 매개, 조 된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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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 사회에서 외상(trauma)은 이제 낯선 단

어가 아니다.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겪는 

인간관계에서의 외상뿐만 아니라, 지구공동체

의 위기로 나타난 최근의 코로나 감염병 같은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게 

경험하는 외상도 있다. 그만큼 외상이 우리 

삶에서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일상사가 되었

다는 의미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의 87%, 한국인의 

71.9%가 일생에서 한 번 이상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외상사건을 경험하며(서영석, 조

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Cusack, Grubaugh, 

Knapp, & Frueh, 2006)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평생 유병

률은 미국인 7.8%, 한국인 4.71%인 것으로 보

고되었다(은헌정 등, 2005).게다가 단일 외상이 

아니라 여러 차례 외상을 경험하는 복합외상

(Breslau, Davis, Andreski, & Peterson, 1991)은 

PTSD 발현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든다(Allen, 

2005). 실제로 일생을 살면서 외상에 노출될 

확률과 PTSD의 평생 유병률을 감안해 보면, 

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

는 건강한 내적 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DSM 5에서 PTSD의 주요 증상은 외상사건

과 관련된 반복적인 고통스러운 침습적 회상, 

외상 관련 자극에 대한 회피, 외상사건에 대

한 부정적 인지와 감정, 과각성․과반응성 등

을 특징으로 한다(APA, 2015). DSM 5(2015)에

서 규정하는 외상사건은 실제적이든 위협적이

든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성적 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등 타

인에게 일어난 것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것을 

포함하여 혐오스러운 세부내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하

지만 이 기준은 외상 이후의 병리적 모델인 

PTSD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위기나 역경과 같은 형태의 외상과 

그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

로 보기는 어렵다(서영석 외, 2012). PTSD는 

외상사건 자체가 원인이 되지만, 외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외상 후 스트레스의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작용한다(Brewin, Andrews, & 

Valentine, 2000). 

  Tedecshi와 Calhoun(2004)은 외상 개념을 자신

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뒤흔들린다고 여겨질 

정도의 삶의 위기 사건으로서,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야기하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 정

의하였다. 즉 외상의 객관적 사건 경험(외상사

건 자체의 특성)보다 외상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초점이 있다. 외상을 경험했

다 하더라도 세상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신념,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Janoff- 

Bulman, 1992)은 외상 이후 스트레스 증상이 

만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외상 스트레

스의 고통에 맞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적응적

인 대안적 신념을 구축하는 과정은 외상으로

부터의 회복을 넘어 인생의 긍정적인 전환점

이 되어 비록 힘들었지만 성장했다고 여길 수

도 있다(Calhoun, & Tedeschi, 2015). 이런 긍정

적인 변화는 외상 이전으로의 회복 수준을 넘

어선 삶에 대한 지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며

(Zoellner & Maercker, 2006), Calhoun과 Tedecshi 

(2015)는 이를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PTG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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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삶에서 예기치 않게, 누구나 경험할 수밖

에 없는 외상 이후의 삶의 변화를 수용하고 

내적 가치를 발견하며 개인의 성장 지향성

을 지지하고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Calhoun & Tedeschi, 2000). 그렇다면 삶의 위기

나 시련을 거름 삼아 정신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인간 내면의 특수한 힘은 무엇인가?

  Tedecshi 와 Calhoun(1996)이 밝힌 외상 후 성

장 과정의 중요한 요인은 반추에 의한 인지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개인

이 외상을 경험하게 되면 이전까지의 삶의 방

식이나 패턴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무기력감

과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개인의 가치, 

삶의 목표, 신념체계, 그리고 정서적 고통을 

다루는 능력에 대한 기존의 도식, 즉 핵심신

념(core belief)이 붕괴된다. 이렇게 되면 개인

의 내적 특성 및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고

통스러운 정서에 대처하고, 붕괴된 인지적 스

키마를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 외상과 관련된 

침습적 기억을 다루는 초인지적 과정을(meta- 

cognitive process) 촉발시키게 된다(이양자, 정남

운, 2008). 초기에는 자동적이고 침습적인 형

태로 외상사건과 관련된 주제에 몰두하며 강

박적으로 곱씹어 생각하는 반추로, 이 과정은 

이전의 도식을 재건하려는 시도로서, 자연스

러운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며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 초기 반추를 통해 불

가능한 목표에 대한 단념이나 정서적 고통의 

감소가 일어나면 반추의 성격이 좀 더 의도적

(deliberate)이고 성찰적(reflective)인 사고로 변

한다. 외상이 인생에 미친 영향에 대해 숙고

하는 이러한 인지과정은 외상 경험 이후의 

성장 가능성에 특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한다

(Cann, Calhiou, Tedeschi, Triplett, Vishnevsky, & 

Lindstrom, 2011; Stockton, Hunt, & Joseph, 

2011). 성찰적 반추는 내적 경험에 대한 메타-

인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에 과

도하게 몰두하지 않고 경험에 대해 의미 있게 

재해석 해낼 수 있게 된다(Cann, et al., 2011; 

곽아름, 2015; 박애실, 2016, 엄미선, 2014; 양

귀화, 김종남, 2014). 이렇게 보면 침습적 반추

는 성찰적 반추의 촉매제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반추는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개념으로 연구되었고, 자동적이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인지적 활동으로 정의한다(Harrington 

& Blankenship, 2002). 그러나 PTG 이론에서는 

외상 경험이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인지과정으로 개념화된다(Calhoun & Tedecshi, 

2000, 2006). 다른 연구자도 반추가 문제해결방

식에 기여하는 특성이 있고(Martin & Tesser, 

1996), 과거 경험에 대해 ‘brooding(침울한)’한 

반추와 ‘reflective(성찰적)’인 반추로 구분하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도식을 새롭게 

구성하는 인지적 처리 과정으로 적응적인 기

능에 초점을 두는 견해도 있다(Nolen-Hoeskema 

& Davis, 2004). Caver와 Scheier(1998)는 자기조

절을 효과적으로 돕고, 자기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슬프지만 현명해지는 

현상’이라고 했다(Trapnell & Campbell, 1999).

  외상에 대처한 결과로서 긍정적 변화는 세 

가지 영역에서 자기 변형적 수준의 성장이 일

어난다(Calhoun & Tedecshi, 2015). 첫째, 자기 

및 세상에 대한 지각의 변화로, 외상을 이겨

내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강점과 삶

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을 더욱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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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대인관

계에서의 변화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

면서 관계가 깊어지고, 더불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에 대한 연민(compassion)이 

더 커지는 경험을 말한다(Bauwens & Tosone, 

2010). 셋째, 인생관의 변화로, 삶의 우선순위

가 바뀌고, 삶의 소소한 일상의 의미가 커지

며, 실존적․영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PTG의 중요한 예측 변인인 인지 과정, 즉 

침습적 반추와 성찰적 반추를 통한 성장을 위

해서는 우선 침습적 반추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침습적 반추가 주는 부정적인 인지와 

정서 등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

정, 동기와 행동에 대해 한걸음 물러서서 숙

고하는 성찰적 반추의 힘을 키워야 한다. 즉 

반복되는 비효율적인 고정된 도식과 패턴에서 

떨어져서 의도적으로 주의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문현미, 2005). 이 원리는 정서나 인

지 등 사적 경험의 내용에 대해 다르게 변화

시키려는 노력을 중지하고 원치 않는 것도 있

는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이다(Teasdale et al., 

2000). 특히 침습적 반추 동안에 일어나는 부

정적인 인지와 정서의 경험을 필수적인 측면

으로 보고, 이를 판단․평가나 유지․제거의 

노력 없이 내적인 경험에 대해 저항하거나 방

어하지 않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수용하는 것

이다(Linehan, 1994; Hayes, Strosahl, & Wilson, 

1999). PTG 연구에서 성찰적 반추 및 성장에 

관여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심리적 수용(한은

애, 2015), 적응적 인지(박애실, 2016), 영성(박

혜원, 2016), 낙관성(유란경, 2012; 양귀화, 김

종남, 2014), 사회적 지지(Tedecshi & Calhoun, 

1996)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변인들은 일관

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고, 인지적 측면으로만 

연구되었으며, 외상 경험 이후 자기 변형적 

수준의 성장을 다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self-compassion)를 반

추 및 외상 후 성장 경로를 조절하는 변인으

로 가정하였다. 심리학에서 자기자비 개념은 

마음의 독특한 성향으로서 삶의 문제를 다루

는 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보

며, 부정적인 감정을 온정적으로 자각하여 의

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서조절전략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Neff, 2009). 

  자기자비에 대해 Neff(2003a, 2003b)는 ‘자

신의 고통을 피하거나 단절하지 않으면서 고

통을 경감시키고 친절함으로 스스로를 치유

하려는 소망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Gilbert와 Proctert(2006)는 ‘자신과 타인의 고통

에 비방어적, 비판단적인 개방적인 상태로서 

고통에 대한 인지적 이해와 고통을 경감시

키기 위한 동기와 행동’으로 정의한다. 자기

자비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는데(Neff, 

2003b), 첫째, 자기친절 요소로서 고통이나 지

각된 자기 부적절감의 순간에도 자신을 비난

하거나 비판하기보다 보살피고 이해하며 무조

건인 수용을 하는 것이다. 둘째, 고통과 실패

는 인간 경험의 보편적 속성으로서, 부정적인 

경험을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고

립감, 외로움, 단절감을 느끼는 대신에 취약성

과 고통을 인간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이다(Neff, 2003a). 그럴 때 자신의 경험을 객관

화할 수 있다(Neff, 2011). 셋째, 고통스러운 생

각과 감정을 과장하여 자기 동정(self-pity)에 빠

지지 않고 직면하여, 자신의 감정에 대한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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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에서 가정한 연구 모형

형 잡힌 관찰과 자각을 의미하는 마음챙김의 

요소다. 마음챙김은 신체감각, 감정, 생각, 외

부자극 등에 유연하게 주의를 두어 부정적인 

사고로부터 거리를 두게 할 뿐만 아니라, 현

재 경험을 충분히 살필 수 있는 심리적 여유

를 준다(Baer, 2010; Shapiro, Carlson, Astin, & 

Freedman, 2006). 이는 자신의 고통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는 것으로 과잉동일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Neff, 2003b). 

  자기자비는 자아 위협에 직면할 경우 불안

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며,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Leary, Tate, Adams, Allen, & Hancock, 

2007). 같은 연구에서 자기자비는 사람들이 혐

오적인 사건 및 부정적인 대인관계 피드백 또

는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을 회상할 때, 정서

적 균형감을 갖도록 하며, 외상 경험 후 회복

을 촉진시키며, 외상 후 스트레스의 심각도를 

줄인다고 했다(Foa & Kozak, 1986). 외상 생존

자에 대한 자비 연구 결과는, 자기자비가 심

리적 안녕감을 촉진시키고(Neff, 2003a; Neff, 

2003b; Leary et al., 2007), 삶의 만족(Neff, 

2003a), 행복 및 긍정적 감정(Neff, Rude, & 

Kirkpatrick, 2007), 사회적 관계(Neff, McGehee, 

2010)를 향상시키며, 긍정적인 대처 기술(Neff, 

Hseih, & Dejitterat, 2005)과 부정적인 정서 상

태를 복구하는 능력(Neely, Schallert, Mohammed, 

Roberts, & Chen, 2009)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

한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보면, 자기자비는 외

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 경험이 부정적인 

인지로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통 속에서

도 의미를 발견하게 하며, 외상으로 인한 자

아 위협적인 상황에서 보호적인 기능과 성장

적인 기능 모두에 작용하여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Zoellner와 

Maercker(2006)는 외상 후 성장은 삶에서 안녕

감, 정서적 고통의 수준의 완화, 또는 심리적 

건강의 영역에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했는데, 자기자비는 외상 후 성장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외상 후 스트레스가 침습적 

반추와 성찰적 반추를 매개로 하여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매개효과가 자기자비에 의해 

조절된다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연구과제로 설

정하였고,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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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유형　 빈도 비율

비대인관계

외상

가까운 사람의 사망 139 22.3

은퇴, 실직(구직실패, 해고 등) 102 16.4

가족 및 가까운 지인의 사고 및 질병 70 11.3

학업 및 과업 문제(낙방, 실패, 좌절 등) 44 7.1

본인의 심각한 질병(암, 수술, 기타 질환) 43 6.9

본인의 사고 및  상해(교통사고, 화재, 폭발, 산업재해 등) 36 5.8

재정적 어려움(부도, 파산, 신용불량 등) 27 4.3

자연재해(홍수,  지진, 폭설 등) 10 1.6

471 75.7

대인관계

외상

배신 충격(거짓말, 외도, 사기 등) 41 6.6

이혼/별거(본인 및 부모), 가족 갈등 31 5.0

적응의  어려움(학교, 사회, 군대에서의 소외, 따돌림 등) 20 3.2

대인관계  파탄(이별, 실연, 절교 등) 20 3.2

성추행 및  성폭력 14 2.3

범죄피해(폭력,  구타, 강도 등) 10 1.6

어린 시절 학대 3 0.5

139 22.4

            기타 12 1.9

622 100.0

표 1. 외상사건의 유형                                                                        (N=622)

방  법

연구 상

  서울, 경기, 충청,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688부 중에서 외상 경험이 없거나 외상사건 

당시의 고통의 심각도를 묻는 문항에서 4점 

이하에 응답한(총 7점 척도: ‘1점-전혀 고통스

럽지 않았다’에서 7점-매우 고통스러웠다) 참

여자를 제외한 총 622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한 가지 이상의 외상을 경험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가정에 큰 충격을 받았

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288명

(46.3%), 여자 332명(53.4%)이고, 연령별로는 40

대가 213명(3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평

균 연령은 39.87세(SD=12.56)였다. 결혼 상태

는 기혼 407명(65.4%), 미혼 192명(30.9%), 이혼 

12명(1.9%), 사별 10명(1.6%), 무응답 1명(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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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분포는 학생 99명(15.9), 

사무직 95명(15.3%), 생산직 89명(14.3%), 전문

직 87명(14.0%), 자영업 31명(5.0%), 특수직 18

명(2.9%), 무직 86명(13.8%), 기타 117명(18.8%)

로 나타났다. 외상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평균 

4.8년(SD=2.18)이 경과 되었고, 외상 충격에 

대한 심각도(1~7점)는 5.71(SD=1.1)로 꽤 높은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지각했다. 외상사건의 

유형은 대인외상이 139명(22.4%), 비대인외상

이 471명(75.7%)로 비대인외상 유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설문 대상자의 

약 30%(210명)가 해고로 인한 실직상태거나 

장기 해고노동자로서 현재까지 외상사건의 영

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구체적인 외상 유형은 표 1에 제시하였

다. 

