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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성장기 동안의 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 상호작용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심리적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정서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과 반복적으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것은 자

녀가 적절한 정서조절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이후 우울,

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와 공격 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불인정(emotional

invalidation)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번안하고 타당화하였으며,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는 정서적 불인정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각된 정서적

불인정 척도(Perceived Invalidation of Emotion Scale: PIES; Zielinski,

2016)를 번안한 후에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199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실시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척도 모두 원척

도 요인구조와 동일하게 1요인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두 척도의

신뢰도는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수렴 타당도 역시 양호한 수준이었다. 상

관분석에서 정서적 불인정은 우울, 불안,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연구 2에서는 아버지 및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내

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정서조절 곤란이 매개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248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은 자녀의 내면화 문제

에 영향을 미치고. 표출 정서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사이에서 정서조

절 곤란이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표출 정서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서조절 곤란이 완전

매개 하였다. 이러한 모든 효과는 신경증 성향과 외향성 성격 변인을 통

제한 후에도 유의미하였다. 신경증 성향을 포함해 분석했을 때는,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자녀의 신경증 성향이 상호작용하여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정서조절곤란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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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한편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이 상호작용하여 자녀의 행동 문

제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정서적 불인정을 측정하는 척도를 국내에 도입하고, 부모

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대학생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 곤란과 신경증 성향의 역할을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문제, 외현

화 문제

학 번: 2017-20220



- iii -

목 차

국문 초록 ······················································································ i

서 론 ······················································································· 1

정서적 학대와 정서 사회화 ······················································ 2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와 정서조절 곤란 ························· 5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 ···································································· 6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8

연구 1. 지각된 정서적 불인정 척도의 번안·타당화 연구 ·· 11

방 법 ························································································ 13

결 과 ························································································ 17

논 의 ························································································ 26

연구 2.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 29

방 법 ························································································ 32

결 과 ························································································ 36

논 의 ························································································ 60

종합 논의 ························································································· 63

참고 문헌 ························································································· 68

부 록 ························································································· 78

영문 초록 ························································································· 100



- iv -

표 목 차

표 1. PIES 문항의 기술 통계치 ······························································· 17

표 2. PIES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 ························································· 19

표 3. PIES의 요인 부하량 ········································································· 20

표 4. PIES의 적합도 지수 ········································································· 22

표 5. 수정지수 ······························································································ 22

표 6. PIES의 수정 후 적합도 지수 ························································· 22

표 7. PIES 및 관련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 24

표 8. PIES와 관련 변인들간의 상관분석 ··············································· 25

표 9.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 37

표 10. 주요 변인들의 성별 간 비교 ························································ 38

표 11.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 및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의 상관 ·············································· 40

표 12.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 및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의 상관 ·············································· 41

표 13.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 44

표 14.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 46

표 15.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 48

표 16.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 부트스트랩 결과 ·················· 48

표 17.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 50

표 18.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 51

표 19.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 부트스트랩 결과 ·················· 52



- v -

표 20.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과 내면화 문제의 관계에서 신경증

성향의 조절효과와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 53

표 21.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과 내면화 문제의 관계에서 신경증

성향의 조절효과와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랩

결과 ··································································································· 53

표 22.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과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신경증

성향의 조절효과와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 54

표 23.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과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신경증

성향의 조절효과와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랩

결과 ··································································································· 54

표 24.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과 내면화 문제의 관계에서 신경증

성향의 조절효과와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 55

표 25.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과 내면화 문제의 관계에서 신경증

성향의 조절효과와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랩

결과 ··································································································· 55

표 26.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과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신경증

성향의 조절효과와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 56

표 27.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과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신경증

성향의 조절효과와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랩

결과 ··································································································· 56

표 28. 성별에 따른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 57

표 29. 성별에 따른 구조모형의 유의미한 경로계수 ···························· 58

표 30.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부트스트랩 결과 ···································· 59



- vi -

그 림 목 차

그림 1.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 측정모형 ······························ 43

그림 2.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 측정모형 ······························ 44

그림 3.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 최종모형 ······························ 47

그림 4.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 최종모형 ······························ 51



- 1 -

서 론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건강한 발달의 초석이 되기도 하고, 정신병리의 근간이 되기

도 한다. 특히 부모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극단적으로 역기능적일 경우

에는 정서적 학대로서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주

영, 서경현, 2015; Wright, Crawford, & Castillo, 2009). 보건복지부의

2015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사례 유형 중 정서적 학대가

40.7%로 단일 유형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보건복지부 산하 중

앙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이는 신체적 학대, 방임, 성 학대를 뛰어넘

은 수치다. 정서적 학대의 징후가 다른 종류의 학대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보건복지부 산하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실제로 더 많은 가정에서 만연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정서적 학대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표출 정서

(expressed emotion)와 정서적 불인정(emotional invalidation)에 초점을

둔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표출 정서란 부모가 자녀에게 나타내는 정

서로, 자녀를 비난하거나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Brown, Birley, & Wing, 1972). 한편 정서적 불인정이란 자녀가 특정한

정서를 내보일 때 부모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관련된 것으

로, 주로 무시하거나 벌하거나 그 중요성을 축소시키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Linehan, 1993). 이러한 두 가지 요소는 가족 정서 환경의 구성

요소이자 자녀의 모델링 대상으로 기능하게 된다(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Stocker, Richmond, & Rhoades,

2007).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 및 표출 정서는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

할 수 있으며, 우울, 불안, 사회적 능력의 손상, 성격 장애 등과 연관되어

있다(김락경, 2017). 그 기제를 살펴보면, 우선 부모의 부정적 정서표현과

자녀의 정서에 대한 거부적 양육이 자녀의 적절한 정서조절 습득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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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미친다(최주영, 서경현, 2015; Morris et al., 2007). 정서조절

습득의 문제는 이후 스트레스 상황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을 낳고, 다양한 정서 및 행동 문제로 연결된다(Cicchetti,

Ackerman, & Izard, 1995; Eisenberg et al., 2001; Frick & Morris,

2004; Silk, Steinberg, & Morris, 2003). 자녀가 경험하게 되는 정서조절

곤란 중 정서조절의 부족은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정서에 대한 불명확성, 비수용, 억제, 회피는 우울, 불안 등의 내면

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Buckholdt, Parra, & Jobe-Shields, 2013;

Krause, Mendelson, & Lynch, 2002; Morris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불인정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번안 및 타당

화하고,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 및 표출 정서가 정서조절 곤란을 매개로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

고자 하였다.

정서적 학대와 정서 사회화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다(아동복지법 제3조 7항). 아동의

체험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정의는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손상시키고

정서에 손상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허남순, 1993). 정서적 학대

경험은 신체적, 성적 학대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진다. Wright, Crawford

와 Castillo(2009)에 의하면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성적 학대처럼 특정한

사건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지속

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정서적 학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반복적으로 손상되는 패턴을 보이며, 폭언, 거절, 위협 등의

행함(commission)과 무시, 무반응, 필요할 때 함께 하지 않음

(unavailability)등의 누락(omission)으로 구분된다. Straus와 Sweet(1992)

는 심리적·언어적 공격의 영향이 물리적인 폭력만큼 해롭다고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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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Hamby와 Sugarman (1999)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서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에 비해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제

안하였다(김영희, 변수정, 2006).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아동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인식, 타인에 대한 표상, 상호지지적인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 등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최주영, 서경현, 2015). 아

동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애정을 원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정계숙, 이은하, 2003; Maslow, 1943), 부모가 아동의 정서에

손상을 주는 방식으로 양육할 경우 아동은 좌절을 경험하고 위축되기 쉬

우며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신혜영, 1999; 조수환,

2003). 구체적으로 아동이 경험하는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은 아동

에게 오랜 기간 지속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이러한 후유증

에는 수치심, 창피함, 분노, 무가치한 느낌, 정서적 억제 등이 포함된다

(Wright et al., 2009). 아동은 반복되는 정서적 학대 속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이며 무가치하고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

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사하게 된다. 또한 이후에 다른 긍정적인 경험

이 축적되더라도 성인기에는 적응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최주영, 서

경현, 2015).

정서적 학대는 부모가 자녀를 정서 사회화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며,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심화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Stocker 등(2007)에 따르면 정서 사회화는 다측면을 가진 구성

개념으로, 부모가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포함한다. 즉, 두 요인은 각각 개별적으로

유의미한 가족 정서 환경의 구성요소인 것이다. 두 요인은 자녀의 적응

에 독립적으로 기여하며, 한 요인이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른

한 요인이 완충할 수 있다(Stocker et al., 2007). 최근에는 부모가 자녀

에게 전달하는 표출 정서(expressed emotion; EE)와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인 정서적 불인정(emotional invalidation)이라는 개념을 중심

으로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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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 정서는 주로 가족 내의 비난(criticism)과 정서적 과다관여

(over-involvement)를 말한다. 이는 조현병 환자의 가족이 나타내는 정

서와 환자의 예후의 관계에 대한 Brown(1959, 1962)의 연구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표출 정서는 조현병 재발과의 관련성이

반복 검증되고 있고, 예후 예측에 큰 영향력을 보이며, 기분장애, 섭식장

애, 강박장애 등 다양한 정신병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Asarnow, Tompson, Woo, & Cantwell, 2001; Butzlaff & Hooley, 1998;

Hinrichsen, Adelstein, & McMeniman, 2004).

한편 정서적 불인정은 자녀가 느끼거나 표현하는 정서들을 거부하거

나, 벌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Linehan(1993)이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처음 사용한 개

념이다. 정서적 불인정은 정서적 학대와 밀접하게 연관된 부모의 행동으

로, 아동의 정서-인지 성장 과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후의 우울

장애, 불안장애, 해리장애 등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Krause et al.,

2002; Shipman & Zeman, 2001).

Linehan(1993)은 불인정하는 환경을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무시되고

부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는 환경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

인이 부정적인 정서를 드러내거나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받

아들여지지 않고, 행복하며 포기하지 않는 ‘긍정적 정신 자세’에 지나친

중요성이 부여된다. 불인정하는 환경의 가장 핵심적 특성은 자녀가 실제

로 경험하는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Mountford, Corstorphine,

Tomlinson, & Waller, 2007).

정서 표출과 정서적 불인정으로 대표되는 부모의 역기능적인 정서

사회화는 이후 자녀의 성장 과정과 성인이 된 후의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주영, 서경현, 2015; Straus, Gelles, & Steinmetz,

1980). 이러한 정서 환경에서 아동은 높은 정서적 반응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Morris et

al., 2007). 또한 어린 시절 부모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적응적인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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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정서조절 곤란과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등을

통해 아동기 이후 다양한 적응상의 어려움 또는 심리적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김소영, 김진숙, 2014; Butzlaff & Hooley, 1998;

Krause et al., 2003).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와 정서조절 곤란

Gratz와 Roemer(2004)은 그동안 정서 조절에 대해 학자마다 다르게

사용했던 정의들을 통합하여 다음의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정서조절은 자신의 정서를 자각하고 이해하는 것, 정서를

수용하는 것,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 목표

와 합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적

으로 적절한 정서조절전략을 개인적 목표와 상황적 요구에 맞춰 융통성

있게 사용하여 정서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부모의 정서표현은 자녀가 이와 같은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영향력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

에서 이미 밝혀졌으며, 특히 Denham(1993)에 따르면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가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돕고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경우 알맞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할 때 유아가 적절한 정서조절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백미애, 2002). 이는 자녀가 가족의 정서표현을 통해 타

인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사

회적인 상호작용 상황에서 적절한 정서의 종류와 강도에 대해 알게 되기

때문이다(김혜경, 김영희, 2009; Dunsmore & Karn, 2001; 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부모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녀

의 정서에 대해 반응적일 때, 자녀 역시 정서적인 안정감을 경험하며 자

신의 정서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Morris et al., 2007).