측정도구

  외상경혐질문지

  외상사건의 종류와 시기, 외상 경험의 주관

적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송승훈(2007)이 사

용한 외상사건 목록 질문지를 외상 후 성장 

관련 연구자들이 수정 보완한 것을 토대로,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을 분류한 16가지 질문

지를 사용하였다. 참여자에게는 지금까지 살

면서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고, 그중에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을 초래한 사건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그것을 ‘외상사건’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그 

외상사건의 시기와 고통지각의 유무, 고통 심

각도(1~7점)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외

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외상사건이 기존의 

신념체계에 도전할 만큼 주관적인 고통이 수

반되지 않은 것으로 평정한, 고통 심각도 4점 

이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

  외상 경험 이후의 적응과정을 연구하기 위

해 개발한 척도로(Impact of Event Scale: IES) 외

상과 관련된 심리적 반응 양상들 중 사건의 

기억 침습, 침투적 재경험과 인지적․정서적․

행동적 회피를 평가하는 15문항이다(Horowitz, 

Wilner, & Alvarez, 1979). 그러나 원문 IES는 외

상 후 스트레스의 핵심 증상인 과각성 증상을 

특정할 수 없어서 Weiss와 Marmar(1997)가 과

각성을 포함하여 22문항으로 재구성하였고, 

국내에서 은헌정 등(2015)이 번안하고 타당

화했다((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IES-R-K, 2005). 지난 한 주간의 증상 

심각도를 5점 척도(1~4점)로 평가하도록 구성

되어 있다. IES-R-K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전체는 .83이고 하위요인인 회피, 과각성, 침습

의 Cronbach’s 는 각각 .70, .87, .63이었고 본 

연구의 전체 내적합치도 Cronbach’s는 .95, 하

위요인은 각각 .86, .90, .92로 나타났다. 

  한국판 사건 관련 반추 척도

  외상 후 인지적 처리 과정을 측정하기 위해 

Cann 등(2011)이 개발한 척도로, 극심한 외상

사건 이후에 경험하는 반추의 두 가지 유형인 

침습적 반추와 성찰적 반추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 척도로,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

다 ~ 3=자주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반추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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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 심기선(2013)이 

번안하고 타당화 했으며(Event-Related Rumination 

Inventory Korean version: K-ERRI) 전체 내적 합

치도 Cronbach’ssms .94였고, 두 요인은 모두 

.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1점에서 5점까지 5

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하였으며, 내적합치도 

Cronbach’s는 침습적 반추 .96, 성찰적 반추 .95

로 나타났다. 

  외상 후 성장 척도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다. 새로

운 가능성의 발견(5문항), 대인관계의 변화(7문

항), 개인 내적 강점의 발견(4문항), 영적․종

교적 관심의 변화(2문항), 삶에 대한 감사(3문

항) 등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

내에서 송승훈(2007)이 번안하고 타당화했다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 외상 후 

경험 이후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동의하는 정

도에 따라 ‘경험하지 못했다(0점)’부터 ‘매우 

많이 경험하였다(5점)’ 사이에서 평정한다. 점

수가 높을수록 외상 이후 긍정적 변화를 많

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전체 내적합치도 

Cronbach’s는 Tedeschi와 Calhoun(1996)의 연구에

서는 .90, 송승훈(2007)의 연구에서는 .92,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들은 

.77~.92였다.

  본 연구의 자료에 적합한 요인구조를 알아

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각 측

정문항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621이었고, 모든 

경로계수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원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다른 요인들

과의 상관계수가 .5이하로 낮은 ‘영적․종교적 

관심의 변화’ 요인의 2문항(5번, 18번)을 모두 

제거하여 4요인으로 분석하였다.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

  Neff(2003b)가 개발한 총 26개 문항의 자기보

고형 척도이며, 김경의 등(2008)이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Korean version of Self-Compassion 

Scale: K-SCS).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얼

마나 자주 문항의 내용과 같이 행동하는지에 

대해 ‘거의 아니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

점)’까지 5점 리커트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요인으로 자기친절(Self-Kindness: 5문항), 자

기판단(Self-Judgement: 5문항), 보편적 인간성

(Common Humanity: 4문항), 고립(Isolation: 4문

항), 마음챙김(Mindfulness: 4문항), 과잉동일시

(Over-Identification: 4문항) 등 6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중 부정적인 요인인 자기판단, 고

립, 과잉동일시는 모두 역문항으로, 역채점을 

했다. SCS 원판(Neff, 3003b)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는 .92, 6개 하위요인 모두 .75이상 

이었고, 김경의 등(2008)의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합치도 Cronbach’s는 .87, 각 하위요인은 

.65~.8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84, 

각 하위요인은 .77~.84로 나타났다. 연구 자료

에 적합한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6개 각 요인별 측정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최소 .61 이상으로 나타

나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의 요건을 충

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기친절과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 등 긍정적 요인들 상호 간

에는 .79, .84 .95로 나타났고, 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 등의 부정적 요인들 간에는 .92, 

.97, .98로 나타나 판별타당도의 요건을 충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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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자비 

척도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의 2요인 

구조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임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요인 구조와 2

요인 구조 모두 분석하였다.

분석방법

  외상 후 스트레스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

서 침습적 반추와 성찰적 반추의 매개모형의 

경로에서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SPSS 21.0을 이용하여 측정변인들의 기

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

를 산출하였고, 측정변수들의 구성타당도 확

보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

째, 침습적 반추와 성찰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5)가 제안한 다중매개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반추 변인이 직렬로 연결된 모형을 가정

하고 분석하였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

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Hayes, 2015)를 이

용하여 경로모형 검증과 함께 구현되는 부트

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이 방식은 95%의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그 구

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Shrout & Bolger, 

2002). PROCESS Model 6을 이용하여 연구 모

형에서 나타내는 모든 간접효과 (외상 후 스

트레스 → 침습적 반추 → 외상후 성장, 외상 

후 스트레스 → 성찰적 반추 → 외상후 성장, 

외상 후 스트레스 → 침습적 반추 → 성찰적 

반추 →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넷째, 외상 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침

습적 반추와 성찰적 반추를 경유하여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변수인 자기자비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Mplus 

7.0으로 조건부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Hayes(2015)의 PROCESS macro 2.16에서는 직렬

다중매개모형의 조절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Model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Mplus는 

다중매개모형의 조건부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서, 조절변수가 간접효과에 미치는 영

향을 수량화한 조절된 매개지수가 0이 아닌지

를 검증하는 공식적인 검정(formal test)을 통해

서 이루어지며(이형권, 2016), 0이 포함되지 않

는 경우에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추

론한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상 계 분석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를 평균과 표

준편차와 함께 표 2에 제시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와 침습적 반추(r=.716, 

p<.01), 성찰적 반추(r=.585, p<.01)는 높은 정

적상관이 나타났고, 외상 후 성장(r=.208, 

p<.01)은 낮은 정적상관, 자기자비 (r=-.258, 

p<.01)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침습적 반추는 

성찰적 반추(r=.582, p<.01)와 외상 후 성장

(r=.153, p<.01)과 낮은 정적 상관, 자기자비

(r=-.171, p<.01)와 낮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런데 자기자비의 하위요인들과의 상관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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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1. 외상 후 스트레스 1

2. 침습적 반추 .716** 1

3. 성찰적 반추 .585** .582** 1

4. 외상 후 성장 .208** .153** .447** 1

3. 자기-자비 -.258** -.171**   -.087* .284** 1

6. 자기자비 긍정(scp) .190** .185** .334.** .432** .575** 1

7. 자기자비 부정(scn) -.470** -.367**   -.039 -.039** .694** -.189** 1

평균 2.314 2.469 2.572 2.786 3.190 2.843 3.538

표준편차 0.858 1.102 0.981 0.863 0.473 0.693 0.788

*p<.05, **p<.01, ***p<.001

표 2. 측정변인의 상 , 평균  표 편차

기자비의 긍정적 요인(자기친절, 보편적 인간

성, 마음챙김: scp)과는 r= .108 ~ .224(p<.01)

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고(전체 scp: r= 

.185, p<.01), 부정적 요인(자기판단, 고립, 과잉

동일시: scn)과는 r= -.310 ~ -.362(p<.01)로 유

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전체 scn: r=-.367, 

p<.01) 관계의 일관성이 없었다. 

  이러한 양상은 성찰적 반추와 자기자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성찰적 반추는 외

상 후 성장(r=.464, p<.01)과 상당한 크기의 관

련성을 보였지만 자기자비(r=-.087, p<.05)와 

미약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자기자비의 하

위요인 중 긍정적인 요인과는 r=.234 ~ 

.366(p<.01)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전체 scp: 

r= .334, p<.01), 부정적 요인과는 r=-.309 ~ 

-.379 (p<.01)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전체 scn: r=-.397, p<.01). 외상 후 성장과 자

기자비(r=.284, p<.01)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

타났는데, 자기자비의 긍정적 요인(r=.303~ 

.435, p<.01, 전체 scp: r=.432, p<.01)과는 유

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부정적 요인(r= 

-.024~-.06,n.s, 전체 scn: r=-.039, n.s)과는 유의

하지 않았다. 자기자비 척도는 역문항으로 

구성된 부정적인 3개의 요인(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을 역채점한 자료로 분석했고 

자기자비 전체와 6요인의 상관은 r=.381~ 

.679(p<.01)로 상당한 상관이 나타났지만, 6요

인으로 구성된 하위요인들과의 관계는 긍정적 

요인과는 정적상관이 부정적 요인과는 부적상

관을 보였다. 하지만 하위요인들과의 관계들

이 일관되지 않았는데, 자기친절과 자기자비

의 부정적 요인 전체(scn) 및 3개의 하위요인

들(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과는 모두 부적

인 방향으로 상관이 있었지만 유의하지 않았

고(r=-.012~-.067, n.s, 전체 scn: r=-.089, n.s), 

마음챙김과 보편적 인간성의 상관도 유의하지 

않았다(r=-.089, n.s). 긍정적 요인(scp)과 부정적 

요인(scn) 2요인으로 구성된 결과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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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준거변인 예측변인 B t F R2

1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스트레스 .197 5.041*** 25.416 .040

2 침습적 반추 외상 후 스트레스 .885 26.512*** 702.893 .535

3 성찰적 반추
외상 후 스트레스 .371 7.401***

197.650 .394
침습적 반추 .297 7.155***

4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스트레스 -.018 -.329

59.218 .226침습적 반추 -.118 -2.264***

성찰적 반추 .504 12.069***

*p<.05, **p<.01, **p<.001

표 3. 외상 후 성장에 한 이 매개 직  효과 검증결과

였다. 자기자비 전체와 scp는 r=.575(p<.01), 

scn은 r=.694(p<.01)로 각각 정적인 상관이 있

지만 두 요인 간 상관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r=-.189, p<.01). 

외상 후 스트 스와 외상 후 성장의 계에서 

침습  반추와 성찰  반추의 이 매개효과 

검증 결과

  침습적 반추와 성찰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Hayes(2015가 제안한 절차대로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매우 낮았고(F(1,609)=25.066, 

p<.001, R
2
= 4.0%), 매개변인을 포함했을 때 

침습적 반추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의 설

명력은 51.3%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F(1,609)=640,880, p<.001). 성찰적 반추를 준

거변인으로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침습적 

반추를 예측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 결과 

39.9%의 설명력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

다(F(2,608)=201.991, p<.001). 외상 후 성장에 

대한 회귀모형은 22.4%의 설명력을 가지며 정

적으로 유의하였다(F(3,607)=59.217, p< .001). 

결과는 외상 후 성장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침습적 반추, 성찰적 반추

를 예측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모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의 편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아 

두 개의 매개변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c=.197
***

, c’=-.018).

  침습적 반추와 성찰적 반추가 매개하는 모

형의 간접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

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원자료에서 재

추출한 표본 10,0000개를 95%의 신뢰구간으로 

설정하여, 그 구간이 0을 포함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으며, 모든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스트레스가 침습적 반추를 거쳐 외상 후 성장

으로 가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110, 95% CI=-.189 ~ 

-.034). 외상 후 스트레스가 성찰적 반추를 거

쳐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간접효과도 유의했



한국명상학회지, 제11권 제1호

- 12 -

경로
Bootstrap 추정치 95% 신뢰구간

B SE Bootstrap

외상 후 스트레스→침습적반추→외상 후 성장 -.104 .039 -.180 -.026

외상 후 스트레스→성찰적반추→외상 후 성장 .187 .030 .131 .248

외상 후 스트레스→침습적반추→성찰적반추→외상 후 성장 .132 .026 .086 .190

표 4. 외상 후 성장에 한 이 매개 간 효과 검증결과

다(B=.187, 95% CI=.131~.248). 

  본 연구의 가정인 외상 후 스트레스가 침습

적 반추와 성찰적 반추를 순차적으로 매개하

여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B=.132, 95% CI=.086 ~.190) 연

구가설이 입증되었다.

외상 후 성장 경로에서 자기자비의 조 된 매

개효과 분석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가 침습적 반추와 성찰적 

반추를 매개로 하여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자비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

인하기 위해 Mplus 7.0으로 조건부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Mplus를 이용한 다중매개의 조건

부효과분석은 잠재조절구조식(Latent Moderated 

Structual equation; LMS)방법으로 잠재변수들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데(Klein & Moosbrugger, 

2000), 이는 여러 변수들의 비정규성을 여러 

개의 정규분포 혼합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잠재변수의 상호작용 추

정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Kline, 2011). 하지만 이 방법은 기저모형

을 정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형적

합도 지수를 계산할 수가 없으므로 Muthén 

(2012)이 제안한 대로 1단계에서 잠재상호작용

항이 없는 측정모형을 추정하여 적합도를 확

인하고 그 모형의 적합도가 좋으면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외상 후 스트레스, 침습적 반추, 성찰적 반

추, 외상 후 성장, 자기자비의 잠재변수와 해

당 측정변수들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모

형의 적합도를 향상하기 위해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하여 잠재변수가 각각의 지표들

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

과 외상 후 스트레스 .784~.886, 침습적 반추

가 .901~.916, 성찰적 반추가 .893~.908, 외상 

후 성장이 .834~~.955로 모두 유의한 수준

(p<.001)으로 나타났지만, 자기자비의 경우 6

개 측정변수 중에서 긍정적 요인(자기친절, 보

편적 인간성, 마음챙김: scp)은 요인부하량이 

0143~.395, 부정적 요인(자기판단, 고립, 과잉

동일시: scn)은 -.776~-.879로 나타났고, 측정모

형의 적합도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자기자비 척도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2요인 구조, 즉 자기자비의 6개 측정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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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df X
 /df TLI CFI SRMR RMSEA(90% CI)

scp 378.403 94 4.026 .960 .969 .043 .070(.063~.077)

scn 339.737 94 3.614 .967 .974 .037 .065(.058~.073)

표 5. 자기자비의 2요인을 측정변수로 한 측정모형의 합도 지수

x=외상 후 스트레스

x1=과각성

x2=침습

x3=회피

m1=침습적 반추

ma1=침습반추1

ma2=침습반추2

ma3=침습반추3

m2=성찰적 반추

mb1=성찰반추1

mb2=성찰반추2

mb3=성찰반추3

y=외상 후 성장

y1=대인관계의미변화

y2=새로운 가능성 발견

y3=내적 강점변화

y4=삶에 대한 감사

v=자기자비(scn)

v4=자기판단

v5=고립

v6=과잉동일시

그림 2. 측정모형의 확인  요인분석

긍정(scp)과 부정(scn)요인으로 구분하여(Gilbert, 

McEwan, Matos, & Rvis, 2011; Potter, Yar, 

Francis, & Schuster, 2014) 수정된 모형으로 적

합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표 5에 제시하였다.

  2요인 모두 좋은 적합도가 나타났으므로, 

다음 단계인 잠재변수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정

하였다. 그런데 scp요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서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이중매개모형의 간

접경로들 어디에서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

지 않았고, scn요인이 성찰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 수정한 모형은 scn요인의 하위요

인인 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를 측정변수

로 하였다. 잠재변수와 측정변수의 확인적 요

인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의 마지막 단계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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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된 매개지수 B S.E
95% 신뢰구간

p
하한값 상한값

a2*b4 .061 .026 .010 .112   .022

a1*d1*b4 .028 .013 .002 .054 .024

표 6. 자기자비(scn)의 조 된 매개지수

그림 3. 자기자비의 조 된 매개모형(통계모형) 

절변수가 간접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수량화한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의 

유의성 검정이다. 조절된 매개지수가 신뢰구

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조절된 매개

효과는 유의하다고 추론하며, 이 경우 조절변

수의 어떠한 값에서도 조건부 간접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해석한다

(이형권, 2016; Hayes, 2015). 자기자비의 조절

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통계모형은 그림 3

과 같다.

  매개변수들의 간접효과 중에서 조절변수에 

의해 달라지는 부분을 나타내는 조절된 매개

지수는 성찰적 반추가 자기자비에 의해 조절

되어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경로인 a2*b4와 

외상 후 스트레스가 침습적 반추와 성찰적 반

추를 거쳐 자기자비에 의해 조절되는 a1*d1*b4

로 이루어지며 모두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표 6에 그 값을 제시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외상 후 스트

레스가 침습적 반추와 성찰적 반추를 거쳐 외

상 후 성장에 이르는 경로가 자기자비의 평균

(3.538)과 +1표준편차(4.376), -1표준편차(2.750)

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변화양상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따라서 외상 후 성장의 경로는 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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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기자비의 수 에 따른 조건부간 효과의 변화 

비의 수준에 따라 변화된다는 연구가설이 입

증되었다.

  한편 연구가설에서 가정한 침습적 반추와 

성찰적 반추에서 자기자비(scn)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외상 후 성장의 다른 경로

인, 외상 후 스트레스→침습적 반추→외상 후 

성장의 간접경로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침습적 

반추와 성장의 관계에서 자기자비(scn)의 영향

력을 분석한 결과, 자기자비(scn)는 침습적 반

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여 전체 외상 후 성장의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이 결과는 자

기자비가 반추 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기보다 두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

향을 조절함으로써, 즉 침습적 반추의 영향을 

약화시켜 성찰적 반추의 영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삶에서 위기나 역경을 겪어 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외상 후 성장의 인지적 

과정 및 자기자비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연구결과는 외상 후 스트레스는 침습적 

반추와 성찰적 반추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찰

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의 경로를 자기자비

(scn)가 조절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와 외

상 후 성장으로 가는 전체 경로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외상 후 성장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는 반추와 같은 인지과정을 통해 성장으로 이

어지며, 외상 스트레스의 여파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침습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감소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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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지만, 성찰적 반추와 순차적으로 동반

될 때 외상 후 성장으로 통합될 수 있다. 따

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외상 후 성장

은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외상 후 

성장에서 성찰적 반추는 핵심적인 인지과정이

므로 외상 초기의 침습적 반추에 대한 인내력

을 키우고, 성찰적 반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찰은 붕괴된 도식의 틀을 

넘어 대안적 관점을 창조하는 인식체계의 역

할을 한다. 또한 외상 후 성장을 초래하는 것

은 외상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외상 

스트레스와 외상 후 성장 간의 직접효과가 나

타나지 않음) 외상 이후의 대처과정에 있으며

(Tedeschi & Calhoun, 2004), 인지과정의 결과라

는 것을 확인하였다.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과정을 

정교하게 밝힌다는 것은 외상이 언제 누구에

게 일어날지 모르는, 즉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에서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사전․사후 개입

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

상적 함의가 크다. 뿐만 아니라, 외상 후 성장

은 우리 삶에서 견디기 힘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후에 더 단단하게 성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상담 현장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삶의 위기 상황에서 부정적 스트레

스와 고통을 느끼고 힘든 과정을 겪지만, 한

편으로 성장을 경험할 역설적인 기회를 가진

다는 측면에서 외상 후 성장을 적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외상 후 스트레스가 침습적 반추와 

성찰적 반추를 경유하여 외상 후 성장에 이르

는 과정은 성찰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의 경

로에서 자기자비(scn)가 성찰적 반추를 증가시

킴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킨다. 즉 외상의 고

통에 대한 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에 대해 

비반응적으로 대처하고, 외상 경험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성찰적 반추의 강화를 

통해 외상 후 성장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성찰적 반추에 선행하는 침습적 반추는 

자기자비(scn)와 상호작용하여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킴으로써, 자

기자비가 반추와 스트레스 사이의 연결을 약

화시키고(Neff, 2009; Raes, 2010), 부정성을 완

화하고 긍정성을 강화한다는(Gilbert & Procter,  

2006, Neff, 2003a, 2003b, 2009, 2016) 선행연구

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자기자비

는 외상 이후 침습적 반추가 초래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완화 및 외상 후 성

장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자기자비(scn)가 침습적 반추에서 성찰

적 반추로 이어지는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치

는 방식은,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침습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의 부적 관계를 조절하여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나타나, 

외상 후 성장의 인지과정에서 두 반추가 심리

적 증상을 초래하거나 성장으로 발달하도록 

기능한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자기자비

와 부정적인 심리적 증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긍정적 요인보다 더 강력

한 예측요인의 경향성이 있고(Muris, Otgaar, & 

Petrocchi, 2016), 이는 부정적인 심리증상을 더 

낮은 수준으로 이끄는 주요 매카니즘이 자기

판단, 고립, 과동일시를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Neff, 2016).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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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에서 자기자비(scn)

는 자기비난, 파국화, 타인비난과 같은 역기능

적 침습적 반추의 영향으로부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성찰적 반추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의 해석은 자비불안(fears of 

compassion: Gilbert et al., 2011)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비를 경험하는 능력은 애착체계에 근

원하여 발달되는데, 불안정애착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비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자비

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자비

를 느끼기 어려워하고, 어린 시절 느꼈던 부

정적인 감정들이 되살아 나면서 자신이 이용

당하거나 상처를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 

자신이 자비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

하고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상 초기

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동적인 침습

적 반추는 자기비판과 혐오, 회피에 더 강하

게 관련되어 자비로운 마음에 대한 혼란을 초

래하여, 자기자비에 두려운 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Gilbert et al., 2011). 예를 들면 친절하고 

용서하는 것을 약점과 복종을 나타내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의 고통에 공

감적이기보다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Figley, 

200). Pauley와 McPherson(2010)은 사람들이 우

울하거나 불안할 때 자기자비와 정반대의 모

습을 보이고, 자기비난이 심한 사람에게서 자

기자비는 감정적으로 너무 활성화되어 불안을 

느끼므로(Gilbert et al., 2011), 외상 초기의 심

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오히려 두려움, 자

기비판, 수치심에 대해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보았다

(Germer, & Barmhofer, 2016). 그러므로 외상 초

기에 자기비판이 높은 사람에게는 특히 자기

판단, 고립, 과잉동일시의 감소에 중점을 두어

야 한다. 자기자비의 부정적 요인의 감소는 

외상 기억과 관련된 수치심, 죄책감, 고립감 

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성찰적 반추로

의 전환에 필요한 심리적 여유를 확보하게 된

다. 결국 외상 후 성장을 위한 인지과정에서 

자기자비가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자기자비의 

부정적 요인(scn)에 대한 반응을 줄이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자기자비의 6개 요인들 간의 상관관

계가 비일관적인 방향으로 나타난 문제라든가 

자기자비의 부정적(scn)요인에서만 조절효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자기자비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2개의 독립된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

이라는 주장(Gilbert et al., 2011; López et al., 

2015; Neff, 2003a; Potter et al., 2014)들을 더 

잘 부합되게 설명한 것이다. 자기자비의 부정

적 요인(scn)의 감소는 마음의 상태를 자기자

비의 마음(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 

scp)으로 이끌게 된다. 예를 들어 자기비난과 

판단의 반응을 줄이는 경우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의 영향이 줄어들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

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을 유지하기가 더 쉬

워지고(마음챙김), 자신에게 닥친 고통이 불가

피했음을 알고, 삶의 전체 경험의 일부로 수

용할 수 있도록 한다(보편적 인간성, 자기친

절)(Neff, 2016). 

  López 등(2015)은 자기자비의 구성요소가 자

기자비(self-compassion)와 자기비판(self-criticism)

이라는 두 가지 다른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임상군 대상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2차원 구조를 지지하고 있으며(Costa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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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도 마찬가지다. Gilbert 등(2011)은 

고통에 대해 자비로운 방식으로 반응하면 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반대의 경우는 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는 신경체계를 근거로 2

차원 구조를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Potter, 

Yar, Fraancis와 Shuster(2014)는 긍정적 요인을 

self-warmth로, 부정적 요인을 self-coldness라고 

하여 2개의 독립적 구조로 보았다. 국내의 자

기자비 척도에 대한 타당성 연구(김경의 등, 

2008; 구도연, 정민철, 2016)에서는 공통적으로 

6요인 구조로 나타났지만, 연구에 따라 요인 

간 상관이 상이하게 나타나 자기자비의 심리

측정적 적합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외상 후 성장 연구에서 

변인 연구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외상 경험자

를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를 

밝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와 구

별되고, 살면서 경험하는 외상의 경험이 개인

을 더 성장시키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자기

자비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구성

된 두 차원의 구성개념임을 시사하는 결론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외상 

후 성장으로 가기 위한 인지적 방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외상 경험자들

에 대한 심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었

다. 심리치료자는 외상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

를 성급하게 긍정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회피

나 긍정적 자기착각의 방어전략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침습적 반추와 같은 고통

에 노출된 내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라면 초

기에 내담자가 보이는 비자비적인 태도를 알

아차려서 자기비난과 고립감, 그리고 외상의 

고통을 과장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일차적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

점은 첫째, 연구가 외상 경험 이후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

고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

구나 대부분 과거 기억의 회상에 의존한 자기

보고식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편향이나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장했다는 보고 

또한 주관적으로 지각된 것이므로 개인의 보

고에 의해 측정할 수밖에 없지만 추후 연구에

서는 시간적 변화를 포함하는 연구설계가 필

요하며, 표적집단 분석으로 횡단연구의 한계

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제언으로, 외상 후 

성장의 종착점이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

에 있다면 외상 후 성장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밝히고, 외상 후 성장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

상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현상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자

기자비 척도의 요인구조 및 요인이 측정하고 

있는 문항구성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긍정요인은 자기친절로, 부정요인은 자기비판

의 2요인 구조로 설정해 볼 수 있다(López et 

al., 2015; Muris & Petrochi, 2016). 불교문화에 

친숙한 아시아권에서 오히려 자기자비 수준이 

낮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판단을 해석

하는 관점의 차이라고 본다(구도연, 정민철, 

2016). 예를 들어 자기판단 8번 문항(‘나는 정

말로 힘이 들 때, 나 자신을 더욱 모질게 대

하는 경향이 있다.’)은 자기비난과 질책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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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다 ‘올바른 노력’이라는 덕목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자기수용은 관용의 의미보다 

‘노력의 부족’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불

교도와 명상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자비 

척도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Zeng, 

Wei, Oei, & Liu, 2016). 자기자비 척도 제안자

인 Neff(2016)도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이 겹친

다고 하면서 이론의 수정보다 각 요인을 구성

하고 있는 문항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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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Self-Compassion on Post-traumatic Growth: 

Testing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Intrusive Rumination and Reflective Rumination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elf-Compassion

Mi-Yeon Yoon

Professor, Division of Liberal Art in Kwang Ju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verified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intrusive and reflective rumination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post-traumatic growth 

in order to clarify the effect of self-compassion in the post-traumatic growth process.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adults residing in Seoul, Gyeonggi, Gyeongsang, and Chungcheong-do using  

Traumatic Experience Questionnair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IES-R-K), Event-Related 

Rumination Inventory Korean version(K-ERRI),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PTGI), and Korean version of 

the self-compassion scale(K-SCS). Data of 622 people who responded that they were shocked by the 

truma-event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PROCESS macro Model 6, and M-plus 7.0. As a result, the 

path leading to post-traumatic growth was verified by dual-mediating of intrusive and reflective rumination in 

order of precedence and self-compassion (self-judgment, isolation, over-identification: scn) affected reflective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It has been shown moderate the entire path of growth after trauma. 