부모의 부적절한 정서적 양육방식은 이후 자녀가 보이는 다양한 정

서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박희현, 김진아, 한귀례, 2014). 부모가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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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자주 나타내고 자녀의 정서에 대해 불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인식, 이해와 수용이 부족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정서적 충동을 조절하

기 어려우며, 부모로부터 적절한 정서조절전략을 습득하지 못하여 이를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해주기보다는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고 거부

적일 경우 자녀는 정서표현에 대한 내적 갈등을 경험하기 쉽다(정윤경,

박보은, 2010). 이러한 영향력은 성인이 된 자녀에게서도 발견되는데, 정

윤주와 이주리(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보이는 정서적 양육방식이 대

학생의 정서적 불안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

부모의 표출 정서와 정서적 불인정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자

녀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여러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

게 된다(O’neal & Magai, 2005). 영향을 받는 문제 행동에는 불안, 우울

등의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격성 등의 외적인 문제들이 포함된다.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되는 문제 행동을 함께 다루기 위해 많은 연구에서

는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이라는 체계를 활용해 왔다. 내면화 문제

(internalizing problem)는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문제로서 불안, 우울, 위

축, 신체증상 등을 포함하며,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는 외부

로 향하는 과소 통제된 행동 문제로 비행, 공격성 등을 포함한다(유지언,

2015; Achenbach, 1991).

부모가 보이는 비판적인 표출 정서는 자녀의 우울 경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황에서 우울한 자녀는 부모의 표출 정서를 유발

하는 행동을 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써 부모의 표출 정서는 또다시 자

녀가 내면화 문제를 경험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Asarnow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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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또 다른 연구에서, 부모의 표출 정서는 아동기부터 자녀의 외현화

문제가 지속되도록 하는 요인이었다(Denham et al., 2000). Stocker 등

(2007)에 따르면 표출 정서에 노출된 자녀는 거부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

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내면화 문제들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부모의 정서적 표현성을 모방하면서 외현화 문제를 발달시킬

수 있다.

한편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불인정 역시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각각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O’Neal & Magai, 2005). 자녀가 부

정적인 정서를 보였을 때, 부모가 불인정하는 반응을 더 많이 하고 인정

하는 반응을 덜 할수록 자녀는 우울과 관련된 내면화 문제를 더 높은 수

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ap, Allen, & Ladouceur, 2008).

Rothbaum과 Weisz(1994)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자녀의 정서에 대해 부

모가 더 수용적이고 반응적으로 행동할수록 자녀는 외현화 문제를 덜 보

이고, 부모가 정서에 대해 거부적이고 무반응적으로 행동할수록 자녀는

외현화 문제를 더 많이 보였다(O’neal & Magai, 2005).

정서조절의 문제는 슬픔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는

데 문제를 야기하고 이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Morris et al., 2007). 일부 연구자들은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자녀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정서조절의 매

개효과를 강조하기도 한다(김소영, 김진숙, 2014; 김지현, 박경자, 2006;

최수미, 김수현, 조영일, 2012). Buckholdt 등(2014)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기술과 자기효능감의 부족은 슬픔과 같은 정서가 해결되

지 못하고 잔류하게 만들어 내면화 문제로 이어지게 하며, 이전에 불인

정하는 환경을 경험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 충동성을 조절하는 기술을 배우지 못한 자녀는 이후 공격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외현화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Buckholdt et al., 2014). 이는

부모의 표출 정서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많은 연구에서 부

모의 부정적 정서를 분노, 슬픔 등으로 세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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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관적이지 않았다(Eisenberg et al., 2001; Halberstadt, Cripsp, &

Eaton, 1999; Morris et al., 2007에서 재인용).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모의 표출 정서와 정서적 불인정은 심각한 수

준에서는 심리적 학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우울, 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

와 공격성, 비행 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Asarnow et al., 2001; Krause et al., 2003). 자녀가 어린 시절

부터 경험해온 정서 환경의 영향력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

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는 성인기 이후에도 여러 심리적 문제

를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정서조절능력이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Morris et al., 2007).

국내에서 정서적 학대가 만연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보건복지

부, 2015), 이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정

서적 불인정이라는 개념은 아직 국내에서 생소할 뿐만 아니라 이를 측정

하기 위한 적절한 척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서적 불인정을 측정하

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척도는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Fabes, Eisenberg, &

Madden-Derdich, 2002)다. 이 척도는 본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총 72문항이며 표현격려, 정서초점, 문제

초점, 심리적 고통, 처벌, 과소평가의 6가지 범주를 다루고 있다. 현재 국

내에서는 아동의 경험을 묻는 자기보고식으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성인이 지각하는 경험을 측정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외에서 흔히 활용되는 척도인 ICES(the Invalidating Childhood

Environment Scale; Mountford et al., 2007)는 섭식장애 환자들의 가족

내 정서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다. 총 18문항이 포함되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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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제작 및 측정적 속성의 증명과

적합도에 대한 서로 상반된 결과들이 존재한다.

정서적 불인정을 측정하는 척도 중 위 두 척도를 대신하여 국내 연

구에 활용할 수 있는 척도에는 Zielinski(2016)의 척도가 있다. Zielinski

(2016)는 기존의 정서적 불인정을 측정하는 척도가 가지는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지각된 정서적 불인정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PIES(The Perceived Invalidation of Emotion Scale)를 개발하였다. 총

10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 차원을 측정하는 척도

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신뢰도

와 타당도는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이미 검증된 바 있으며, 부모뿐만 아

니라 가까운 타인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어 넓은 활용 범위를 지닌다

는 장점이 있다(Zielinski, 2016). 따라서 본 연구 1에서는 지각된 정서적

불인정 척도(PIES)를 번안하고 심리측정적 속성을 확인한 후에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관련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이 성인기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탐색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또한 표출 정서와 정서적 불인정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가족 정서 환경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적으

로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Halberstadt, 1999; Stocker

et al., 2007), 두 요인을 하나의 모형에서 다루어보려는 시도가 부족했다.

특히 표출 정서, 정서적 불인정,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

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왔으나, 일부 변인 간 관계에

만 초점을 둔 경우가 많고, 변인 간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본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추가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성별은 부모-자녀 간 정서적 상호작용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해볼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 및 표출 정서가 자녀의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영

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혼재되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유사한 방식으로 자녀를 정서 사회화한다는 연구들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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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용하는 정서 단어와 관여하는 정서적 상황이 유사하다는 증거

들을 제시하였다(Aldrich & Tenenbaum, 2006). 한편 최근에는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더 반응적이며,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더 높은 수준

의 정서적 불인정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다(Brand &

Klimes-Dougan, 2010; 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또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슬픔, 불안, 분노 등의 정서 중 강화하거나 처벌하는

정서가 다를 수 있다(Zahn-Waxler,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 및 자

녀의 성별을 고려한 모형을 구성하여 차별적인 영향력을 탐구하였다.

선행 연구들의 제한점을 토대로, 본 연구는 정서적 불인정을 측정하

는 PIES를 번안 및 타당화하고,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를 포

함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PIES를 번안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살펴보았으며, 우울, 불안, 공격성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연구

2에서는 표출 정서, 정서적 불인정,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 11 -

연구 1. 지각된 정서적 불인정 척도의

번안·타당화 연구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자녀의 건강한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최주영, 서경현, 2015). 부모가 자녀에게 제

공하는 정서 환경이 반응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지지적일 경우 자녀는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서 환경이 부정적이고 예측 불

가능 할 경우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반응적이 되며, 스스로에 대한 부적

절감과 환경에 대한 불신을 경험하게 된다(Morris et al., 2007).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자녀에 대한 비난, 정서적 과

다관여 등을 포함하는 부모의 표출 정서(expressed emotion)와 자녀의

정서에 대한 거부, 처벌 등의 정서적 불인정(emotional invalidation)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특히 정서적 불인정의 경우 Linehan(1993)이 처음 ‘불

인정(invalid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후로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개념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서적 불인정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도구가 부족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정서적 불인정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해외에서 개발된 척도 역시 국내에 번안 및 타당화

가 이루어진 것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척도

는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Fabes et

al., 2002)이다. 이 척도는 본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제작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타당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성인을 대상으로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서적 불인정을 측정하는 척도 중 국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가

장 잘 개발된 척도는 Zielinski(2016)의 척도다. Zielinski(2016)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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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들이 가지는 한계점들을 보완하고자 지각된 정서적 불인정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척도 PIES(The Perceived Invalidation of Emotion

Scale)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비임상군을 대상으

로 이미 검증된 바 있다(Zielinski, 2016).

지각된 정서적 불인정 척도(The Perceived Invalidation of Emotion

Scale; PIES)는 자기보고식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하며, 대학생

집단 및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화가 완료되었고, 부모뿐만 아니라

가까운 타인에도 적용할 수 있어 넓은 활용범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정서적 불인정 척도(PIES)를 번안하고, 요인분석

과 신뢰도 검증을 통해 심리측정적 속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사한 개

념을 측정하는 ICES(The Invalidating Childhood Environment Scale)을

통해 수렴 타당도를 살펴보고, 관련된 변인인 우울, 불안, 공격성과의 관

계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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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R-point 시스템과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

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 20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불성실한 응답 1개

를 제외한 199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 중 남성은 103명

(51.5%), 여성은 97명(48.5%)이었다. 평균 연령은 만 22.30세(SD = 2.92,

범위 18-32세)였다. 전 연구 절차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후에 진행되었다(IRB No. E1806/001-004).

측정도구

지각된 정서적 불인정 척도(The Perceived Invalidation of Emotion

Scale: PIES). 현재의 가까운 타인으로부터 경험하는 정서적 불인정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Zielinski(2016)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총 10문항,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평

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불인정

을 측정하는 척도로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

하여 측정하였다. 현재 경험에 대한 번안된 척도는 부록에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Zielinski(2016)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95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척도 각

각 .96과 .95로 나타났다.

ICES(The Invalidating Childhood Environment Scale). 섭식장애

환자들이 과거 부모로부터 경험한 정서적 불인정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로 Mountford(2007)가 제작하였고 윤소미(미발표)가 번안하였다. 총 1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적 불인정을 측정하는 14문항과 가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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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혼돈(chaotic), 인정(validating), 완벽주의(perfect), 전형적(typical)

인 유형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Mountford

(200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59-.80으로 보고되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척도는 .88, 어머니에 대한 척도는 .89

로 나타났다.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수준을 평가하

기 위해서 Radlof(1977)가 제작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우울 증상과

관련하여 정서, 신체, 인지적 증상을 묻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극히 드물다)부터 3점(대부분 그렇다)의 4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겸구 등(200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X). 상

태불안과 특성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1970)가 개발한 자기보

고식 질문지로 김정택(1978)이 번안하였다. 상태불안 척도 20문항과 특

성불안 척도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태불안 척도는 순간의 긴장,

근심 등을 측정할 수 있고, 특성불안 척도는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불안

경향을 측정할 수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상태 불안에서 .93, 특성 불안에서 .93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 한국판, AQ-K).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하였고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하였다. 총 27문항으로 신체적 공격 행동,

언어적 공격 행동, 적대감, 분노감의 4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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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한다. 서수균과 권석만(200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는 하위 척도에서 .67-.76으로 보고되었고, 전체 척도의 경우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절차

   지각된 정서적 불인정 척도(PIES)의 번안 및 타당화는 총 네 단계

를 거쳐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원 척도의 문항들을 번안하였다. 다음으

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 단계에서

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관련 척도 및 변

인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1단계: 문항 번안

첫 번째 단계로 지각된 정서적 불인정 척도(PIES)의 주 개발자인

Melissa J. Zielinski로부터 한국판 정서적 불인정 척도의 번안 허가를 받

았다(2018년 2월 19일). 연구자가 1차로 문항들을 번역한 후에, 임상심리

전문가 세 명의 검토를 통해 문항들이 구성개념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사전지식이 없고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유창한

이중 언어 구사자가 수정된 문항을 역변역하였으며, 재확인 과정을 거친

후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수정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2단계: 신뢰도 확인과 탐색적 요인분석

번안된 PIES의 내적 합치도와 문항-총점 간 상관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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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S가 Zielinski(2016)의 제안 및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와 같이 1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재확인하기 위해 연구 2에서 수집한

248명의 자료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개

선하기 위하여 수정지수를 활용하여 모형을 수정한 후 적합도를 확인하

였다.

4단계: 상관분석을 통한 타당도 확인

정서적 불인정과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ICES(The Invalidating

Childhood Environment Scale)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수렴 타당도를 확

인하였다. 또한 이론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심리적 특성인 우울, 불안, 공

격성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

   연구 1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20.0(IBM Corp., 2011)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분석은 CEFA

3.04(Browne, Cudeck, Tateneni, & Mels, 2008)와 AMOS 21(IBM Corp.,

2012)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수의 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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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지각된 정서적 불인정 척도(PIES)의 문항별 특성

PIES의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문항들이 다소 높은 왜도를 보였으며, 특히 어머니에 대한 문

항 4번(2.15)의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도의 경우에도 어머니에

대한 문항 4번(4.06)의 값이 높게 도출되었다. 아버지에 대한 응답과 어

머니에 대한 응답 모두 모든 문항에서 1(거의 그런적 없다)을 응답한 빈

도(아버지 30.7-64.8%, 어머니 37.0-72.5%)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Kline(2015)의 기준에 따라 왜도의 절대값이 3 이하, 첨도의 절대값

이 10 이하이므로 분석을 진행하되, 1(거의 그런적 없다)에 편중된 응답

의 경향성을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표 1. PIES 문항의 기술 통계치 (N=199)

문항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1 2.15 1.88 1.17 1.09 .69 1.10 -.49 .25

2 2.39 2.18 1.20 1.17 .39 .67 -.95 -.59

3 1.82 1.56 1.15 .92 1.26 1.77 .48 2.55

4 1.68 1.48 1.12 .94 1.61 2.15 1.62 4.06

5 1.85 1.63 1.10 .93 1.13 1.64 .43 2.45

6 1.99 2.03 1.18 1.19 .98 .94 -.02 -.15

7 1.79 1.79 1.16 1.16 1.39 1.43 .97 1.07

8 1.95 1.80 1.17 1.10 1.09 1.39 .21 1.23

9 1.84 1.86 1.15 1.14 1.19 1.19 .43 .51

10 1.79 1.66 1.16 1.12 1.39 1.75 .91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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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S의 신뢰도

PIES의 신뢰도 확인을 위하여 아버지에 대한 척도와 어머니에 대한

척도 각각의 전체 문항 내적 합치도와 문항-총점 간 상관을 도출하였다.

전체 10개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아버지에 대한 척

도에서 .96, 어머니에 대한 척도에서 .95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에 대한 척도에서 문항-총점 간 상관은 최소 .79(2번 문항,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나눌 때, 부모님은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

길 바랐다.’)에서 최대 .89(8번 문항, ‘부모님은 내 감정에 대해 편을 들어

주거나 동의 해주지 않았다.’)의 범위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척도에서는 최소 .79(1번 문항,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부모님은 내 감정에 공감해주거나 맞춰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내가

슬플 때 나와 함께 슬퍼하지 않거나 내가 기쁠 때 나와 함께 기뻐하지

않았다.’; 2번 문항,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부모님은 내가 그냥 받

아들이고 넘어가길 바랐다.’; 4번 문항,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부

모님은 나를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판단했다.’)에서 최대 .90(8번 문항, ‘부

모님은 내 감정에 대해 편을 들어주거나 동의 해주지 않았다.’)의 범위를

보여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PIES의 탐색적 요인분석

PIES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10개 전체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방법을 활용하

여 고유치(eigenvalue)가 1.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고, 스크리 도표 상

에서 고유치의 감소 정도를 확인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척도의 경우 한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고유치는

7.338이었다. 두 번째 요인의 고유치가 .652로 1을 넘지 못하였다는 점과

스크리 도표 상에서 고유치가 감소하는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1개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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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척도에서도 한 개의 요

인이 추출되었고, 고유치는 7.009였다. 두 번째 요인의 고유치가 .634이라

는 점과 스크리 도표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1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PIES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 (N=199)

문항 문항 내용
상관 계수

부 모

1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부모님은 내 감정에 공감해
주거나 맞춰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내가 슬플 때 나와
함께 슬퍼하지 않거나 내가 기쁠 때 나와 함께 기뻐하지
않았다.

.81 .79

2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부모님은 내가 그냥 받아들
이고 넘어가길 바랐다.

.79 .79

3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부모님은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85 .80

4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부모님은 나를 업신여기거
나 함부로 판단했다.

.87 .79

5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부모님은 진지하게 듣지 않
았다.

.85 .81

6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할 때, 부모님은 내
가 다른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말하거나 은연중에 드러
냈다.

.87 .83

7
내가 감정을 드러내면 부모님은 나에게 화를 내거나 못
마땅해 했다.

.88 .89

8
부모님은 내 감정에 대해 편을 들어주거나 동의 해주지
않았다.

.89 .90

9
부모님은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87 .89

10 부모님은 내 감정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88 .87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척도 각각의 요인 부하량을 표 3에 제시하

였다. 요인 부하량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에 대한 척도와 어머니에 대한

척도 모두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에 대한 척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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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73부터 최고 .89까지였으며, 어머니에 대한 척도에서는 최저 .73에

서 최고 .90까지로 매우 양호한 요인 부하량을 확인하였다. 가장 낮은 요

인 부하량을 나타낸 문항은 두 척도 모두에서 2번 문항(‘내가 느끼는 감

정을 나눌 때, 부모님은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길 바랐다.’)이었으

며, 가장 높은 요인 부하량을 나타낸 문항은 아버지에 대한 척도에서 8

번 문항(‘부모님은 내 감정에 대해 편을 들어주거나 동의 해주지 않았

다.’)이었고, 어머니에 대한 척도에서는 8번 문항(‘부모님은 내 감정에 대

해 편을 들어주거나 동의 해주지 않았다.’)과 9번 문항(‘부모님은 내가 느

끼는 감정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었다.’)이었다.

표 3. PIES의 요인 부하량 (N=199)

문항
요인 1

부 모

1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부모님은 내 감정에 공감해주
거나 맞춰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내가 슬플 때 나와 함
께 슬퍼하지 않거나 내가 기쁠 때 나와 함께 기뻐하지 않
았다.

.76 .75

2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부모님은 내가 그냥 받아들이
고 넘어가길 바랐다.

.73 .73

3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부모님은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83 .77

4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부모님은 나를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판단했다.

.86 .78

5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부모님은 진지하게 듣지 않았
다.

.83 .79

6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할 때, 부모님은 내가
다른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말하거나 은연중에 드러냈다.

.85 .80

7
내가 감정을 드러내면 부모님은 나에게 화를 내거나 못마땅
해 했다.

.88 .88

8
부모님은 내 감정에 대해 편을 들어주거나 동의 해주지 않
았다.

.89 .90

9
부모님은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
들었다.

.87 .90

10 부모님은 내 감정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88 .87



- 21 -

PIES의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 2에서 수집한 총 248명의 자료를 통해 PIES 척도의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χ2은 표본 크기, 모수의 숫자 등 다양한 요소에 영

향을 받아 모형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χ2과 함

께 CFI, TLI, RMSEA 지수를 활용하여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CFI는 .90

이상일 때 수용할 수 있는 적합도, .95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판단하였

고, CFI, TLI는 .90 이상일 때 양호한 적합도로 보았으며, RMSEA는 .10

이하일 때 수용할 수 있는 적합도라는 Browne과 Cudeck(1993)의 기준

을 사용하였다.

적합도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척도의 적

합도는 χ2=163.199(df=35, p<.001) CFI=.943, TLI=.927, RMSEA=.122로,

증분 적합도인 CFI와 TLI는 양호하였지만 RMSEA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척도의 적합도는 χ2=209.021(df=35, p<.001)
CFI= .917, TLI=.893, RMSEA=.142로, CFI는 양호하였고, TLI는 기준에

근접하였으며 RMSEA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자유도와 표본 크기가 작을 때 RMSEA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으

로 도출될 가능성이 높으며(Kenny, Kaniskan, & McCoach, 2015), 증분

적합도 지수와 RMSEA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때 어느 한 적합도 지수

에 따라 모형의 타당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결론으로 이

끌 수 있다(Lai & Green, 2016). 문항 간 진술의 유사성이 존재하는 경

우 수정지수를 활용하여 미지수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Brown, 2015), 수

정지수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모형의

수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정지수는 값이 10 이상이면서, 동시에 모수

추정 변화량이 양수인 경우에만 사용하였다(IBM SPSS AMOS 25

User’s Guide, 2017). 수정지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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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IES의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CFI TLI RMSEA (90% C.I)

아버지 163.199 35 4.663 .943 .927 .122 [.103, .141]

어머니 209.021 35 5.972 .917 .893 .142 [.124, .161]
 

표 5. 수정지수

문항 간 공분산 수정지수 예상 추정 변화량

아버지

4 ↔ 5 24.056 .112

2 ↔ 6 21.489 .216

1 ↔ 2 19.067 .205

6 ↔ 9 12.025 .106

어머니

4 ↔ 5 39.044 .135

2 ↔ 6 30.035 .243

1 ↔ 2 22.323 .211

5 ↔ 10 11.437 .067

아버지에 대한 수정된 척도의 적합도는 χ2=85.898(df=31, p<.001)

CFI=.976, TLI=.965, RMSEA=.085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에 대한 수정된

척도의 적합도는 χ2=98.882(df=31, p<.001) CFI=.967, TLI=.953,

RMSEA=.094로 수정 전과 비교하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적합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수정 후 적합도 지수는 표 6에 제시

하였다.