The meaning of this study is that the theoretical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was verified for actual 

trauma experiencers, and the application of self-compassion in coping with traumatic stress need to be focused 

to lower response to negative constituent concepts such as self-judgment, isolation, and over-identification. 

Additionally, it has been suggested that self-compassion can be a two-dimensional constituent concept of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unlike existing theories. Also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ost-traumatic growth, intrusive rumination, reflective rumination, self-compassion, dual mediation, moderated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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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과 신체내부지각의 관계 고찰:

신경생리적 기제를 중심으로

홍   영   근*

부산디지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과 신체내부지각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내부지각과 마음챙김을 병행하여 사회

불안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보았다. 신체내부지각과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살

펴본 결과, 사회불안이 낮은 사람들은 내부지각을 통해 불안이 경감되고,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내부

지각을 통해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내부지각을 수행했을 때, 불안이 증

가한 이유는 첫째,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인지적 편향으로 인해 신체

내부감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폴트모드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인해 자

기초점주의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같은 자기관련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중앙집행네트워크와 디폴트모드네트워크 사이에서 스위치 역할을 하는 오른쪽 전측 뇌섬엽의 기능상의 문

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사회불안이 낮은 사람들과 달리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내부지각으로 

인해 불안이 높아지는 이유는 신체내부감각에 대한 부적응적 해석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부지각을 

이용하여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한 결과 첫째, 일반인의 경우 내부지각의 정확성을 증가시

킴으로 인해 불안이 감소하였다. 둘째,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마음챙김 훈련 후 내부지각의 정확

성을 증가시켰을 때, 불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신체내부지각의 생리학적 기

체를 통해 사회불안의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신체내부지각을 기반으로 사회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미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불안장애, 신체내부지각, 마음챙김, 뇌섬엽, 디폴트모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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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장애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거

나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과제를 

할 때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당황스러워 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을 말한다(APA, 2013). 대표

적인 예가 발표불안, 자기를 소개하는 것에 

대한 불안, 면접불안 등이 있다.

역학 조사(Kessler, et al., 2005; Ruscio, et al., 

2007)에 따르면, 사회불안장애의 일 년 유병률

은 1.2~7.2%, 평생 유병률은 남성은 11%, 여

성은 15%로 다른 불안장애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와 Won(1997)의 연

구에서는 한국 대학생 233명 중 54.9%가 면접

상황에서, 24.6%가 사교모임에서, 8.5%가 타인

과의 일상적인 만남에서 중간 이상의 사회불

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회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부

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기관

에 잘 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권석만, 

2013), 국내에서도 흔한 심리적 문제라고 추론

할 수 있다.

사회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일상생

활에서 무력함을 호소하며, 경력, 학력, 사회 

기술이 부족하고(Katzelnick, et al., 2001), 삶의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ambrick, Turk, 

Heimberg, Schneier, & Liebowitz, 2003). 이와 같

이 사회불안장애는 개인의 삶에 다양한 부적

응의 문제를 일으켜 삶의 질을 낮추는 대표적 

심리장애 중 하나이다.

사회불안장애의 원인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사회불안의 원인으로는 권위주의적 양

육방식 등의 환경적 요인, 자신에 대한 역기

능적 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

초점주의 등의 인지적 요인(Clark & Wells, 

1995; 홍영근, 이경숙, 2013), 편도체의 활성

화 등의 생물학적 요인 등이 제시되고 있다

(Furmark, 2009). 편도체는 위협적이거나 모호

한 상황에서 주의와 경계반응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Davis & Whalen, 2001) 환경적 위협자

극을 빠르게 추적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사회불안장애의 특징이 과도한 공포 

반응(Tillfors, et al., 2001), 잠재적 위험 신호에 

대한 경계 반응의 증가(Hirsch & Clark, 2004), 

공포 조건형성의 증가(Lissek, et al., 2008)인 것

을 고려한다면, 편도체가 사회불안장애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불

안의 유발에서 편도체의 기능과 함께, 뇌섬

엽은 사회불안장애와 관련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고, 사회불안장애의 연구에서 

그 관심이 간과된 영역이라 볼 수 있다(Stein, 

Simmons, Feinstein, & Paulus, 2007). 뇌섬엽의 

활성화는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 자극에 반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han, Wager, Taylor, & 

Liberzon, 2002). Straube, Kolassa, Glauer, Mentzel 

와 Miltner(2004)는 사회불안장애에서 사회적 

위협 자극의 처리에 뇌섬엽을 중심으로 한 신

체내부지각이 관여하는 것에 대한 강한 지지

증거를 제시하였다. 유사한 결과가 다른 연구

들(Amir, et al., 2005; Lorberbaum, et al., 2004;, 

Yoon, Fitzgerald, Angstadt, McCarron, & Phan, 

2007)에서도 보고되었으며, 메타 분석(Etkin & 

Wager, 2007)에서는 뇌섬엽 부위의 과잉활동이 

사회불안장애를 포함한 많은 불안장애의 공통

적인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도체가 환경

적 위협단서에 반응하는 외부경보시스템인 반

면, 뇌섬엽은 생리적 각성과 위협자극에 반응

하는 내부경보시스템의 중요한 영역(Rei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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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이다. 즉 뇌섬엽은 내부 신체 상태의 변

화와 내부감각에 주의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Critchley, Wiens, Rotshtein, 

Ohman, & Dolan, 2004). 이러한 기능을 신체내

부지각이라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

섬엽을 기반으로 한 신체내부지각이 사회불안

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내부지각을 

통해 사회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문헌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신체내부지각

최근 신체내부지각이 감정경험, 자기조절, 

의사결정 및 의식에서 필수적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Terasawa & Umeda, 

2018), 신체내부지각을 통해 불안장애나 우울

증 등 심리장애에서 나타나는 감각과 감정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증가하면서, 

신체내부지각과 관련된 연구들이 급격히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체내부지각의 개념

신체내부지각(interoception)이라는 용어는 생

물의학 분야에서 Sherrington(1906)이 처음 소

개하였다(Mehling, et al., 2012). 영어권에서는 

‘Interoception’과 ‘Interoceptive awareness’를 유사

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내수

용자각(김완석, 심교린, 조옥경, 2016; 심교린, 

정애자, 김완석, 2020), 내부수용감각(장진아, 

2017; 장진아, 2018), 내수용성감각(김동한, 

2012), (신체)내부지각(김신영, 2017, 이선아, 

2020)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Craig(2003)의 정의를 바탕으로 ‘신체내부

지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Craig 

(2003)는 신체내부지각을 신체 내부에서 발

생하는 자극에 대한 지각이라고 제안하였다. 

Mehling 등(2012)은 신체내부지각(interoceptive 

awareness)을 신체의 물질적 조건과 그에 따라 

올라오는 평가적인 해석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 하였고, Farb 등(2015)은 신체내부지각

을 신체 조건과 평가적 해석을 내부 신체 신

호에 접근하고 수용하며 평가하는 절차로 정

의하였다(심교린, 정애자, 김완석, 2020). 따라

서, 신체내부지각은 인지과정에서 감각으로의 

하향식처리와 감각에서 인지로의 상향식처리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신체와 뇌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Khalsa et al., 2018).

신체내부지각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된 분류법이 없다(Khalsa et al., 2018). 

Mehling(2016)은 신체내부지각을 주의(awareness), 

정확성(accuracy), 민감성(sensibility)로 구분하였

다. Garfinkel과 Critchley(2013)는 내부지각을 연

구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내부지각의 측정 

결과가 측정도구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세 종류의 신체내부지각

을 제안 하였다. 첫째는 신체내부지각 정확도

(Interoceptive Sensitiviry 혹은 Accuracy), 둘째, 신

체내부지각 감수성(Interoceptive Sensibility), 셋

째, 신체내부지각 자각도(Interoceptive Awareness)

가 있다(Garfinkel, Seth, Barrett, Suzuki, & 

Critchley, 2015). 첫째, 신체내부지각 정확도

(Interoceptive Accuracy)는 신체 내부의 감각을 

감지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정확성을 말하며, 

심장박동을 지각하는 과제를 통해 내부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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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먼저 자신

의 심장박동수를 세도록 하고, 자신이 세어 

추정한 심장박동수와 실제 심장박동수를 비교

하여 신체내부지각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다

(Garfinkel & Critchley, 2013). 둘째, 신체내부지

각 감수성(Interoceptive Sensibility)은 신체 내부

의 감각을 감지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 신념 

혹은 자신감을 말한다. 신체내부지각 감수성

은 자기보고식 설문이나 신체내부지각 정확도

에 대한 주관적 자신감 정도로 측정할 수 있

다(Garfinkel & Critchley, 2013). 셋째, 신체내부

지각 자각도(Interoceptive Awareness)는 신체내부

지각 정확도에 대한 인지적 자각으로 신체내

부지각 정확도와 내부지각 감수성간의 관계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신체내부지각 자각도는 

ROC 분석(Area Under ROC)을 통해 측정하기도 

한다(Garfinkel & Critchley, 2013; 이선아, 2020 

재인용).

신체내부지각 네트워크는 다양한 뇌 영역

(뇌섬엽, 대상피질, 하전두피질, 감각운동피질)

에 걸쳐있다(Garcia-Cordero et al., 2017). 신체에

서 일어나는 자극들은 내부지각 네트워크로 

전달되는데, 특히 후측 뇌섬엽(posterior Insula, 

pINS)에서 전측 뇌섬엽(anterior Insula, aINS)으

로, 그리고 나서 다시 전측 뇌섬엽(aINS)에서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 PFC)로 전달되어 

신체 신호를 의식하게 하고(Farb et al., 2015), 

내장 운동을 조절하고, 높은 수준의 인지활

동을 촉진하게 된다(Craig, 2009; Medford & 

Critchley, 2010). 신체내부지각에 대한 정확도가 

강해진다는 것은 이들 간의 연결이 강해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내부지각과 불안

내부지각은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며, 특

히 불안의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Paulus & Stein, 2010). 그런데, 사회불안

장애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내부지각의 

영향은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

들에게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불안이 낮은 사람은(정상인은) 내부지각 정

확도가 높을 경우 불안이 낮아지고, 정서가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ugawara, Terasawa, 

Katsumuma, & Sekiguchi, 2020). Garfinkel, 

Mclanachan와 Critchley(2017)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8회기의 내부지각 훈련을 했을 때, 

내부지각의 정확도가 증가하고, 불안증상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Sugawara 등(2020)

의 연구에서는 불안이 높지 않은 건강한 사람

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내부지각 훈련을 

하게 했을 때, 참가자들의 내부지각 정확성이 

증가되었고, 신체적 증상과 불안 수준이 낮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건강한 사람

들은 내부지각 정확도가 높아졌을 때, 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이 낮은 

사람들과 달리 신체내부지각 정확도가 높

을 때,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ugawara 등(2020)은 불안이 있는 환자들은 신

체내부지각의 정확도가 높아지면, 신체지각

이 증가하게 되고, 이와 함께 불안의 수준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Pollatos와 Gramann, 

Schandry(2007)의 연구에 의하면, 신체내부지각

과 불안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omschke와 Stevens, Pfleiderer, Gerlach(20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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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불안이 높은 환자들은 신체내부지각

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 신체내부지각의 정확

성이 불안과 관련 있다고 추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체내부지각 정확도가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불안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

가?

신체내부지각이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불안을 높이는 이유

사회불안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신체내부지

각으로 인해 불안이 높아지는 이유는 인지적 

측면과 신경학적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Clark과 Wells(1995)의 인지모형에서는 사회

불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지적 편향이 있

다고 제안하였다. Clark과 Wells(1995)의 인지모

형에서는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상

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가정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지위나 가치

가 떨어지고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는 파국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였다. 이

런 생각이 ‘불안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활성

화시킨다. 이 모형(Clark & Wells, 1995)에서는 

지각된 위험과 함께 신체적 행동적 증상은 불

안을 높이는 자원이 된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면, 얼굴이 붉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볼 거라든지, 심장

이 두근거리면, 곧 통제력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들의 모형(Clark & Wells, 

1995)에 따르면 내부감각에 대한 인지편향 및 

정보처리 편향 때문에 더 불안해 진다고 볼 

수 있다. Stevens 등(2011)에 의하면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높은 신체내부지각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심박수가 높아지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 자신이 각성상태에 있다고 생

각하게 된다. 그 결과 각성상태가 타인들에게 

보일 것이며, 또한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불안증상을 나타낸다

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높은 신체내부지각 정

확도는 내부감각에 대한 오해석을 유발하여 

불안이 유발될 확률을 높인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사회불안의 인지모형(Clark & Wells, 1995)

에서 사회불안이 인지적 편향으로 인해 일

어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인지적 오류로 

인한 사회불안장애의 발생은 최근의 신경학

적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현재의 신경생물학

적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

은 휴지기 및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초점주

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인지적 

편향과 관계있는 디폴트모드네트워크(Default 

Mode Network; DMN)가 활성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abany, et al., 2017). 디폴트모드네

트워크(DMN)는 자기참조적 사고(self-referential 

thought) 및 마음이론(theory of mind; ToM)과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기참조적 사

고는 사회불안장애의 특징적 인지과정의 하나

인 자기초점주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내측

전전두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 MPFC)과 후

측 대상피질(posterior cingulate cortex, PCC), 전

측두정피질(Inferior Parietal cortex, 쐐기앞소엽

(precuneus)영역과 관계가 있다(Mayhugh, et al., 

2016). 따라서 디폴트모드네트워크(DMN)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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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는 사회불안의 주요인인 자기초점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마음이

론(ToM)은 자신의 마음을 바탕으로 타인의 마

음을 읽는 것으로 사회불안장애의 핵심적 인

지요인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

가 있으며, 내측전전두피질(MPFC), 측두-두정 

연접부(temporo-parietal junction, TPJ), 후측상측

두구(posterior end of superior tempor sulcus, 

pSTS), 측두극(temporial pole, TP)(Frith & Frith, 

2006;) 영역과 관련이 있다(Buckner, Andrews- 

Hanna, & Schacter, 2008). 따라서 디폴트모드네

트워크(DMN)는 자기초점주의 및 부정적 평

가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디폴트모드네트워크

(DMN)의 활성화로 인해 사회적 상황에서 일

어나는 신체내부감각을 부정적으로 처리하게 

되고 불안증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사

회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DMN이 늘 활성

화 되어 있으므로, 신체내부지각이 자기와 관

련된 것으로 부정적으로 평가 될 수 있다.

오른쪽 전측 뇌섬엽의 활성화는 DMN의 활

성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섬엽 

중 전측 뇌섬엽은 앞쪽 전측대상피질과 직접

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후측 뇌섬엽과는 기

능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Menon & Udddin, 

2010). 신체내부지각에서 특히 중요한 영역인 

오른쪽 전측 뇌섬엽(right Anterior Insula)은 

인지정보처리를 하는 동안 경쟁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중앙집행네트워크(Central Executive 

Network, CEN)와 디폴트모드네트워크(DMN)사

이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enon & Udddin, 2010). 즉, 오른쪽 전측 뇌섬

엽은 중앙집행네트워크(CEN)를 활성화하고, 디

폴트모드네트워크(DMN)를 비활성화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중앙집행네트워크(CEN)는 배외측

전전두피질(dlPFC), 후측대상피질(PCC), 상내측

전전두피질(superior medial prefrontal cortex), 상

두정피질(Superior parietal cortex)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중해서 일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

으로 작업기억을 담당하고, 주의를 통제하고, 

의사결정과 판단의 기능을 담당한다(Menon, 

2011). 디폴트모드네트워크(DMN)는 내측전전

두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 후측대상피질

(posterior cingulate cortex), 쐐기앞소엽(precuneus), 

모이랑회(angular gyrus)로 구성되어 있으며, 깨

어서 쉬고 있을 때, 외부세계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을 때 활동하는 영역으로 잡생각모드

라고도 한다(Raichle, et al., 2001). Sormaz 등

(2018)은 디폴트모드네트워크(DMN)가 외부과

제 수행 및 외부과제 수행과 관련된 사고를 

할 때 활성화되기도 한다고 제안하였다. 사회

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쉬거나 외부과제

를 수행할 때 도 이 영역이 활성화되는 경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abany, et al., 2017). 

이 영역이 활성화 될 경우 자기초점주의나 사

후반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같은 자

기관련 사고경향이 강해져서 불안이 높아진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

로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디폴트모드네트

워크(DMN)의 활성화로 인한 자기초점주의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인지적 편향

을 가지고 있고, 각성상태에서 신체에 대한 

내부지각은 불안을 더 강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불안

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기와 관련된 사고를 

통해 인지적 오류를 유발하는 디폴트모드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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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DMN)의 활동을 줄이는 방향의 개입이 

필요하다.

신체내부지각을 통한 사회불안의 조절

신체내부지각을 통해 사회불안을 경감시키

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는 

신체내부지각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이고, 둘째는 마음챙김과 함께 신체내부지각

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체내부지각의 정확성을 높여서 불안을 낮추

는 방법

신체내부지각 즉 내부감각에 주의를 기울이

는 능력은 스트레스에 대한 자동적이고 습관

적인 반응을 막을 수 있고, 보다 적응적이고 

조절적인 전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조건화

된 반응의 성공적인 소거를 위해 조건화된 반

응에 대한 주의를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는 증거가 있다(Hölzel et al., 2011). 

따라서 신체내부지각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정서 및 불안을 조절하는데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신체내부지각의 정확성을 향상시킴으로서 

불안을 경감시키고자하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 Sugawara 등(2020)의 연구에서는 일정

한 속도의 소리를 들려주고 자신의 심장박동

속도와 같은지 아닌지 답하도록 하여, 심장박

동에 대한 신체내부지각의 정확성을 향상시키

는 과제를 1주일 동안 진행하도록 했을 때, 

참가자들의 불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Yeng 등(2018)의 연구에서는 외부자극과 내부

감정에 집중된 주의력이 뚜렷한 신경신로를 

발생시켰으며, 더 오랫동안 호흡(내부 자극)에 

집중할 수 있었던 참여자들은 자기 참조적 처

리와 내측전전두엽(mPFC)과 디폴트모드네트워

크(DMN)를 포함하는 그 기능의 활성화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불안이 낮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

는 것이었다. 사회불안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

으로 신체내부지각을 하게 했을 때, 불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내부지각을 하게 

했을 때,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회불안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부정적 인지

편향과 부정적 디폴트모드네트워크(DMN)의 

활성화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Farb 등(2007, 2013)은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체내

부지각의 정확성을 높여서 불안을 감소시키

는 결과(Hölzel et al., 2011)를 얻기 위해 마음

챙김과 신체내부지각을 병행하는 과제를 실

시하였다.

마음챙김 훈련과 신체내부지각 훈련을 병행하

여 사회불안을 낮추는 방법

Farb 등(2007, 2013)의 연구에서는 마음챙김 

훈련을 하게 한 후, 신체내부지각을 하도록 

했을 때,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Farb 등(2007, 2013)의 두 연구

에서는 마음챙김을 한 집단과 마음챙김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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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단이 신체내부지각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마음챙김 훈련과 함께 

신체내부지각을 훈련한 집단은 불안이 낮아

졌고, 마음챙김 훈련 없이 신체내부지각을 

한 집단은 불안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Farb 등(2007)의 첫 번째 연구에서는 마음챙

김을 한 집단과 안 한 집단에서 신체내부지각

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 이들의(Farb et al., 2007)의 연구에서는 마

음챙김 훈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

을 대상으로 경험적 초점주의와 서술적 초점

주의를 하게 하였다. 경험적 초점주의 조건에

서는 자신의 감각에 초점을 두도록 하였고, 

서술적 초점주의에서는 ‘자신 있는’, ‘우울한’ 

등의 단어를 주고 자신과 관련 지어 생각하도

록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서술적 초점주의를 

한 참가자들은 디폴트모드네트워크(DMN)와 

언어 관련과정에 관여하는 언어 관련 좌측두 

네트워크(left lateralized network)가 활성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험적 초점주의 조건

의 경우 마음챙김 훈련 없이 개인적 경험에만 

초점을 두었을 경우, 좌측두 네트워크가 활성

화 되었지만, 마음챙김 훈련 후 경험적 초점

주의 조건에 참여했을 때, 디폴트모드네트워

크(DMN)와 언어 관련 중추인 좌측두 네트워

크가 비활성화 되었고, 뇌섬엽(Insula)과 신체내

부지각네트워크 내의 연결이 증가 되었다. 이

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음챙김 훈련 후, 

내부감각에 대한 주의를 하도록 했을 때, 디

폴트모드네트워크(DMN)의 활성화가 억제되고, 

신체내부지각에 대한 경험이 자기초점주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왜곡되지 

않아, 불안이 감소되었다고 추론 할 수 있다.

Farb 등(2013)의 두 번째 연구에서는 마음챙

김기반스트레스감소훈련(Mindful- ness based for 

stress reduction: MBSR)을 한 집단과 안한 집단

을 대상으로 신체내부지각으로 인한 배내측전

전두피질(DMPFC)의 활성화 여부를 알아보았

다. 배내측전전두피질(DMPFC)은 디폴트모드네

트워크(DMN)의 활동과 관련 있는 영역이고, 

이 영역이 활성화되면 마음의 방황이 일어난

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첫째, MBSR 훈련을 

받지 않은 참가자들이 내부(호흡) 혹은 외부 

감각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을 때, 배내측전전

두피질(DMPFC)이 활성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신체내부지각으로 인해 자기관련 사고

가 활성화 되고 마음의 방황이 일어난다는 것

이다. 둘째, MBSR훈련을 받은 집단이 신체내

부지각에 참여하도록 했을 때, 배내측전전두

피질(DMPFC)의 활동이 감소하고 후측 뇌섬엽

과 전측 뇌섬엽 사이의 연결성이 증가하여 뇌

섬엽이 더 크게 활성화 되었다. 신체내부지각

을 하는 동안 배내측전전두피질(DMPFC)의 활

성화가 감소 한다는 것은 마음의 방황이 감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마음챙김을 기반

으로 한 신체내부지각 등 신체에 대한 초점화

된 주의는 후측, 중간, 및 전측 뇌섬엽에서 신

경가소성을 유발하고, 신체로부터 후측뇌섬엽

(pINS)으로 전달되는 내부자극에 전측뇌섬엽

(aINS)이 더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배내측전전

두피질(DMPFC)활동을 위축시키고, 동시에 디

폴트모드네트워크(DMN) 및 배내측전전두피질

(DMPFC)(Farb et al., 2007, 2013)을 뇌섬엽으로

부터 분리시킨다(Farb et al., 2007, 2013). 따라

서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한 호흡에 대한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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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신체내부지각은 디폴트모드네트워크

(DMN)의 활성화를 감소시키고, 사회불안을 일

으키는 인지적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연구들에 따라, 마음챙김 훈련과 함께 

신체내부지각을 수행할 경우, 인지적 편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Kabat-Zin(1990)은 마음챙김이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이며, 의도적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순간순간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하였

다. 이러한 과정으로 마음챙김 훈련을 지속

하면 신체내부지각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디

폴트모드네트워크(DMN)의 활성화가 줄어들

고, 중앙집행네트워크(CEN)의 활성화를 강화

시켜 불안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먼저 최근 감정과 감각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는 신체내부지각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리고 신체내부지각과 사회불안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고, 신체내부지각을 이용

하여 사회불안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정상인의 경우 내부 신체 증상을 

지각하는 것이 사회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있

었으나(Paulus & Stein, 2010), 사회불안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내부 신체 감각에 대한 지각이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Domschke 

et al., 2010). 이러한 현상은 사회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 때문인 것

으로(Clark & Wells, 1995) 볼 수 있다. 사회불

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

지편향이 신체내부에서 발생하는 감각을 부정

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다. 생리적으로

는 사회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일없이 휴식을 하고 있을 때나 특정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디폴트모드네트워크가 활성화

되는 경향이 높고(Rabany, et al., 2017), 디폴트

모드네트워크는 자기참조적 사고나 마음이론

(theory of Mind)과 관계있는 것으로 자기초점

주의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

게 되고(Rabany, et al., 2017), 이러한 인지적 

편향이 내부감각에 대한 부적응적 지각을 유

발하여 사회불안증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오른쪽 전측 뇌섬엽의 기

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른쪽 

전측뇌섬엽이 활성화될 경우 중앙집행네트워

크(CEN)이 활성화 되고, 디폴트모드네트워크

(DMN)이 억제되는데 신체내부지각에서 디폴

트모드네트워크(DMN)의 활성화로 불안이 일

어나는 것은 뇌섬엽의 기능상의 문제이거나 

디폴트모드네트워크(DMN)의 활성화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체내부지각을 기반으로 사회불안을 

경감시키는 접근 방법에는 신체내부지각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Sugawara et al., 2020; 

Yeng, et al., 2018),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신체

내부지각을 훈련하는 방법(Farb, et al., 2007, 

2013; Price & Hooven, 2018)이 있었다. 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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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부지각만 훈련하는 것 보다는 마음챙김 

훈련과 함께 신체내부지각을 하도록 했을 때 

불안을 조절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사회불안과 내부 

신체감각에 대한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

었다. 둘째, 사회불안과 신체내부지각의 관계

를 살펴봄으로써, 그 관계에 대한 연구를 촉

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불안

의 조절에서 신체내부지각적 접근만으로 개입

하기보다는 마음챙김적 훈련과 함께 개입할 

경우 효과가 더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신체내부

지각의 치료적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연구들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

째,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을 상담할 시 상

담 및 심리치료 장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첫째, 신체내부지

각에 마음챙김을 결합한 방법을 통해 사회불

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둘째, 마음챙김 훈련 중(예: 호흡명

상, 걷기명상, body scan, 생각에 대한 알아차

림 등) 어떤 활동이 불안을 감소시키는 신체

내부지각의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함

으로써, 사회불안에 대한 개입을 좀 더 구체

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휴지기에 디폴트모드네트워크(DMN)