표 6. PIES의 수정 후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CFI TLI RMSEA (90% C.I)

아버지 85.898 31 2.771 .976 .965 .085 [.064, .106]

어머니 98.882 31 3.190 .967 .953 .094 [.07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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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S와 관련 척도와의 관계

PIES의 타당도를 확인하고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과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PIES 및 관련 변인들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에서 Cohen(1992)이 제시한 바와 같이 .1 ~ .3을 낮은 상관

관계, .3 ~ .5는 중간 수준의 상관관계,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은 상

관관계로 해석하였다. PIES에서 어머니에 대한 응답과 아버지에 대한

응답은 서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r=.73, p<.01). 정서적 불인정을 측정하

는 두 척도인 PIES와 ICES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응답 모두 높

은 상관을 보여 수렴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r=.75, p<.01;

r=.77, p<.01). PIES는 ICES의 가족 유형과는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

까지의 상관을 보였다(r=.27 ~ .56, p<.01).
PIES와 우울, 불안, 공격성 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응답 모

두에서 중간 수준부터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아버지의 정

서적 불인정은 우울과 높은 상관(r=.51, p<.01), 상태 및 특성 불안과 중

간 수준의 상관(r=.45, p<.01; r=.45, p<.01), 공격성과 중간 수준의 상관

을 보였다(r=.49, p<.01).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은 우울과 중간 수준의

상관(r=.48, p<.01), 상태 및 특성 불안과 중간 수준의 상관(r=.44, p<.01;

r=.40, p<.01), 공격성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r=.57, p<.01). PIES 및 관

련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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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PIES 및 관련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N=199)

평균 표준편차

PIES 아버지 1.93 0.99

어머니 1.79 0.90

ICES 아버지 2.04 0.70

어머니 1.98 0.71

가족유형-혼돈 1.66 1.07

가족유형-인정 2.18 1.10

가족유형-완벽주의 1.95 1.10

가족유형-전형적 3.19 1.19

CES-D 우울 1.84 0.57

STAI-X 불안-상태 2.15 0.55

불안-특성 2.24 0.57

AQ-K 공격성 2.08 0.58

주. PIES = 지각된 정서적 불인정 척도, ICES = The Invalidating Childhood 
Environment Scale, CES-D =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 STAI-X = 상태-특성 불안 
척도, AQ-K = 공격성 질문지

  

   



- 25 -

표 8. PIES와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N=199)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PIES
1 아버지 1

2 어머니 .73** 1

ICES

3 아버지 .75** .67** 1

4 어머니 .57** .77** .83** 1

5 가족유형-혼돈 .50** .56** .51** .58** 1

6 가족유형-인정 .42** .51** .59** .65** .53** 1

7 가족유형-완벽주의 .43** .49** .49** .54** .39** .35** 1

8 가족유형-전형적 .27** .34** .27** .37** .25** .20** .36** 1

CES-D 9 우울 .51** .48** .45** .40** .45** .37** .33** .25** 1

STAI-X
10 불안-상태 .45** .44** .39** .37** .38** .39** .32** .20** .78** 1

11 불안-특성 .45** .40** .37** .31** .34** .33** .29** .20** .79** .83** 1

AQ-K 12 공격성 .49** .57** .45** .46** .37** .34** .32** .25** .53** .44** .42** 1

주. PIES = 지각된 정서적 불인정 척도, ICES = The Invalidating Childhood Environment Scale, CES-D =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
도, STAI-X = 상태-특성 불안 척도, AQ-K = 공격성 질문지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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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1에서는 Zielinski(2016)가 개발한 지각된 정서적 불인정 척도

(The Perceived Invalidation of Emotion Scale: PIES)를 한국어로 번안

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집

단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요인구조, 신뢰도, 관련된 심리적 특성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먼저 기술통계치를 통해 PIES의 개별 문항 특성을 알아보았다. 왜

도와 첨도에서 Kline(2015)의 기준을 충족하지만, 몇 문항에서 응답이 정

적으로 편포되어 있었으며 1(거의 그런적 없다)에 대한 응답의 편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PIES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와 문항-총점 간 상

관을 도출하였다. PIES의 내적 합치도는 아버지에 대한 척도에서 .96,

어머니에 대한 척도에서 .95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Zielinski(2016)가 보고한 .87-.95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문항-총점 간 상

관은 아버지에 대한 척도에서 .79-.89의 범위를 보였고, 어머니에 대한

척도에서 .79-.90의 범위를 보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PIES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척도 모두 1요인으로 구성된 것을 확

인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척도에서 요인 부하량은 최저 .73부터 최고 .89

까지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에 대한 척도에서 요인 부하량은 최저 .73부터

최고 .90까지로 나타나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척도

가 각각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이라는 단일 요소를 측정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PIES가 1요인 모형이라는 Zielinski(2016)의 제안과 본 연구의 탐색

적 요인분석 결과를 확증하기 위하여 연구 2에서 모집한 248명의 자료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과 함께 CFI,

TLI, RMSEA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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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두 CFI와 TLI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지만(CFI=.943,

TLI=.927; CFI=.917, TLI=.893), RMSEA는 두 척도 모두에서 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였다(RMSEA=.122; RMSEA=.142). 자유도와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RMSEA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Kenny, Kaniskan, & McCoach, 2015), 응답의 정적 편포 경향을 완화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지 못한 자유도(df=35)와 표본 수(N=248)가

RMSEA 지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증분 적합도 지수와 RMSEA 간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경우, 한 지표

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 수 있다

(Lai & Green, 2016). 문항 간 진술의 유사성이 존재하는 경우 수정지수

를 활용하여 미지수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Brown, 2015), 수정지수를 통

해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수정된 모형의 적합

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모형 모두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까

지 향상되었다(CFI=.976, TLI=.965, RMSEA=.085; CFI=.967, TLI=.953,

RMSEA =.094).

PIES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ICES(The

Invalidating Childhood Environment Scale) 및 우울, 불안, 공격성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PIES와 ICES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응답

모두 높은 상관을 보여(r=.75 ~ .77, p<.01), 수렴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ICES가 국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번안되고 타당화되었다는 점을 고

려할 때, PIES는 성인을 대상으로 정서적 불인정을 측정할 수 있는 척

도로서의 활용성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PIES와 우울, 불안, 공격성 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응답 모

두에서 중간 수준부터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우울 및 불안

과의 높은 관련성은 현재 정서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인정이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Krause, Mendelson, & Lynch,

2003; Sturrock & Mellor, 2014; Zielinski, 2016). 또한 공격성과의 상관

은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반응이 외현화 행동 문제로 이어

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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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홍주명, 2017; Buckholdt, Parra, & Jobe-Shields, 2014).

연구 1에서는 정서적 불인정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인 PIES를 한국

어로 번안 및 타당화 함으로써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척도를 마련하여

관련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들과의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임

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임상 집단 및 다른 연령대의 집단에 대하여 변

별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를 포함한 타당화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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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연구 2는 연구 1에서 번안·타당화한 지각된 정서적 불인정 척도

(PIES)를 활용하여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자녀의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를 탐색하고, 그 과정에

서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성장기 동안 부모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적응적인 방향으로 이루어

지지 못한 경우 적절한 정서조절능력을 습득하지 못하여 강도 높은 부정

적 정서 반응을 유발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어렵고, 이를 통해 적응

의 어려움 또는 심리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김소영, 김진숙, 2014;

Butzlaff & Hooley, 1998; Krause, Mendelson, & Lynch, 2003). 특히 부

모의 표출 정서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불인정은 이후에 자녀가

정서조절 곤란을 겪을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최주영, 서경현, 2015;

Morris et el., 2007).

Gratz와 Roemer(2004)에 따르면 정서조절 곤란에는 정서의 자각과

이해, 정서의 수용, 충동적 행동의 조절 및 목표에 맞는 행동, 정서 반응

조절 및 정서조절전략의 활용이라는 네 요소가 포함된다. 부모와 자녀

간의 역기능적인 정서적 상호작용은 충동적 행동 조절 부족을 통해 과잉

행동 등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른 경로에서 정서에 대

한 자각과 이해 부족, 비수용, 억제, 회피 등을 통해 우울 및 불안과 같

은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uckholdt, Parra &

Jobe-Shields, 2014; Krause et al., 2003; Morris et al, 2007).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서적 불인정

이 외현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수의 연구가 존재하지만(Eisenberg

et al., 2003), 많은 연구들은 정서적 불인정이 우울, 불안 등의 내면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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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문제, 외

현화 문제는 서로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Asarnow et al.,

2001; Hooley & Gotlib, 2000; Stocker et al., 2007). 한편 표출 정서의

경우 내면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져 왔으나(O’Neal & Magai, 2005; Stocker et al., 2007), 두 행동

문제 중 어느 것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부모가 표출 정서를 나타내는 경우 자녀는

모델링을 통해 유사한 방식의 충동적 정서 표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외현화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일부 존재한다

(Buckholdt et al., 2014; Morris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불인정은 내면화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표출 정서는 외현화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실험적인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부모와 자녀 간의 부정적인 정서적 상호작용이 다양한 심리적 문제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불충분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초점을 두

고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성인기의

심리적 문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하다. 특히 정서

적 불인정이라는 변인을 고려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변인들 간의 상

호 관계가 부분적으로만 검증되었다.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 결과들을 토

대로 정서적 불인정, 표현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외〮현화 문제 변인을

모두 포함한 통합적인 모델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

서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경로에서 정

서조절 곤란의 매개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임상적 개입을 위한 경험적 기

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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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는 각각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영향은 외향성, 신경증

성향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할 것이다.

가설 2-1. 정서적 불인정은 외현화 문제에 비해 내면화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표출 정서는 내면화 문제에 비해 외현화 문제에 더 큰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

치는 영향을 정서조절 곤란이 각각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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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R-point 시스템과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

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 25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불성실한 응답 2개

를 제외한 24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 중 남성은 97명

(39.1%), 여성은 151명(60.9%)이었다. 평균 연령은 만 22.13세(SD = 3.56,

범위 18-38세)였다. 전 연구 절차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후에 진행되었다(IRB No. E1807/003-003).

측정도구

지각된 정서적 불인정 척도(The Perceived Invalidation of Emotion

Scale: PIES). 현재의 가까운 타인으로부터 경험하는 정서적 불인정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Zielinski(2016)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총 10문항,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평

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불인정

을 측정하는 척도로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

하여 측정하였다. Zielinski(2016)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는 .87-.95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척도

각각 .95와 .95로 나타났다.

표출 정서 수준(Levels of Expressed Emotions: LEE). Cole과

Kazarian(1986)이 가족 내 표출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배

헌석(2000)이 번안 및 타당화 하였다. 예/아니오로 응답하는 원본과 달리

Gerlsma 등(1992)이 4점 리커트 척도로 변환하였으며, 국내에서는 하정

진(2018)이 같은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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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과거형으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하정진

(2018)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는 아버지에 대한 척도에서 .96, 어머니에 대한 척도에서 .96으로 나타

났다.