의 활성화로 자기초점주의, 부정적 평가에 대

한 두려움, 사후반추 등이 일어나 사회적 상

황이나, 수행장면에서 사회불안이 일어난다는 

연구결과들에 대해 어떤 인지활동이 사회불안

을 줄일 수 있는지 탐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

을 것이다. 넷째,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의 휴지기 혹은 사회적 상황에서 

디폴트모드네트워크의 활성화의 차이를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 상황 및 사회

적 상황에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

람들의 오른쪽전측 뇌섬엽과 중앙집행네트워

크(CEN)와 디폴트모드네트워크(DMN)의 활동 

경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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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Disorder and Interoception:

focusing on neurophysiological mechanisms

Young Keun Hong

Busan Digit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disorder and interoception, and examined the ways 

to improve social anxiety disorder by combining interoception and mindfulness through literature review.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oception and social anxiety, it was found that those with 

low social anxiety were reduced by interoception, and those with high social anxiety were increased by 

interoception.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n anxiety when the people with high anxiety performed 

interoception wa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ognitive bias such as fear of negative evaluation of people with 

social anxiety negatively interpreted the internal sense of the body. Second, the fear of self-focused attention 

or negative evaluation due to activation of the default mode network was confirmed to be due to the 

increase in self-referential thought. Third, it was found that the function of the right front insula, which acts 

as a switch between the central execution network and the default mode network, is a problem.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people with high social anxiety, unlike those with low social anxiety, have 

increased social anxiety due to interoception because of maladaptive interpretation of body internal sense.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method to reduce anxiety by using interoception, first, anxiety was reduced by 

increasing the accuracy of interoception in people with low social anxiety. Second, in the case of people with 

high social anxiety, anxiety decreased when the accuracy of interoception increased after mindfulness trai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ble to explain the cause of social anxiety more specifically with interoception, 

and to explore ways to improve social anxiety based on interoception. Finally, the meaning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anxiety disorder, interoception, insula, default mode network, mind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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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조건적 관심과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자기비판의 매개효과*

 이   신   헌                      최   윤   정**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교상담전공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조건적 관심과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

자비적 태도와 자기비판적 태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강원도 내 12

개 시군지역 중고등학교 재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성실하게 답한 324

명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분석을 하였다. 변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구조방정식 모형

을 활용하여 측정모형 및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청소년이 지

각한 부모의 조건적 관심과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조건적 관심과 자기자비적 태도는 정적 상관을, 자기비판적 태도와는 부적 상

관을 나타냈다. 셋째, 자기자비적 태도는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자기비판적 태도는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넷째, 부모의 조건적 관

심과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적 태도와 자기비판적 태도 모두 완전 매

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 감소를 위한 학교상담 프로

그램 개입으로 자기자비적 태도의 향상과 자기비판적 태도의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어 : 부모의 조건  심, 청소년의 조건  자존감, 자기자비  태도, 자기비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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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범죄나 따돌림, 

우울, 자살과 같은 사건사고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불안한 심리적 

문제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청소년

은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 자기비난 등 

부정적 판단을 경험하게 되면 우울, 공격성, 

자해 및 자살 등 충동적인 정서와 행동에 이

를 수 있다.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을 예방

하고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긍

정적 이해를 확립하고 수용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건강의 대표적인 지표로 

널리 활용되는 자존감은 청소년기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장명희, 2004; Mann, Hosman, 

Schaalma, & de Vries, 2004).

  Rosenberg(1989)는 자존감을 자신에 대한 긍

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된 자기 존중

의 정도,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

는 것으로 정의했다. 자존감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을 주장할 자격이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으

로 정의되기도 한다(Branden, 1992). 여러 연구

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포괄해볼 때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고 요약할 수 

있다(Coopersmith, 1967). Kernis(2003)는 자존감

을 강건한 자존감(Secure self-esteem)과 취약한 

자존감(Fragile self-esteem) 두 가지로 분류하였

다. 강건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치감

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비의존적이고 시간 

경과에도 안정적이며, 쉽게 위협 받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취약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내

적, 외적 기준 변화에 따라 자기가치가 달라

지는 불안정한 특성을 보인다. 감당하기 어

려운 상황과 사건을 만나게 되면, 자존감이 

위협받는 것으로 생각하여 분노와 비난을 보

인다(Borton, Crimmins, Ashby & Ruddi, 2012; 

Kernis, Lakey & Heppner, 2008; Deci & Ryan, 

1995). 이러한 취약한 자존감에는 조건적 자존

감(contingent self-esteem)이 포함되는데, 조건적 

자존감이란 자기 내부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

를 충족시켰을 경우에만 유지될 수 있는 자존

감으로, 조건에 기반한 자존감을 말한다(Deci 

& Ryan, 1995). 이렇게 타인의 평가기준에 영

향을 받는 자존감은 진정한 자기가치감을 반

영하지 못하며(Alicke & Govorun, 2005; Hayes, 

Strosahl & Wilson, 1999), 특정 영역의 성취결과

에 따라 수반적인 특성을 지니므로 실패나 성

공에 의해 불안정성을 보인다(Crocker, Luhtanen, 

Cooper & Bouvrette, 2003). 따라서 청소년의 건

강한 심리사회적 발달을 조력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자존감의 측면보다는 취약한 자존감 

형성 과정에 주목하여 그 경로를 차단하는 개

입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자 개인의 심리

적 구성개념인 자존감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녀가 부모의 양육

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자존감이 

높게 나타난다(송인섭, 1989).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수용하고 지각하는가에 따

라 자녀의 성격, 인지, 행동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와 상이할 

수 있다.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태도보다 자녀

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존

감 형성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오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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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승, 1982; 조순애, 2003). 부모의 조건적인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조건적 관심

(parental conditional regard)은 자녀가 자신의 기

대대로 행동했을 때 관심과 애정을 주거나 기

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관심을 철회하는 것이

다(Assor, Roth, Deci, 2004). Rogers(1959)는 조건

적 관심을 언급하며 인간이 자신에게 중요하

다고 생각되는 타인의 관심과 애정을 원하기 

때문에 부모의 긍정적 관심은 개인에게 큰 영

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조건적 관심은 청소년의 조건적 자

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에 대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ernis, Brown과 Brody 

(2000)는 부모의 통제 및 조건적인 의사소통 

패턴과 같은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취약한 자

존감을 촉진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를 확장

한 Assor 등(2004)은 부모의 조건부 관심은 자

녀가 특정 행동을 달성할 때 주로 주어지고, 

자녀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철

회되는 부모의 애정과 승인은 자녀의 자기평

가에 대한 내향성과 강하게 연결된 지배적인 

의사소통 패턴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모의 조

건적 관심에 대해서 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부

정적인 관심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아

동의 특정 행동 영역에 대해 부모의 조건적 

긍정적 관심에 대한 지각이 부모의 조건적 부

정적인 관심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아

동의 부적응적인 자기 느낌과 노력 추구의 대

처(예. 강박적인 과잉 노력, 도전의 회피)를 예

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Assor & Tal, 2012).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Kollat(2007)의 연구

에서도 부모의 조건적 관심이 청소년의 조건

적 자존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부모의 조건적 관심

은 청소년이 선택할 수 없는 요인으로 진정한 

자기가치감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건적 자존감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

모의 조건적 관심으로 인한 조건적 자존감 형

성의 과정을 유지하거나 차단하는 매개변인의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한 자존감 형성을 지원

하는 개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최근에 자존감의 부정적 특성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자기자비(self-compassion)가 조명 받고 

있다. 자기자비는 자신에 대한 자비(慈悲)를 

의미하며, 온정과 연대감, 관심을 갖고 괴로움

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과 관련된다(Neff, 2003b). 즉, 자기자비는 개인

이 고통, 실패, 부적절감 등을 경험할 때, 자

신에 대해 비난하거나 주어진 고통을 무시하

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인간의 보편

적인 경험 중 하나로 여기고, 비판단적인 이

해와 따스함을 통해 부정적 경험에 균형 잡힌 

조망을 취한다. 이는 고통스런 감정이 억압, 

과장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조건적 관심과 자기자비의 관

계는 부모의 조건적 관심과 유사한 양육태도

인 권위주의적․통제적 양육태도와 자기자비

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부모의 권위주의적․통제적 양육태도와 

자기자비의 관계는 부적상관을 나타낸다고 보

고되었는데(백동희, 2016; 고정미, 2019; 서은

미, 2019), 백동희(2016)는 높은 통제와 낮은 

반응성을 특징으로 하는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는 자녀가 자기자비가 아닌 자기비판의 발달

에 더 몰두하게 한다고 보았으며, 고정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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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자녀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갖더라도 자기자비 수준이 높

으면 대인관계문제를 덜 겪게 될 것이라고 보

고했다. 또한 Griffith와 Griffith(2013)는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무조건적 긍정적 존

중과 자기자비가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보

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에 기초해 볼 때, 

부모의 조건적 관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청소

년일수록 자기자비의 수준은 낮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자기자비와 조건적 자존감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

다. 조건적 자존감은 자기가치가 원하는 상태

와 이상에 대한 개인적인 능력, 성과, 달성에 

조건부인 자기 태도로서(Crocker & Wolfe, 2001; 

Leary, Tate, Adams, Batts & Hancock, 2007), 이

상적 자아와 실제 자아 사이의 불일치에서 발

생하는 자기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자기비판적인 태도는 문제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실패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일방적으로 회피하는 태도

로서 조건적 자존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으며(Neff & Vonk, 2009), 자신에 대해 전반

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와 정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Whelton & Greenberg, 2005). 반대로 무

조건적인 자기가치를 통합한 자기자비는 지각

된 부적절 또는 실패의 상황에서 자기친절의 

자세와 자기가치, 연민을 갖도록 한다(Leary et 

al., 2007). Neff(2009)는 자기자비를 무조건적 

자존감에 가장 근접한 개념으로 제시하였는데, 

자존감 위협 상황에 대한 방어와 자존감 유지

에 있어서 자기가치의 적절성과 안전감을 확

보하고,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자

기자비의 특징을 무조건적 자존감과 유사하다

고 본 것이다. 고은정(2014)은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자비가 전반적 자존감, 

심리적 안녕감, 상태자존감과 정적상관을 보

였으며, 조건적 자존감, 부정 정서와는 부적상

관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높은 자존감 

집단 중 높은 조건적 자존감을 지닌 불안-취

약 집단과 높은 자존감 집단 중 낮은 조건적 

자존감을 지닌 안정-건강 집단의 자기자비 수

준에 따른 비교를 통하여 자기자비가 심리적 

불안정, 무능감, 자존감의 위협 상황 등 부정

적 정서 상황에서 감정을 수용하고 균형 잡힌 

알아차림의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

다. 이러한 조건적 자존감과 자기자비의 선행

연구를 통해 자기자비의 2요인 구조 중 자기

자비적 태도는 무조건적 자존감과 유사한 개

념으로서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에 부적인 

영향을, 자기비판적 태도는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의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로 구

분되는 2요인 구조모형을 고려하여 자기자비

적 태도와 자기비판적 태도가 부모의 조건적 

관심과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의 관계를 매

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친절, 마음챙

김, 보편적 인간성과 같은 자기자비의 긍정적 

지표는 정신건강과 정적 관계가 있는 반면, 

자기비판, 고립, 과잉동일시와 같은 부정적인 

지표들은 정신병리와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Muris & Petrocchi, 2017).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의 조건적 관심이 청소

년의 조건적 자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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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기자비의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를 

동시에 살펴보는 매개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

고자 한다. 즉, 부모의 조건적 관심과 청소년

의 조건적 자존감, 자기자비의 선행연구를 통

해 자기자비적 태도는 무조건적 자존감과 유

사한 개념으로서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에 

부적인 영향을, 자기비판적 태도는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이를 통

해서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 형성 과정을 차

단하거나 형성된 조건적 자존감을 건강한 자

존감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자기자

비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으로,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무조건적 

자존감의 형성과 관련하여 학교 상담 현장에

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개입 방안의 기초 

정보와 청소년의 자기자비 증진 프로그램 개

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

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조건적 관심, 자기자비, 청소년의 조건

적 자존감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가?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조건적 관심은 

자기자비(자기자비적 태도, 자기비판적 태도)

를 통해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에 영향을 미

치는가?

연구 방법

연구 상

  본 연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03월까

지 강원도 내 12개 시․군지역의 중․고등학

교 재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성실하게 답한 32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학생 132명(40.7%), 여학생 192

명(59.3%)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학년분포는 중학교 1학년 44명(13.6%), 2학

년 63명(19.4%), 3학년 97명(29.9%), 고등학교 1

학년 50명(15.4%), 2학년 39명(12.0%), 3학년 31

명(9.6%)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부모의 조건적 관심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부모의 

조건적 관심을 측정하기 위해 Roth, Assor, 

Niemiec, Deci 와 Ryan(2009)의 조건적 관심 척

도와 Williams, Grow, Freedman, Ryan 과 Deci 

(1996)가 개발한 자율성 지지 척도를 조한익과 

조윤희(2011)가 새롭게 번안하여 만든 부모의 

조건적 관심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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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형

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1점에서 5점으로 구성 되어 있다. 조건

적 관심강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우리 부

모님은 평소보다 더욱 따뜻한 태도로 대해주

신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 부모님

은 훨씬 더 칭찬을 많이 해주신다’ 등의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건적 관심철회의 정도

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내가 학교에서 만족

스러운 성적을 받지 못하면 부모님은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신경을 덜 쓰시

는 것 같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율성 지지를 측정하는 9문항으로 ‘우리 부모

님은 혼자 결정하시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선

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우리 부모님은 내

가 부모님의 의견대로 따를 것을 요구하신다’ 

등과 같이 역방향 문항과 정방향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

수 .924이었다.

  조건적 자존감 척도

  조건적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성공

적인 수행, 기대, 주변의 인정을 받는 상황에 

의존하는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Paradise와 

Kernis(1999)가 개발한 조건적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7문항의 5점 리커트 형식으

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으로 구성 되어 있다. 타인에 의

존적인 조건부 자아존중감 7문항, 외부상황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자아존중감 6문항, 자기 

내부 기준에 기반을 둔 조건부 자아존중감 4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886이었다. 

  자기자비 척도

  자기자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Neff(2003b)가 

개발한 자기자비 척도를 김경의, 이금단, 조용

래, 채숙희, 이우경(2008)이 번안한 한국판 자

기자비 척도(K-SC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자기자비의 2요인 구조로서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 챙김은 ‘자기자비적 태

도’로, 자기비판, 고립, 과잉 동일시는 ‘자기비

판적 태도’로 정의하였다. 자기비판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 자기자비 척도의 역채점 

문항인 자기비판, 고립, 과잉 동일시 문항은 

역채점 하지 않았다. 총 26문항으로 측정 문

항은 모두 1점 5점 리커트 형식으로 ‘전혀 그

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

점으로 구성 되어 있다. 자기친절 5문항의 신

뢰도는 .803, 보편적 인간성 4문항의 신뢰도는 

.693, 마음챙김 4문항의 신뢰도는 .799, 자기비

판 5문항의 신뢰도는 .735, 고립 4문항의 신뢰

도는 .791, 과잉 동일시 4문항의 신뢰도는 .737

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비 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930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사회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24.0와 Amos 24.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둘째, 활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

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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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의 전반적 양상 확인과 다변량 정규

분포성(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 검증을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

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넷째, 부모의 조건적 

관심, 자기자비,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의 상

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여부확인을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

출하였다. 다섯째,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

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여

섯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부모의 조

건적 관심, 자기자비적 태도, 자기비판적 태도,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일곱째, 부모의 조건적 관심이 자

기자비적 태도 및 자기비판적 태도를 통해 청

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기술통계  상 계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통해 얻은 측정변

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와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

의 측정변인의 왜도 값의 범위는 -.514∼.778, 

첨도 값의 범위는 -.625∼1.056으로 다변량 정

규분포성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변인들 간의 

관계는 부모의 조건적 관심과 청소년의 조건

적 자존감은 부적상관(r=-.190, p<.01), 부모의 

조건적 관심과 자기자비적 태도는 정적상관

(r=.230, p<.01), 부모의 조건적 관심과 자기비

판적 태도는 부적상관(r=-.175, p<.01)을 나타

냈다.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과 자기자비적 

태도는 부적상관(r=-.465, p<.01), 청소년의 조

건적 자존감과 자기비판적 태도는 정적상관

(r=.534, p<.01)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80

의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이는 측정변인들 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

제가 없었다. 

측정모형의 확인  요인분석

  본 연구의 잠재변인을 각각의 측정변인들이 

잘 측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헤이우드 케이스(Heywood case)를 확인하

여 측정오차 값을 .005로 지정하였다(Rindskopf, 

1984; Dillon, Kumar & Mulani, 1987). 측정모형

에 대한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χ²(카이제

곱), 절대 적합도 지수인 RMSEA, GFI, 비교 적

합도 지수인 CFI의 네 가지 적합도 지수를 중

심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 

측정모형 적합도는 χ²=204.894(df=49, p<.001), 

GFI=.900, CFI=.920, RMSEA=.099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05

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RMSEA<.08이면 괜

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RMSEA<.10이면 보

통 적합도(mediocre fit), RMSEA>.10이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를 각각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따라서 χ²을 제외한 적합도 

지수가 수용기준을 만족하였다. 타당도 역시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의 요인부하량(.544

∼1), C.R(9.305~18.329, p<.01)으로 타당도 기

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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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p<.001

그림 2. 구조모형

χ²(df, p) GFI CFI SRMR RMSEA

구조모형 171.609(48, .000) .918 .936 .0555 .089

적합도 판정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도 기준 p>.05 >.90 >.90 <.080 <.10

표 3. 구조모형의 합도 지수

χ²(df, p) GFI CFI SRMR RMSEA

구조모형 204.894(49, .000) .900 .920 .0646 .099

수용기준 p>.05 >.90 >.90 <.080 <.10

표 2. 측정모형의 합도 지수

구조모형의 합도 분석

  본 구조모형에서는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모형의 수정을 진행하였다. 인과관계가 없는 

자기자비적 태도와 자기비판적 태도의 구조오

차인 ‘d2’과 ‘d3’, 내생잠재변수인 청소년의 조

건적 자존감의 측정오차인 ‘e7’과 ‘e9’간 공분

산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경

로를 연결하였다. 이 경로는 측정오차 및 구

조 오차 간의 경로로써 본 연구가 검증하고자 

하는 잠재변수들 간의 구조모형과는 관련이 

없는 수정사항이다. 구조모형을 수정한 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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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경로 B β S.E. C.R.

부모의 조건적 관심 → 자기자비적 태도  .238*** .298 .048 4.918

부모의 조건적 관심 → 자기비판적 태도 -.173*** -.250 .041 -4.172

부모의 조건적 관심 →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  -.016 -.021 .039  -.408

자기자비적 태도 →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 -.272** -.293 .098 -2.776

자기비판적 태도 →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   .461*** .429 .115 4.010

**p<.01, ***p<.001

표 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유의도

합도를 검증한 결과 χ²을 제외한 적합도 지수

가 수용 기준을 만족하였다. 적합도 분석 결

과를 표 3에 제시하였으며, 구조모형의 잠재

변인 간 통계적 유의도와 상관방향을 그림2와 

표 4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조건적 관심에서 각 변인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자기자비적 태도로의 경로

(β=.30, p<.001)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고, 자기비판적 태도로의 경로(β=-.25, 

p<.001)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

며,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으로의 경로는 유

의하지 않았다. 자기자비적 태도에서 청소년

의 조건적 자존감으로 가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고(β=-.29, p<.01), 자기

비판적 태도에서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

다(β=.43, p<.001). 구조모형에서 부모의 조건

적 관심이 자기자비적 태도 및 자기비판적 태

도를 통해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경로

별 간접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

수(phantom variable)를 적용하여 간접효과를 추

정하였으며(Macho & Ledermann, 2011), 부트스

트랩 표본 수는 2,000 표본, 95% 신뢰수준을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제시된 경로에 대한 직

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설명량을 표 5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조건적 관심에서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의 직접효과(β=-.021)와 자기자비적 태

도와 자기비판적 태도를 통한 간접효과(β= 

-.194, p<.01)를 더하여 전체효과(β=-.216, 

p<.01)를 이룬다. 부모의 조건적 관심에서 청

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의 직접효과(β=-.021)와 

부모의 조건적 관심에서 자기자비적 태도를 

통한 간접효과(β=-.087, p<.01)를 더하여 전체

효과(β=-.108, p<.01)를 이룬다. 부모의 조건적 

관심에서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의 직접효과

(β=-.021)와 부모의 조건적 관심에서 자기비판

적 태도를 통한 간접효과(β=-.107, p<.01)를 

더하여 전체효과(β=-.128, p<.01)를 이룬다. 자

기자비적 태도에서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은 

직접효과(β=-.293, p<.01)를 가지며, 자기비판

적 태도에서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 또한 직

접효과(β=.429, p<.001)만 가진다. 이 모든 효

과들이 함께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의 총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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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설명량

부모의 조건적 관심 →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 -.021 -.194** -.216**

47.4%

부모의 조건적 관심 → 자기자비적 태도 

→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
-.021 -.087** -.108**

부모의 조건적 관심 → 자기비판적 태도

→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
-.021 -.107** -.128**

자기자비적 태도 →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 -.293** - -.293**

자기비판적 태도 →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 .429*** - .429***

부모의 조건적 관심 → 자기자비적 태도 .298*** - .298*** 8.9%

부모의 조건적 관심 → 자기비판적 태도 -.250*** - -.250*** 6.2%

**p<.01, ***p<.001

표 5. 구조모형의 변인 간 경로 효과 분석

량의 47.4%를 설명하고 있다. 부모의 조건적 

관심에서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으로 가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본 구조모형

에서는 부모의 조건적 관심이 자기자비적 태

도와 자기비판적 태도를 통하여 청소년의 조

건적 자존감을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부모의 조건적 관심은 자기자비적 태도에 

직접효과(β=.298, p<.001)를 가지며 자기자비

적 태도의 총 변량의 8.9%를 설명한다. 또한 

부모의 조건적 관심은 자기비판적 태도에도 

직접효과(β=-.250, p<.001)를 가지며 자기비판

적 태도의 총 변량의 6.2%를 설명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조건적 

관심과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적 태도와 자기비판적 태도의 매개효

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이 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조건적 관심이라는 상황에서 청

소년의 자기자비적 태도와 자기비판적 태도가 

조건적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

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조건적 관심, 자기

자비,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 간에는 유의미

한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한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조건적 관심과 청소

년의 조건적 자존감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조건적 관심과 가치의 조건화가 

자녀의 조건적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다는 주장(Rogers, 1959)과 다른 결과이

며, 부모의 조건적 관심, 통제, 조건적인 의사

소통 패턴과 같은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취

약한 자존감과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와도 

다른 결과이다(손석한 등, 2001; Kernis et al., 

2000; Kollat, 2007). 

  한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조건적 관심

과 자기자비적 태도는 정적인 상관을, 자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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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 태도와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부모

의 조건적 관심과 자기자비적 태도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낸 것은 부모의 권위주의적․통제

적 양육태도와 자기자비의 관계가 부적상관을 

보였다는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백동희, 2016; 

고정미, 2019; 서은미, 2019). 또한 부모의 조

건적 관심과 자기비판적 태도가 부적 상관을 

나타낸 것은 부모의 조건적 존중과 심리적 통

제가 내적 강박, 부모에 대한 분노, 실패 후의 

죄책감, 실패 전의 불안 등과 정적상관을 보

이며, 의존성과 자기비난을 많이 한다는 연구

와도 다른 결과이다(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2008; Assor et al., 2004). 그러나 부모의 조건적 

관심에 대해서 다시 조건적이되 긍정적인 관

심과 부정적인 관심의 두 가지 유형의 조건적 

관심으로 살펴본 연구들(Assor & Tal, 2012; 

Roth et al., 2009)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이 둘

의 현상을 독립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유추해볼 때, 조건적 관심 

강화와 조건적 관심 철회, 그리고 자율성을 

지지하는 조건적 관심의 하위요인으로 부모의 

조건적 관심 전체를 측정할 경우, 부모의 조

건적 관심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함께 포

함되어 부모의 조건적 관심을 애정과 존중의 

표현의 정도로 산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

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와 다른 위의 두 결과는 청소년이 

부모의 조건적 관심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였기 

때문으로 예상되며, 교류분석과 토착심리, 사

회적 바람직성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이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기 어려

운 상황에서 부모의 조건적 관심인 부정적 스

트로크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것이다. 현대 맞

벌이의 증가와 가족 내 정서교류의 감소는 청

소년의 정서적 방임 상태를 초래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은 부모의 조건적인 관심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 긍정적 스트로크

를 받지 못하면 부정적 스트로크라도 받고자 

하며(James & Jongeward, 1971), 무관심보다는 

부정적 스트로크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교류분

석 이론의 관점은 청소년이 부모의 조건적 관

심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하거나, 조건적/무

조건적인 것과 상관없이 ‘부모의 관심’ 그 자

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한국 청소년이 부모에 대한 효(孝) 정

신 등 유교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 대신 긍정적인 보

고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

과 부모의 신뢰의식에 대한 토착심리 연구에

서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개별적인 특성, 신

뢰할만한 객관적 이유에 근거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혈연으로 맺어진 관

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신뢰가 높았다는 

보고(김의철, 박영신, 2004)와, 청소년의 신뢰

와 불신의식에 대한 토착심리를 분석한 연구

에서 부모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신뢰’한다는 반응이 가장 대표적

이며 그 외에 ‘희생’, ‘이해해 줌’, ‘존경함’ 등

이 있다는 연구 결과(송옥란, 2018)를 지지한

다. 또한 한국과 독일 청소년이 부모에 대해 

갖는 이상화 경향을 비교한 연구에서 한국 청

소년들이 더 높은 부모 이상화 경향을 보인다

는 결과(김혜온, 이진순, 2006; Kim & Hoppe- 

Graff, 2000)의 일부를 지지한다.

  셋째, 청소년이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 과도

한 경쟁을 통해 형성하게 된 조건적인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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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조건적 관심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만든 것이다. 부모의 조건적 관심과 기대에 

따른 청소년의 조건적 행동이 칭찬과 인정이

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반복, 학습될수록 청소년은 부모의 조

건적 관심을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것으로 여

길 수 있다. 이러한 조건화의 과정은 사회변

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화 능력,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긍정적 보고를 하는 사회적 바람직성(Paulhus, 

1998)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토착심리 연구에서 서

양의 청소년은 부모의 통제를 부정적으로 인

식하는 반면, 한국 청소년은 부모의 통제를 

자신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지원 등으로 긍정

적으로 지각했다는 결과를 지지한다(박영신, 

김의철, 2003). 