한국판 정서 조절 곤란 척도(Korean Vers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DERS). 정서조절의 어려움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해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정서조절 곤란 척도

(DERS)를 조용래(2007)가 번안 및 타당화 한 척도이다. 총 35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동통제 곤란, 정서적 주의/자각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 부족,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목표지향

행동의 어려움을 다루고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할 수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조절 곤란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용래(200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하위 요인에 따

라 .76-.8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 합치도는 .95, 충동통

제 곤란은 .80, 정서적 주의/자각 부족은 .80,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은

.93, 정서적 명료성 부족은 .79,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은 .88, 목표지향

행동의 어려움은 .90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성인 행동평가척도(Korean version of the Adult Self

Report: K-ASR). Achenbach와 Rescorla(2003)이 개발한 성인 행동평

가척도로 김민영 등(2014)이 번안 및 타당화 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의

적응상태 및 문제행동을 스스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기보고형 척

도이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한 총 134문항의

3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문

제 행동을 측정하는 123문항을 사용하였다. 내면화 문제의 하위 요인에

는 불안/우울, 위축, 신체증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현화 문제의 하위

요인에는 공격 행동, 규칙위반, 과잉관심 유도가 포함되어 있다. 김민영

등(2014)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6, 하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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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내적 합치도는 .53-.96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95, 하위 요인에 따른 내적 합치도는 .66-.89로 나타났다.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성격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Goldberg(1999)가 개발한 척도로, 한국판은 유태용, 이기범 (2004)

이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신경증 성향,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의 5요인을 각 10개의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는 성격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신경증 성향과 외향성에 해당하는 20문항

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신경증 성향

에서 .87, 외향성에서 .90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분석

   연구 2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20.0(IBM Corp., 2011), AMOS

21(IBM Corp., 2012), SPSS Macro Process 3.2(Hayes, 2018), M-plus

7.0(Muthén & Muthén, 1998-2015)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절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에 대한 응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버지에 대한 응

답과 어머니에 대한 응답 각각에 대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문항 묶음을 활용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아버지

와의 상호작용 모형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모형을 각각 확인하였으며,

모형 적합도는 χ2 과 함께 CFI, TLI, RMSEA 지수를 통해 평가하였다.

넷째,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미

치는 영향을 정서조절 곤란을 포함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살펴보았다. 모수치의 추정은 최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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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으며, χ2, CFI, TLI,
RMSEA를 활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모든 가능한 경로를

포함한 연구 모형과,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차례대로 제거한 대안 모

형들을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모형을 선정하였다.

다섯째, 부트스트랩(bootstrap) 방식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 총 2000회의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여섯째, 정서적 불인정과 신경증 성향의 상호작용이 문제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및 부트스트랩 방식을 통해 추가 분석하였다.

일곱째, 응답자의 성별과 부모의 성별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 각각에 대해 모형을 구성하

고 적합도, 유의미한 경로 및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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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 정서조

절 곤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를 산출하여

표 9에 제시하였다. 정서적 불인정의 평균은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각각

2.03(SD=.99), 1.84(SD=.89)로 나타났으며, 표출정서의 평균은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각각 1.94(SD=.55), 1.87(SD=.52)이었다. 정서조절 곤란의 평

균은 2.46(SD=.68), 내면화 문제의 평균은 1.47(SD=.34), 외현화 문제의

평균은 1.28(SD=.27), 신경증 성향의 평균은 2.62(SD=.74), 외향성의 평

균은 3.19(SD=.77)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의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

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지 않지

만(Curran, West, & Finch, 1996), 외현화 문제의 요인인 규칙위반의 왜

도가 2.44이며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의 하위 요인인 비난, 내면화 문

제의 하위 요인인 신체증상, 외현화 문제의 분포가 과도한 정적편포를

보이는 것이 관찰되어 로그 변환한 값을 변인들의 성별 간 t 검정과 상

관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0).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내면화 문제 및 하위 요인인 우울/불안, 신체

증상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t=2.23,

p<.05; t=2.34, p<.05; t=3.66, p<.01).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현화

문제 중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t=2.88, p<.01). 마지막으로 신경

증 성향에서 여성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

다(t=4.9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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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N=248)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정서적 불인정
(아버지/어머니)

2.03 1.84 .99 .89 1.27 1.39 0.93 1.35

표출정서
(아버지/어머니)

1.94 1.87 .55 .52 .83 .82 0.50 1.09

지지 부족 1.94 1.89 .55 .57 0.83 .78 .50 .85

비난 1.89 1.72 .58 .58 1.28 1.18 1.44 1.26

간섭 1.94 2.17 .56 .60 .58 .20 -.02 -.08

정서조절 곤란 2.46 .68 .21 -.69

정서적 주의/자각 부족 2.14 .60 .31 -.10

정서적 명료성 부족 2.24 .85 .47 -.37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2.38 .99 .52 -.66

정서조절전략 접근제한 2.74 1.03 .54 -.16

충동통제 곤란 2.46 .77 .29 -.46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 3.13 1.05 -.20 -.73

내면화 문제 1.47 .34 .80 -.23

우울/불안 1.52 .37 .84 -.03

위축 1.42 .37 .96 .16

신체증상 1.39 .43 1.23 1.01

외현화 문제 1.28 .27 1.46 1.90

공격행동 1.35 .32 1.07 .47

규칙위반 1.17 .27 2.44 6.45

과잉관심 유도 1.37 .39 1.13 .63

신경증 성향 2.62 .74 .28 -.35

외향성 3.19 .77 -.01 -.20

측정한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표 11-12), 아버지

의 경우 규칙위반과 외향성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어머니의 경우 규칙위반과 외향성의 상관관계

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r=-.12, p>.05), 외향성과 표출 정서의 간섭 및

비난은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r=-.15, p<.05; r=-.13, p<.05). 다

른 변인들 간의 관계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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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주요 변인들의 성별 간 비교 (N=248)

변인
평균(표준편차)

t
남 (n=97) 여 (n=151)

정서적 불인정 아버지 0.88 (.59) 0.87 (.66) .12

어머니 0.76 (.60) 0.72 (.62) .50

표출정서 아버지 1.93 (.52) 1.94 (.57) .08

어머니 1.92 (.57) 1.85 (.49) 1.04

지지 부족 아버지 2.06 (.60) 2.13 (.67) .77

어머니 1.93 (.62) 1.86 (.54) 1.02

비난 아버지 0.72 (.45) 0.70 (.44) .32

어머니 0.72 (.47) 0.71 (.43) .20

간섭 아버지 2.01 (.54) 1.89 (.56) 1.63

어머니 2.26 (.60) 2.12 (.59) 1.80

정서조절 곤란 2.41 (.65) 2.49 (.71) .85

정서적 주의/자각 부족 2.18 (.58) 2.12 (.61) .80

정서적 명료성 부족 2.13 (.78) 2.32 (.88) 1.72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2.29 (.93) 2.44 (1.02) 1.13

정서조절전략 접근제한 2.69 (.95) 2.77 (1.08) .62

충동통제 곤란 2.42 (.72) 2.49 (.81) .66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 3.05 (.98) 3.18 (1.10) .91

내면화 문제 1.42 (.34) 1.51 (.33) 2.23*

우울/불안 1.45 (.37) 1.56 (.37) 2.34*

위축 1.41 (.40) 1.43 (.34) .59

신체증상 0.31 (.35) 0.49 (.42) 3.66**

외현화 문제 0.29 (.26) 0.36 (.29) 1.92

공격행동 0.33 (.30) 0.44 (.32) 2.88**

규칙위반 0.18 (.25) 0.21 (.29) .83

과잉관심 유도 0.39 (.39) 0.42 (.37) .70

신경증 성향 2.34 (.67) 2.80 (.72) 4.95***

외향성 3.14 (.79) 3.22 (.76) .76

주,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비난, 외현화 문제는 로그 변환한 값임.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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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은 각각 표출 정서와 높은 정적 상

관을 보였다(r=.51 ~ .74, p<.01; r=.51 ~ .73, p<.01). 아버지의 정서적 불

인정은 정서조절 곤란과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r=.30 ~ .48,
p<.01),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은 정서조절 곤란과 낮은 수준부터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r=.23 ~ .40, p<.01).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

적 불인정 모두 내면화 문제와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r=.33 ~ .44,

p<.01; r=.34 ~ .41, p<.01), 외현화 문제와 낮은 수준부터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r=.20 ~ .38, p<.01; r=.28 ~ .40, p<.01). 또한 아버지

와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은 신경증 성향과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이

있었고(r=.40, p<.01; r=.33, p<.01), 외향성과는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이

발견되었다(r=-.25, p<.01; r=-.20, p<.01).

아버지의 표출 정서는 정서조절 곤란과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25 ~ .54, p<.01), 어머니의 표출 정서는 낮은

수준부터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r=.21 ~ .47, p<.01). 아버지와
어머니의 표출 정서는 내면화 문제와 각각 낮은 수준부터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r=.24 ~ .44, p<.01; r=.26 ~ .45; p<.01), 외현화 문

제와 낮은 수준부터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17 ~ .45,
p<.01; r=.23 ~ .50, p<.01). 아버지의 표출 정서와 신경증 성향 사이에는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r=.36 ~ .43, p<.01), 외향성과의 관계

에서는 약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21 ~ -.34, p<.01). 어머니의 표출
정서는 신경증 성향과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r=.34 ~ .39,
p<.01), 하위 요인 중 지지 부족은 외향성과 p<.01 수준에서 부적 상관

을 보인 반면(r=-.25), 비난과 간섭은 각각 p<.05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r=-.15; r=-.13).

정서조절 곤란과 내면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 사이에서는 각각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의 상관이 발견되었다(r=.26 ~ .59, p<.01; r=.23 ~
.59, p<.01). 정서조절 곤란은 신경증 성향과 중간 수준부터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38 ~ .68, p<.01), 외향성과는 낮은 수준부터 중

간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r=-.20 ~ -.34,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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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 및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의 상관 (N=248)

변인 하위 요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정서적
불인정

1 정서적 불인정 1

표출
정서

2 지지 부족 .74** 1

3 간섭 .74** .71** 1

4 비난 .51** .57** .72** 1

정서조절
곤란

5
정서적
주의/자각 부족

.40** .46** .48** .42** 1

6
정서적 명료성
부족

.30** .39** .31** .27** .47** 1

7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36** .35** .39** .28** .57** .40** 1

8
정서조절전략
접근제한

.36** .29** .34** .28** .56** .53** .60** 1

9 충동통제 곤란 .48** .50** .54** .41** .76** .44** .66** .61** 1

10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

.30** .34** .31** .25** .67** .31** .49** .37** .60** 1

내면화
문제

11 우울/불안 .44** .40** .44** .27** .54** .46** .52** .51** .57** .45** 1

12 위축 .43** .39** .42** .26** .40** .47** .38** .41** .49** .29** .71** 1

13 신체증상 .33** .24** .41** .29** .43** .26** .38** .43** .40** .26** .62** .50** 1

외현화
문제

14 공격행동 .38** .32** .45** .31** .59** .39** .48** .52** .58** .40** .72** .55** .65** 1

15 규칙위반 .35** .21** .44** .38** .45** .42** .40** .44** .42** .23** .55** .51** .56** .71** 1

16 과잉관심 유도 .20** .17** .30** .24** .32** .34** .32** .30** .28** .23** .40** .21** .29** .57** .57** 1

신경증
성향

17 신경증 성향 .40** .43** .43** .36** .68** .38** .56** .56** .64** .51** .72** .45** .56** .71** .40** .34** 1

외향성 18 외향성 -.25** -.34** -.22** -.21** -.29** -.34** -.20** -.25** -.31** -.23** -.40** -.62** -.22** -.18** -.12 .19** -.31** 1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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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 및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의 상관 (N=248)

변인 하위 요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정서적
불인정

1 정서적 불인정 1

표출
정서

2 지지 부족 .73** 1

3 간섭 .71** .73** 1

4 비난 .51** .66** .71** 1

정서조절
곤란

5
정서적
주의/자각 부족

.36** .39** .45** .37** 1

6
정서적 명료성
부족

.32** .44** .33** .26** .47** 1

7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32** .30** .34** .26** .57** .40** 1

8
정서조절전략
접근제한

.36** .32** .35** .21** .56** .53** .60** 1

9 충동통제 곤란 .40** .42** .47** .29** .76** .44** .66** .61** 1

10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

.23** .27** .34** .35** .67** .31** .49** .37** .60** 1

내면화
문제

11 우울/불안 .40** .39** .45** .31** .54** .46** .52** .51** .57** .45** 1

12 위축 .41** .39** .41** .26** .40** .47** .38** .41** .49** .29** .71** 1

13 신체증상 .34** .26** .41** .28** .43** .26** .38** .43** .40** .26** .62** .50** 1

외현화
문제

14 공격행동 .40** .36** .50** .34** .59** .39** .48** .52** .58** .40** .72** .55** .65** 1

15 규칙위반 .40** .28** .47** .27** .45** .42** .40** .44** .42** .23** .55** .51** .56** .71** 1

16 과잉관심 유도 .28** .23** .36** .28** .32** .34** .32** .30** .28** .23** .40** .21** .29** .57** .57** 1

신경증
성향

17 신경증 성향 .33** .37** .39** .34** .68** .38** .56** .56** .64** .51** .72** .45** .56** .71** .40** .34** 1

외향성 18 외향성 -.20** -.25** -.15* -.13* -.29** -.34** -.20** -.25** -.31** -.23** -.40** -.62** -.22** -.18** -.12 .19** -.31** 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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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모형의 검증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반

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변인들이 기존에 보고된 요인

구조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우선 문항 묶음(item parcelling) 방

법을 통해 모형을 구성한 후에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바

에 따라 구성된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묶음은 여러 개의 개별문항의 점수를 가공하여 분석의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다(김수영, 2016). 이는 개별 문항들의 수가 많아 자료의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한 방법이다. 문항

묶음을 사용하는 경우 추정의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고,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문항 묶음의 수는 세 개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ittle, Rhemtulla, Gibson, & Shoemann, 2013). 문항 묶음을 구성

하는 방법 중 요인 알고리즘(1요인 분석 문항 묶음)은 1요인 모형을 추

정한 후에 부하량을 고려하여 묶음에 문항들을 배정하는 방법이다(김수

영, 2016). 본 연구에서는 요인 알고리즘을 통해 각 요인 당 세 개의 문

항묶음을 구성한 후 활용하였다.

문항 묶음을 사용하여 새롭게 구성된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아버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한 모형과 어머니와

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한 모형 각각의 적합도를 산출하였다. χ2은 표

본 크기, 모수의 숫자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아 모형을 기각할 가

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χ2과 함께 CFI, TLI, RMSEA 지수

를 활용하여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CFI는 .90 이상일 때 수용할 수 있는

적합도, .95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판단하였고, CFI, TLI는 .90 이상일

때 양호한 적합도로 보았으며, RMSEA는 .10 이하일 때 수용할 수 있는

적합도라는 Browne과 Cudeck(1993)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아버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어머니와의 정서적 상호작

용을 별개의 모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 43 -

모형(모형 1)의 적합도는 χ2=210.502(df=80, p<.001) CFI=.971, TLI=.962,
RMSEA=.081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모형 2)의 적합도는 χ2=215.270(df=80, p<.001) CFI=.968, TLI=.958,
RMSEA=.083으로 기준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15개의 측정변수가 5개의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두 모형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모형

은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적합도 결과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 측정모형

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것임. 모든 결과가 p < .01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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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 측정모형

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것임. 모든 결과가 p < .01로 유의

표 13.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CFI TLI
RMSEA

(90% C.I)

모형 1 210.502 80 2.631 .971 .962
.081

[.068, .095]

모형 2 215.270 80 2.691 .968 .958
.083

[.070, .096]



- 45 -

구조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와 정서조절 곤

란이 매개하는 간접경로를 포함한 구조모형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각각 설정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검증을 실시하

였다. 모든 모형에서 신경증 성향과 외향성을 통제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1) 아버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한 구조모형

모든 경로가 연결되어 있는 모형의 적합도는 χ2=244.403(df=100,
p<.001) CFI=.970, TLI=.960, RMSEA=.076으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모형의 간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4개의 경로 중 가장 영향력이 작은 경로부터 제거하며 모형 간의

χ2 차이 검정을 차례대로 실시하였다. 두 모형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

는 경우 더 단순한 모형을 채택하였다. 최종 모형은 대안모형 3으로 채

택되었다. 최종 모형의 적합도는 χ2=246.236(df=103, p<.001) CFI=.970,
TLI=.961, RMSEA=.075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와 χ2 검정 결과는 표

14에, 채택 모형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잠재변인 간의 직접 경로 중 표출 정서에서 정서조절 곤란에 이르는

경로(β=.235, p<.05), 정서적 불인정이 내면화 문제에 이르는 경로(β

=.256, p<.01), 정서조절 곤란이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이르는 경

로(β=.272, p<.001; β=.413, p<.0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불인정에서 정서조절 곤란과 외현화 문제로 이르는 경로(β=.013, p>.05;

β=.031, p>.05), 표출 정서가 내면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로 이르는 경로

(β=-.140, p>.05; β=.055, p>.05)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과는 표 15에

제시하였다.

아버지와의 관계 모형에서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외현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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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서적 불인정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내면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므로(β

=.256), 가설 2-1은 지지되었다. 표출 정서가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에 미치는 두 직접 경로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내면화 문제로 이어

지는 경로계수가 상대적으로 더 크므로(β=-.140), 가설 2-2는 지지되지

않았다.

표 14.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

현화 문제의 관계: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CFI TLI
RMSEA
(90% C.I) 비교 ∆df ∆χ2 채택

모형

연구
모형 0

244.403 100 2.444 .970 .960
.076

[.064, .088]

대안
모형 1

244.429 101 2.420 .970 .960
.076

[.064, .088]
0대1 1 .026 대안1

대안
모형 2

244.541 102 2.397 .970 .961
.075

[.063, .087]
1대2 1 .112 대안2

대안
모형 3

246.236 103 2.391 .970 .961
.075

[.063, .087]
2대3 1 1.695 대안3

대안
모형 4

251.804 104 2.421 .969 .960
.076

[.064, .088]
3대4 1 5.568 대안3

다음으로 잠재변인 사이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트

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2000번의 표집이 이루어졌으며,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간접효과 중 표출 정서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정서조절

곤란이 매개하는 효과에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정서적 불인정과 내면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

를 정서조절 곤란이 매개하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결과는 표 16에 제시하였다. 전체 간접 경로 중, 표출 정서가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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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곤란을 통해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이르는 경로만 유의미하

였으므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그림 3.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 최종모형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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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

현화 문제의 관계: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008 .044 .013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247* .096 .235

정서적 불인정 ￫ 내면화 문제 .089** .029 .256

정서적 불인정 ￫ 외현화 문제 .009 .030 .031

표출 정서 ￫ 내면화 문제 -.087 .053 -.140

표출 정서 ￫ 외현화 문제 .028 .054 .055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160*** .046 .272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203*** .044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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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

현화 문제의 관계: 부트스트랩 결과

경로 추정치 S.E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문제 .004 .021 -.031 .039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외현화 문제 .006 .032 -.047 .058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064 .032 .011 .116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097 .040 .032 .162

주. 부트스트랩 표집은 2000번, 추정치는 표준화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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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한 구조모형

모든 경로가 연결되어 있는 모형의 적합도는 χ2=251.234(df=100,
p<.001) CFI=.967, TLI=.956, RMSEA=.078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

족하였다. 모형의 간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

혀진 5개의 경로를 모두 제거하는 경우 정서적 불인정 변인이 모형에서

제거되므로, 가장 영향력이 작은 경로부터 제거하며 모형 간의 χ2 차이
검정을 차례대로 실시하였다. 두 모형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더 단순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은 대안 모형 3으로 채택되었다.

최종 모형의 적합도는 χ2=252.604(df=103, p<.001) CFI=.967, TLI=.957,
RMSEA=.077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와 χ2 검정 결과는 표 17에, 채택

모형은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잠재변인 간의 직접 경로 중 표출 정서에서 정서조절 곤란에 이르는

경로(β=.209, p<.05)와 정서조절 곤란이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이르는 경로(β=.219, p<.01; β=.360, p<.0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정서적 불인정에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로 이르는

세 경로(β=.040, p>.05; β=.127, p>.05; β=.164, p>.05), 표출 정서가 내면

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로 이르는 경로(β=.082, p>.05; β=.059, p>.05)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과는 표 18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와의 관계 모형에서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이르는 직접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가설 2

는 지지되지 않았다. 정서적 불인정이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미

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고 외현화 문제로 이어지는 경로계수가 더

크므로(β=.164), 가설 2-1은 지지되지 않았다. 표출 정서가 내면화 문제

와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두 직접 경로 모두 유의미하지 않고 내면화 문

제에 대한 경로계수가 더 크므로(β=.082), 가설 2-2는 지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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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

현화 문제의 관계: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CFI TLI
RMSEA
(90% C.I) 비교 ∆df ∆χ2 채택

모형

연구
모형 0

251.234 100 2.512 .967 .956
.078

[.066, .090]

대안
모형 1

251.501 101 2.490 .967 .956
.078

[.066, .090]
0대1 1 .267 대안1

대안
모형 2

251.917 102 2.470 .967 .957
.077

[.065, .089]
1대2 1 .416 대안2

대안
모형 3

252.604 103 2.452 .967 .957
.077

[.065, .089]
2대3 1 .687 대안3

대안
모형 4

268.315 104 2.580 .964 .954
.080

[.068, .092]
3대4 1 15.711 대안3

대안
모형 5

195.980 66 2.969 .964 .950
.089

[.075, .104]
3대5 37 -56.624 대안3

다음으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살펴

보았다. 간접효과 중 표출 정서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정

서조절 곤란이 매개하는 효과에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서적 불인정과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정서조절 곤란이 매개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결과는 표 19에 제시하였다. 전체 간접 경로 중, 표출 정서가 정

서조절 곤란을 통해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이르는 경로만 유의

미하였으므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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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 최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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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

현화 문제의 관계: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024 .048 .040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241* .104 .209

정서적 불인정 ￫ 내면화 문제 .046 .030 .127

정서적 불인정 ￫ 외현화 문제 .050 .031 .164

표출 정서 ￫ 내면화 문제 .056 .053 .082

표출 정서 ￫ 외현화 문제 .034 .049 .059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129** .044 .219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178*** .041 .36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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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

현화 문제의 관계: 부트스트랩 결과

경로 추정치 S.E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문제 .009 .019 -.008 .014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외현화 문제 .014 .029 -.010 .019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046 .025 .008 .065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075 .033 .013 .079

주. 부트스트랩 표집은 2000번, 추정치는 표준화된 것임.