  결국 부모의 조건적 관심이나 부모의 양육

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 형성은 감소될 수 있으며, 자

기자비적 태도와 같이 긍정적인 태도는 증가

하고 자기비판적 태도와 같이 부정적인 태도

는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자비적 태도와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자기비판적 태도와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자기자비

적 태도와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이 부적 상

관을 보인 것은 자기자비가 우울, 불안, 조건

적 자존감 등 부정적인 정서와는 부적상관이 

보였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는 결과이

다(고은정, 2014; 유연화, 이신혜, 조용래, 2010; 

심우엽, 2013; 박세란, 이훈진, 2013; Neff & 

McGehee, 2010; Raes, 2010; Van Dam, Sheppard, 

Forsyth & Earleywine, 2011). 자기자비는 고통을 

선명하게 인식하면서 객관적인 시각과 균형감

을 유지하는 태도로서 자기 동정이나 자기합

리화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박세란, 이훈

진, 2015), 본 연구에서도 자기자비적 태도가 

조건적 자존감 형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자기비판

적 태도와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의 정적 상

관을 보인 것은 자기비난이나 고립감, 우울 

등과 같이 부적응적인 태도가 자신의 부정적 

가치에 집중하도록 하며, 자신에 대한 가혹한 

판단과 비판을 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Blatt, Quinlan, Chevron, McDonald & 

Zuroff, 1982; Bowlby, 1980; Nolen-Hoeksema, 

1991). 이는 자기비판적 태도가 부정적 정서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만들거나 실패의 의미를 

확대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하게 만든다

는 보고(Neff & Vonk, 2009)를 지지하는 결과

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조건적 

관심이 자기자비의 긍정적 지표인 자기자비적 

태도와 부정적 지표인 자기비판적 태도를 통

해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이중 매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조건적 관심은 자기자비적 태

도를 통해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비판

적 태도를 통해서는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조건적 관심과 청소년의 조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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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 자기자비적 태도와 자기비판적 태도를 

통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조건적 관심이 청소

년의 조건적 자존감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모의 조건적 관

심이 자기자비적 태도를 통해서는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 형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자

기비판적 태도를 통해서는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 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자기자비의 긍정적인 지표들이 부정적 

정서를 완화한다는 연구(Trompetter, Kleine & 

Bohhlmeijer, 2017)를 지지하는 결과이자, 자기

비판적 태도가 자신의 실패를 비판하게 만들

고 외모나 행동, 생각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

게 한다는 연구(Whelton & Greenberg, 200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결국 청소년이 자기자비

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청소년의 조건적 자

존감 형성과 정도를 방지하거나 낮출 수 있으

며, 청소년이 자기비판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

면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 형성과 정도를 촉

진시키거나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

건적 자존감 감소 및 자기자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존

의 자존감 및 자기자비 관련 프로그램은 자존

감과 자기자비적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집

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존감 유

형 중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 유형인 조건적 

자존감에 초점을 두었으며,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의 방향으로 

자기자비적 태도를 향상시키는 접근과 더불어 

자기비판적 태도의 감소를 위한 접근이 청소

년의 건강한 자존감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다

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교육현장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건강한 자존감 형

성을 위해서 자신을 향한 자기자비적 태도의 

함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기자비

적 태도와 자기비판적 태도 모두 완전매개 요

인으로 확인된 본 연구의 결과는 조건적 자존

감 형성을 차단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기자비를 함양하는 개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이는 삶의 주

인으로서 청소년이 취하는 태도가 자기비판적

이라면 조건적 자존감 형성을 촉진시킬 것으

로 예상할 수 있고, 반대로 청소년의 태도가 

자기자비적이라면 조건적 자존감 형성을 방지

하거나 낮추며, 더 나아가 건강한 자존감 형

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

육현장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자존감 형성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이 삶의 주체라는 것에 대

한 인식 교육과 더불어 자기자비적 태도와 자

기비판적 태도의 특징과 영향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최근 ADHD를 비롯하여 적대적 반항

장애, 품행장애 등 다양한 정신병리적 문제를 

나타내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현장에 

자기자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

성을 시사한다. 교육현장의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자비 및 마음챙

김 관련 치료기법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

재까지 도입과 실천은 미미한 실정이다. 명상 

등 자기자비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자비적 태

도 및 자기비판적 태도에 대한 성찰은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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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고 연민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훈련시

킴으로써 자신이 원치 않는 상태에서도 자기 

확신감을 키울 수 있으며, 자신과 관련된 부

정적 사고와 동일시하지 않고 스스로 창출하

는 괴로움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Gilbert & Procter, 2006; Leary et al., 2007).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강원

도 소재의 12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

로 진행되었다. 이는 연구결과를 전국의 중․

고등학생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에 한계

가 있다. 또한 청소년기 중․고등학생 간의 

신체․심리 발달적 차이가 존재하여 다른 경

향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자를 전국단위로 선정하되 중학생, 고등

학생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

를 타당화해 볼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

의 결과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성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자기자비를 

다룬 선행연구들에서는 종종 성차가 보고되고 

있으며, 남성의 자기자비수준이 여성의 자기

자비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박지혜, 이주영, 2018; 윤혜경, 정남운, 2017),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의 성비를 균일하게 표집

하여 자기자비 매개효과의 성차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조

건적 관심이 청소년의 조건적 자존감과 부적

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

와 다른 결과로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의 조

건적 관심과 함께 조건적 자존감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요인이나 부모의 양

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제시하게 만드는 사회적 

바람직성, 이상화, 암묵적 심리, 자기기만 등

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해볼 것을 제언한다. 

더불어 부모의 조건적 관심의 긍정적 유형과 

부정적인 유형을 구분하여 조건적 관심이 청

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보다 정 하게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

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조건적 관심

과 자기자비적 태도가 정적 상관을, 자기비판

적 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지각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유교문화권과 비유교문화권 청소년 집단 간 

부모의 관심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살펴볼 것

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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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mpassion and Self-Critic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onditional Interest and 

Adolescents’ Conditional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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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ditional regard of parent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the conditional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o identify the role of self-compassion as a factor that blocks the process of forming conditional self-esteem 

or a factor that can improve the conditional self-esteem formed by healthy self-esteem. The survey data of 

324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Gangwon-do were analyzed by SPSS 24.0 and Amos 24.0 

program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ditional regard of parent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the conditional self-esteem of adolescent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Second, the 

conditional regard of parents perceived by adolescen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compassionate 

attitude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critical attitude. Third, self-compassionate attitude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conditional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self-critical attitude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conditional self-esteem of adolescents.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onditional regard and 

adolescents’ conditional self-esteem, self-compassionate attitude and self-critical attitude showe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These results provide information that program design for improving self-compassion 

attitude and reducing self-critical attitude would be effective for intervention of decreasing conditional 

self-esteem in the school counseling program.

Key words : parental conditional regard, adolescents’ conditional self-esteem, self-compassionate attitude, self-critic attitude

* This study is the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 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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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의 형태는 A4 용지에 작성한 것으로 한다. 본 학회지의 한 페이지에는 한글로 약 1,800

자, 영문으로 약 3,700자 (약 550단어)가 들어감을 고려하여 원고를 작성하기 바란다. 원고의 

길이는 15-20페이지 이내를 권장한다.

6. 모든 연구논문은 150단어(600자)안팎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포함해야 한다. 각 초록에는 5

개 이내의 주요어(keywords)를 포함해야 한다.

7. 제출된 원고는 학회지 논문심사위원 2명의 무기명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

부의 최종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짧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게재키로 결정된 원고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

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저자 확인 주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교신저자의 연락가능 한 주소와 연구의 

기초사항(예 : 논문 발표된 학술대회명, 장소, 날짜, 학위논문 여부)및 연구에 도움 받은 사항

들(예: 재정적 후원, 감사의 글)은 논문의 첫 쪽에 각주로 처리한다.

9.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쓰여진 초록은 제목에 이어서 제시하며, 다른 언어로 쓰여진 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쪽을 분리하여 제시한다.

10. 원고는 한국심리학회편 학술논문작성 및 출판지침(박영사, 201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출판지침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사항은 APA Publication Manual 최근판을 참조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 또는 게재되지 않을 것이다.

11.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은 20부에 한하여 저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초과분의 별쇄본은 저자

의 사전요청과 부담에 의하여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

12. 교신저자는 다음과 같이 논문의 1쪽에 각주로 표시하여야 한다. 교신저자 및 논문저자의 소

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기재 한다(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

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논문에 밝혀야 한다).

예: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홍길동, (000-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9,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31-000-0000, E-mail: pubk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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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띄움,  간격 160%]

제목(신명조 20, 진하게, 가운데)

[두  띄움,  간격 160%]

                        자(신명조 11, 진하게, 가운데, 한 자씩의 간격을 두어 표기)

 소 속(신명조 10, 가운데)

[두  띄움,  간격 160%]

국문 록 시작(신명조 9, 보통, 양쪽혼합, 첫 칸을 띄지 않고 시작, 문단모양: 왼쪽 3, 오른쪽 3)

[한  띄움,  간격 160%]

주요어: ( 고딕 9, 보통)

[두  띄움,  간격 160%]

한국명상학회지: 투고논문 작성양식

1. 기본사항

- 제목 및 초록은 1단 편집, 본문은 2단 편집 (단 간격 6.0mm)

- 단, 심사용 논문에서의 본문은 1단 편집도 무방하나, 게재 확정후에는 반드시 2단으로 제출

- 편집용지: A4

- 용지 여백: 위쪽 37mm, 아래쪽 38mm

- 왼쪽 35mm, 오른쪽 35mm

- 머리말 13mm, 꼬리말 12mm

- 용지 방향: 좁게

- 문단모양: 문단 시작은 두 칸(한 글자)만큼 띄고 시작.

- 줄간격 160%

- 마침표 다음: 한 칸 띄도록 (두 칸이 아님)

- 본문, 참고문헌: 신명조, 10호, 보통모양

- 국문초록, 영문초록: 신명조, 9호, 보통모양

- 쪽수 표시

2. 세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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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시작(신명조 10, 보통, 양쪽 혼합, 문단 첫 은 두 칸 띄고 시작, 여기서부터 2단 시작(좌우 양단으

로 편집함, 단 간격은 6mm)

본문 소제목( 고딕 10, 진하게, 양쪽 혼합)

[두  띄움,  간격 160%]

방 법(신명조, 11, 진하게, 가운데)

[한  띄움,  간격 160%]

연구 상, 측정도구, 차 등( 고딕 10, 진하게, 양쪽 혼합, 좌측 첫째 칸에서 시작)

[한  띄움,  간격 160%]

연구 상, 측정도구, 차의 내용(신명조 10, 진하게, 양쪽 혼합, 첫 칸을 띄우고 시작)

[두  띄움,  간격 160%]

결 과(신명조 11, 진하게, 가운데)

[두  띄움,  간격 160%]

결과의 내용(신명조 11, 진하게, 가운데)

표 1. 표제목

( 고딕 9, 보통, 표 제목은 표의 쪽 좌측에, 제목이 길어서 두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들여쓰기나 

내어쓰기를 하지 않고 그 로 표기)

그림 1. 그림제목( 고딕 9, 보통, 그림제목은 그림 아래쪽 가운데)

논 의(신명조 11, 진하게, 가운데)

[두  띄움,  간격 160%]

참고문헌(신명조 11, 진하게, 가운데)

[한  띄움,  간격 160%]

참고문헌의 내용(신명조 10, 보통, 양쪽 혼합, 문단 첫 부터, 여백: 왼쪽 4, 오른쪽 0, 첫째 : 내어

쓰기, 정렬: 양쪽 혼합)

( ) 장지 , 김완석 (2014). 단기 자비명상이 자비심과 이타행동에 미치는 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사회문제, 20(2), 89-105.

고딕 10, 보통

( ) Musen, G., & Treisman, A. (1990). Implicit and explicit memory for visual patter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6(1), 127-137.

                                    신명조 10, 이탤릭체

[두  띄움,  간격 160%]

          문제목(신명조 20, 진하게, 가운데, 페이지를 바꾸어서 시작)

[두  띄움,  간격 160%]

                           문 자명

(신명조 11, 진하게, 가운데, 이름을 성보다 먼  제시하고 이름과 성 간에 ‘,’는 넣지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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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소속(신명조 10, 진하게, 가운데)

[두  띄움,  간격 160%]

문 록 시작(신명조 9, 보통, 양쪽혼합, 문단모양: 왼쪽 3, 오른쪽 3)

[한  띄움,  간격 160%]

keywords: (신명조 9, 이탤릭체, 양쪽 혼합, 첫 칸을 띄지 않고 시작, 문단모양: 왼쪽 3, 오른쪽3)

[부록이 있을 경우 페이지를 바꾸십시오]

           부 록(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한  띄움,  간격 160%]

               부록의 제목(신명조 10, 진하게, 양쪽 혼합)

[부록이 여러 개인 경우 부록마다 일련번호를 붙임]

부록의 내용(신명조 9, 보통, 양쪽 혼합)

3. 실증연구 논문의 구성

  1) 본문 형식은 서론(제목없이),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경험적 연구 논문 본문의 내용 

    ① 서론 

      - 논문의 목적을 언급하고, 연구나 관찰의 근거를 요약한다. 

      - 서론에는 논문 자료나 논문의 결론을 포함하지 않는다. 

    ② 방법 

      - 관찰 대상이나 실험대상자의 선정 방법을 명확히 기술한다. 

      - 대상자의 연령, 성별, 및 기타 중요한 특징을 기재한다. 

      - 실험(또는 관찰)방법, 장치, 검사도구나 기구 및 실험 과정은 다른 연구자가 결과를 재

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록한다. 잘 알려진 방법에 대해서는 참고문헌만을 기록

할 수 있다. 출판된 방법이지만 잘 알려지지는 않은 방법인 경우 참고문헌을 달고 짧

게 기술한다.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거나 새롭다고 할 정도로 변형 시켜 사용한 경우에

는 그 방법을 사용한 이유와 그 방법의 한계를 평가해야 한다. 

    ③ 결과 

      - 연구 결과를 본문, 표, 그림을 이용하여 논리적 순서에 맞게 제시한다. 표나 그림의 자

료 전부를 본문에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관찰한 중요한 소견만 강조하거나 요약

한다. 

      - 통계 처리된 결과는 통계치, 자유도와 유의확률 P값(p-value)또는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수치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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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논의

      - 서론이나 결과 항목에 기술한 연구 자료를 반복하여 서술하지 않는다.

      - 논의 항목에는 연구 소견의 의미, 그 의미의 한계, 그리고 장래 연구에 미치는 영향 등

을 포함시킨다.

      - 관찰 결과를 다른 유사한 연구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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