3) 정서적 불인정과 신경증 성향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아버지의 표출 정서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곤란이 완전매개 효과를 보인 반면, 정서적 불인정에 대해서는 유의미하

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은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 모두에 대해 유의미한 경로가 발견되지 않았다. 상관분석에

서 정서적 불인정과 통제 변인인 신경증 성향 사이에서 중간 수준의 상

관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서적 불인정이 신경증 성향이라는

자녀의 성격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두 변인의 상호작용을 모형에 포함하여 내면화 및 외현화 문

제로 이르는 경로를 추가적으로 탐색하였다.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과 응답자의 신경증 성향의 상호작용을 포함

한 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든 회귀 모형이 유의미하였으며, 정서적

불인정과 신경증 성향의 상호작용 및 정서조절 곤란이 내면화 문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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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회귀계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461, t=5.994, p<.001; β

=.443, t=7.814, p<.001). 정서적 불인정과 신경증 성향의 상호작용 및 정

서조절 곤란이 외현화 문제에 이르는 회귀계수 또한 유의미하였다(β

=.217, t=2.475, p<.05; β=.475, t=7.347, p<.001). 부트스트랩으로 산출한

모든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두 변인의 상호작용과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곤란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20-23에 제시하였다.

표 20.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과 내면화 문제의 관계에서 신경증 성향의 

조절효과와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2 F

1

불인정
×신경증 성향 정서조절

곤란

.085 .015 .476 5.864***
.380 74.964***

표출 정서 .209 .101 .167 2.058*

2

불인정
×신경증 성향 내면화

문제

.059 .007 .672 8.360***
.392 79.107***

표출 정서 -.037 .049 -.059 -.738

3

불인정
×신경증 성향 내면화

문제

.041 .007 .461 5.994***

.514 86.019***
표출 정서 -.082 .045 -.133 -1.835

정서조절 곤란 .218 .028 .443 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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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과 내면화 문제의 관계에서 신경증 성향의 

조절효과와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랩 결과

경로 효과계수 SE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간접효과 .019 .004 .012 .026

주. 부트스트랩 표집은 5000번, 간접효과: 불인정×신경증성향 ￫ 정서조절곤란 ￫ 내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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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과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신경증 성향의 

조절효과와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2 F

1

불인정
×신경증 성향 정서조절

곤란

.085 .015 .476 5.864***
.380 74.964***

표출 정서 .209 .101 .167 2.058*

2

불인정
×신경증 성향 외현화

문제

.032 .006 .443 4.893***
.228 36.198***

표출 정서 .021 .045 .043 .473

3

불인정
×신경증 성향 외현화

문제

.016 .006 .217 2.475*

.368 47.342***
표출 정서 -.018 .041 -.036 -.440

정서조절 곤란 .190 .026 .475 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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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과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신경증 성향의 

조절효과와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랩 결과

경로 효과계수 SE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간접효과 .016 .003 .010 .023

주. 부트스트랩 표집은 5000번, 간접효과: 불인정×신경증성향 ￫ 정서조절곤란 ￫ 외현화.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과 응답자의 신경증 성향의 상호작용을 포함

한 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든 회귀 모형이 유의미하였으며, 정서적

불인정과 신경증 성향의 상호작용 및 정서조절 곤란이 내면화 문제에 이

르는 회귀계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380, t=5.189, p<.001; β

=.445, t=8.004, p<.001). 정서적 불인정과 신경증 성향의 상호작용 및 정

서조절 곤란이 외현화 문제에 이르는 회귀계수 또한 유의미하였다(β

=.324, t=4.057, p<.001; β=.392, t=6.477, p<.001). 부트스트랩으로 산출

한 모든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두 변인의 상호작용과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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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곤란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24-27에 제시하였다.

표 24.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과 내면화 문제의 관계에서 신경증 성향의 

조절효과와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2 F

1
불인정

×신경증 성향
정서조절
곤란

.102 .016 .494 6.330*** .348 65.252***

2
불인정

×신경증 성향
내면화
문제

.061 .008 .600 7.879*** .378 74.541***

3

불인정
×신경증 성향 내면화

문제

.039 .007 .380 5.189***
.508 83.841***

정서조절 곤란 .219 .027 .445 8.004***

*** p<.001

표 25.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과 내면화 문제의 관계에서 신경증 성향의 

조절효과와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랩 결과

경로 효과계수 SE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간접효과 .022 .005 .014 .032

주. 부트스트랩 표집은 5000번, 간접효과: 불인정×신경증성향 ￫ 정서조절곤란 ￫ 내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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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과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신경증 성향의 

조절효과와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2 F

1
불인정

×신경증 성향
정서조절
곤란

.102 .016 .494 6.330*** .348 65.252***

2
불인정

×신경증 성향
외현화
문제

.043 .007 .517 6.475*** .317 56.855***

3

불인정
×신경증 성향 외현화

문제

.027 .007 .324 4.057***
.417 58.223***

정서조절 곤란 .157 .024 .392 6.477***

*** p<.001

표 27.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과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신경증 성향의 

조절효과와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랩 결과

경로 효과계수 SE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간접효과 .016 .003 .010 .023

주. 부트스트랩 표집은 5000번, 간접효과: 불인정×신경증성향 ￫ 정서조절곤란 ￫ 외현화.

4) 응답자 성별과 부모 성별의 상호작용

추가적으로 응답자의 성별과 부모 성별의 상호작용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아버지-딸, 아버지-아들, 어머니-딸, 어머니-아들

의 4개 모형을 분석하였다. 각 모형에는 모두 신경증 성향과 외향성이

통제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는 응답자가 여성인 경우에 아버지와의 관계 모형과

어머니와의 관계 모형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χ2=160.589[df=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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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CFI=.979, TLI=.972, RMSEA=.063; χ2=173.944[df=100, p<.001]
CFI=.973, TLI=.963, RMSEA=.070).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는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 모형 모두 증분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RMSEA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χ2= 202.458 [df=100, p<.001]

CFI=.947, TLI=.929, RMSEA=.103; χ2= 203.427 [df=100, p<.001] CFI=

.947, TLI=.928, RMSEA=.103). 이는 응답자가 남성인 모형의 표본 수가

97명으로 축소된 것으로 인한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Kenny, Kaniskan,

& McCoach, 2015). 네 모형의 적합도는 표 28에 제시하였다.

표 28. 성별에 따른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CFI TLI
RMSEA

(90% C.I)

아버지-딸
(n=151) 160.589 100 1.606 .979 .972

.063
[.044, .081]

아버지-아들
(n=97) 202.458 100 2.025 .947 .929

.103
[.082, .123]

어머니-딸
(n=151) 173.944 100 1.739 .973 .963

.070
[.052, .087]

어머니-아들
(n=97) 203.427 100 2.034 .947 .928

.103
[.083. .124]

    응답자의 성별과 부모의 성별에 따라 잠재변인 간의 유의미한 경로

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아버지의 표출 정서가 여성 응답

자의 정서조절 곤란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미하였고(β=.270, p<.05),

정서조절 곤란이 각각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

였다(β=.306, p<.01;β=.443, p<.001). 즉 아버지의 표출 정서와 여성 응답

자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정서조절 곤란이 완전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은 남성 응답자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

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04, p<.001; β=.353,

p<.05). 또한 표출 정서가 내면화 문제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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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β=-.274, p<.05). 정서조절 곤란은 개별적으로 남성 응답자의 내

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78,

p<.05; β=.356, p<.05).

어머니와 여성 응답자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곤란은 어머니의 정서

적 불인정 및 표출 정서와 연관 없이 개별적으로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β=.269, p<.01; β=.382, p<.01). 남성 응답자의 경

우,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이 내면화 문제에 이어지는 직접 경로가 유

의미하였으며(β=.339, p<.01), 정서조절 곤란은 개별적으로 외현화 문제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36, p<.05). 결과는 표 29에 제시

하였다.

표 29. 성별에 따른 구조모형의 유의미한 경로계수1)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아버지-딸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284* .124 .270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168** .056 .306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231*** .060 .443

아버지-아들

정서적 불인정 ￫ 내면화 문제 .214*** .049 .504

정서적 불인정 ￫ 외현화 문제 .102* .045 .353

표출 정서 ￫ 내면화 문제 -.185* .082 -.274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177* .078 .278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154* .067 .356

어머니-딸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148** .053 .269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200*** .055 .382

어머니-아들
정서적 불인정 ￫ 내면화 문제 .134** .050 .339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144* .066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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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여

1)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계수를 포함한 표는 지면 관계 상 부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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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응답자의 두 모형에서만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관찰되었다.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 모두에서 부모님의 표출 정서와 여성 응답자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정서조절 곤란이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는 표 30에 제시하였다.

표 30.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부트스트랩 결과2)

경로 추정치 S.E
신뢰구간

하한 상한

아버지-딸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083 .050 .010 .103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120 .058 .017 .123

어머니-딸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053 .038 .002 .090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075 .046 .005 .108

주. 부트스트랩 표집은 2000번, 추정치는 표준화된 것임.

2)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포함한 표는 지면 관계 상 부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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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연구 2에서는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자녀의 내면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조절 곤란을 매개변인으로 포

함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 248명의 자료를 활용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EM)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모형 모두에서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 사이에 정적인 상관이 관찰되었다.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높은 상관을 나타낸 점은 부모의 정서 사회화가 다측면을

가진 구성개념이며, 여러 측면을 함께 살펴볼 것을 제안한 Halberstadt

(1999)의 견해를 지지한다. 정서적 불인정 및 표출 정서와 정서조절 곤

란의 상관은 가족 내 정서적 환경이 자녀가 정서조절능력을 습득하는 것

에 있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김혜경, 김영

희, 2009; 백미애, 2002; 최주영, 서경현, 2015; Morris et al., 2007;

Shenk & Fruzzetti, 2011; Stocker, Richmond, & Rhoades, 2007). 또한

정서적 불인정 및 표출 정서와 내면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의 정적 관련

성은 아동 및 청소년 또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 특정 장애군을 대상으

로 실시된 연구 결과들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Alway, McKay,

Ponsford, & Schönberger, 2012; Caspi et al., 2004; Hooley & Gotlib,

2000; McCleary & Sanford, 2002; Robertson, Kimbrel, & Nelson-Gray,

2013).

두 번째로 아버지와의 관계 모형과 어머니와의 관계 모형에서 유의

미한 경로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관계 모형에서 정

서적 불인정이 내면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어머니와의 관

계 모형에서 정서적 불인정의 영향은 어느 경로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

다. 정서 사회화에 대한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일상에서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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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애정 표현은 어머니만큼 빈번하지 않다(Cassano et al., 2007;

Denham, Renwick, & Holt, 1991; Eisenburg, Fabes, & Murphy, 1996).

자녀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더 정서적인 거리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할 때(강완숙, 2000),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이 긍정적 정

서 교류 경험으로 완충되지 못한 점이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쳤을 가

능성이 있다.

부모의 표출 정서와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는 정서조

절 곤란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Hooley와 Gotlib(2000)에 따르

면 부모의 표출 정서는 자녀의 현재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취

약성을 갖게 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에 기반한 표출 정서에 대한 설명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자녀의 신경증 성향은 서로 상호작용

하여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조절 곤

란이 부분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신경증

성향 수준에 따라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녀의 성별과 부모의 성별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에서, 남성

응답자의 경우 아버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

은 남성 응답자의 내면화 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 응답

자의 경우 유의미한 경로가 발견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아버지와 어머

니의 표출 정서와 여성 응답자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정

서조절곤란이 완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아들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보이는 부정적 정서에

특별히 민감하며, 처벌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Eisenberg et al.,

1998).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정서적인 반응은 어머니보다 아버

지에게서 더 자주 발견되며(Brand & Klimes-Dougan, 2010), 부모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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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보다 딸과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 더 많이 논의한다(Zahn-Waxler,

2000). 본 연구에서 남성 응답자가 부모와의 부정적인 정서적 상호작용

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으며, 특히 자녀의 정서를 불인정하고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보이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심리

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것은 부모 및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정서 사회

화의 결과를 시사할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왔던 부모-자녀 간 정서

적 상호작용의 두 측면인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를 한 모형에서 함

께 다루었으며,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이어지는 경로 중 상대적

인 중요성을 갖는 경로를 탐색하였다. 또한 부모의 성별 및 자녀의 성별

에 따라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연구 2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남성 표본의 수가 부족하

여 모형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문항 묶음을 사용하였기 때문

에 각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서로 다른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하

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모집한 표본을 대상으로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의 구성 요인들 간

의 영향력을 비교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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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논 의

성장기 동안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는 자녀의 적절한 정

서조절능력 습득을 어렵게 하고, 이후 우울, 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와 공

격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자녀 간 정

서적 상호작용의 두 측면이 자녀의 심리적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

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관련된 연구가 불충분한 상황이며, 정서적 불인

정이라는 변인을 고려한 소수의 연구는 변인들 간의 상호 관계가 부분적

으로만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불인정(emotional invalidation)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번안하고 타당

화하였으며,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문제, 외

현화 문제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Zielinski(2016)가 정서적 불인정을 측정하기 위해 개

발한 지각된 정서적 불인정 척도(Perceived Invalidation of Emotion

Scale; PIES)를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 PIES의 내적 합치도와 문항-총

점 간 상관은 매우 양호한 범위를 보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

지와 어머니에 대한 척도 모두 Zielinski (2016)의 원척도 요인구조와 동

일하게 1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부하량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따르면 절대 적합도 지수에 비해 증분 적합도 지

수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향상을 위해 수정된 모형은

적합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였다.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서적 불인정은 우울, 불안, 공격성과 높은 정적 상관 및 유사 척

도와도 높은 상관을 보여 수렴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연구 2에서는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 및 표출 정서와 내면화 및 외현

화 문제의 관계를 정서조절 곤란이 매개하는 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탐색하였다.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문

제, 외현화 문제는 서로 정적인 상관을 보여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이는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부모의 정서 사회화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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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서조절습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후 정신병리와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Caspi et al., 2004; Hooley & Gotlib,

2000; Morris et al., 2007; Stocker, Richmond, & Rhoades, 2007).

신경증 성향과 외향성의 성격 변인을 통제한 후 아버지와 어머니 각

각에 대해 개별적인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정서적 불

인정은 자녀의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

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아 가설 2와 3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어머니가 지지해주지 않을 때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

하지 않는 것이다(강지현, 2017; Krause et al., 2002). 아버지와의 관계에

서 정서적 불인정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반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자녀가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와 정

서적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이 긍정적 정서 교

류 경험으로 완충되지 못하였을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다(강완숙, 2000;

Eisenburg, Fabes, & Murphy, 1996).

한편, 어머니와 아버지의 표출 정서가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정서조절 곤란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져 가설 3이 부

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출 정서가 직접적으로 문제 행동에 부정적인 영

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정서조절 곤란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은 표

출 정서를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최근의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대표적으로 Hooley와 Gotlib(2000)은 표출 정서가 단

순히 상황적인 스트레스에서 더 나아가 자녀가 심리적 문제에 대한 취약

성을 갖게 되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즉 본 연구의 결

과는 부모의 표출 정서에 노출된 자녀가 적절한 정서조절능력을 배양하

지 못하고,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 여러 행동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설명을 지지

한다(Eisenberg et al., 2001; Morris et al., 2007).

본 연구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의 영향력이

자녀의 신경증 성향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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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특히 신경증 성향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한 일차 모형에서는 어머니

의 정서적 불인정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신경증 성향

과 정서적 불인정의 상호작용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곤란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자녀의 신경증 성향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이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성격적 특성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

음을 시사하므로, 다양한 성격 특성을 모형에 포함한 추가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성별과 관련하여, 남성 응답자의 경우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 모두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정서적 불인정도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여성 응답자의 경우 부모의 표출 정서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 곤란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직접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유의미한 경로가

더 많았으며,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딸보다 아들이 양 부모, 특히 아버지로부터 부정적인 정서적 상호작용을

많이 경험하게 되며, 따라서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기

존의 가설을 지지한다(Brand & Klimes -Dougan, 2010; Eisenberg et

al., 1998).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정

서적 불인정을 측정하는 척도를 국내에 마련하였다. 기존에 활용되던 척

도들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되었거나 국내에서 타당화 과정

을 거치지 못한 척도였다. 지각된 정서적 불인정 척도(The Perceived

Invalidation of Emotion Scale: PIES)는 문항의 수가 적으면서 문항 간

내적 합치도가 우수하며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자기보고식 척도라는

측면에서 넓은 활용범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성장기의 가족 내 정서적 경험이 성인기 심리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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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했다.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기 및 청소년기 적응의 관련성을 검증하였으며,

성인기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

다. 따라서 성장기의 부모-자녀 간 정서적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인기 문제 행동에 대한 개입의 초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를 한 모형에서 함께 다루었다. 그동안 가족 간 정서적

상호작용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

나(Halberstadt, 1999; Stocker et al., 2007),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

를 하나의 모형에서 다루어보려는 시도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또한 정서

적 불인정 및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문제 행동 간의 관련성을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했다. 본 연구는 여러 변

인의 상호관계를 한 모형 내에서 다루었으며, 부모의 성별 및 자녀의 성

별에 따라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차이가 존재함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

양한 연령 집단 및 임상 집단을 통한 PIES 척도에 대한 타당화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이 서울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 및 대

학원생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 및 관련된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

표본 수가 부족하여 성별 간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이는 무선 표집 과정

에서 균형화(balancing)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이 발견되었으므로, 각 성별 당 충분한 수

의 표본을 확보한 후 모형의 재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에 포함된 관측변인 간의 영향력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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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들의 대다수

가 척도 제작 시에 보고된 요인의 구조를 따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항 묶음을 사용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표출 정서의 3요인, 정서조절 곤란의 6요인,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각

3요인을 구분하여 각 요인이 다른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

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또한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에 따라 유의

미한 경로를 확인하여 치료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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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부모님은 내
감정에 공감해주거나 맞춰주지 않았다. 예
를 들어, 내가 슬플 때 나와 함께 슬퍼하
지 않거나 내가 기쁠 때 나와 함께 기뻐
하지 않았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부모님은 내
가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길 바랐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3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부모님은 그
걸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4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부모님은 나
를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판단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5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부모님은 진
지하게 듣지 않았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6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할
때, 부모님은 내가 다른 감정을 느껴야 한
다고 말하거나 은연중에 드러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7 내가 감정을 드러내면 부모님은 나에게
화를 내거나 못마땅해 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부록 1. 지각된 정서적 불인정 척도(PIES)

청소년기를 포함하여 그 이전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

오. 그리고 당신의 감정에 대해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잠시 생각

해 보십시오.

그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그런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다음 기준

을 통해 응답해 주십시오.

더불어, 어머니와의 관계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각각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그런 적

없다

(0-10%)

때때로 그랬다

(11%-35%)

절반 정도로

그랬다

(35-65%)

대부분 그랬다

(66-90%)

거의 항상

그랬다

(91-100%)

1 ············ 2 ············ 3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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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모님은 내 감정에 대해 편을 들어주거
나 동의 해주지 않았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9 부모님은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0 부모님은 내 감정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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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사람들은 내 감정
에 공감해주거나 맞춰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가 슬플 때 나와 함께 슬퍼하지 않거나 내가
기쁠 때 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

1 2 3 4 5

2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사람들은 내가 그
냥 받아들이고 넘어가길 바란다. 1 2 3 4 5

3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사람들은 그걸 듣
고 싶어 하지 않는다. 1 2 3 4 5

4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사람들은 나를 업
신여기거나 함부로 판단한다. 1 2 3 4 5

5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눌 때,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 1 2 3 4 5

부록 2. 지각된 정서적 불인정 척도(PIES) 원본

최소 한 주에 한 번 이상 당신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들

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나누려 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족, 친구, 연인 혹은 배우자, 동료,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

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지난 몇 달간 그런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

지 다음의 기준을 통해 응답해 주십시오.

거의 그런 적

없다

(0-10%)

때때로 그렇다

(11%-35%)

절반 정도로

그렇다

(35-65%)

대부분 그렇다

(66-90%)

거의 항상

그렇다

(91-100%)

1 ············ 2 ············ 3 ············ 4 ············ 5

당신이 생각한 대상은 누구입니까?3)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제자매 ④ 친구

⑤ 연인/배우자 ⑥ 동료 ⑦ 아는 사람 ⑧ 기타

3) 원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대상을 한정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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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할 때, 사
람들은 내가 다른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말하거
나 은연중에 드러낸다.

1 2 3 4 5

7 내가 감정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나에게 화를 내
거나 못마땅해 한다.

1 2 3 4 5

8 사람들은 내 감정에 대해 편을 들어주거나 동의
해주지 않는다.

1 2 3 4 5

9 사람들은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적절하지 않다
고 느끼게 만든다.

1 2 3 4 5

10 사람들은 내 감정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든다. 1 2 3 4 5

PIES 원본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은 양 부모에 대해 과거형

질문으로 변형한 연구 1의 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 시 떠올린 대상 중 가장 빈번한 응답은 친구(n=85)였으며, 그

다음으로 어머니, 아버지, 연인, 형제자매, 동료, 아는 사람,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신뢰도와 관련하여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는 .75(문항 1) ~ .87(문항
9)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첫 번째 요인에서 6.542, 두 번째 요인에

서 .769으로 도출되었고, 스크리 도표 상의 결과와 종합하여 1요인 모형

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인 부하량은 .68(문항 1) ~ .87(문항 8)

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원본에 대한 응답은 PIES 과거형의 아버지에 대한

응답과 .421, 어머니에 대한 응답과 .472의 상관을 보였고, ICES의 아버

지에 대한 응답은 .436, 어머니에 대한 응답은 .437의 상관을 보였다. 또

한 응답은 우울(r=.53), 상태 불안(r=.38), 특성 불안(r=.37), 공격성(r=.49)

과 중간 수준부터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모든 상관관계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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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부

1 내가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부모

님은 화를 내셨다.
1 2 3 4 5 1 2 3 4 5

···

14 내가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할 때, 부모

님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고 나를 응

원해 주셨다.

1 2 3 4 5 1 2 3 4 5

부록 3.

The Invalidating Childhood Environment Scale (ICES) 4)

다음의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여러분

의 감정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에 대한 경험들을 기술한 것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18세 이전까지 당신의 경험에 가장 근접하다(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어머님과 아버님은 서로 매우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어머님과 아버님에 대해 각각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어머님에

대한 평가이며, 오른쪽은 아버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간혹 그랬다 대부분 그랬다 항상 그랬다

1 ············ 2 ············ 3 ············ 4 ············ 5

마지막으로, 당신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가족 전체를 어떻게 보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기술된 문장을 읽어보시고, 성장할 때 각각의 상

황과 당신이 경험한 일이 얼마나 가깝게 일치하는지를 평정해주세요.

4) 전체 척도의 사용을 위해서는 윤소미(bluepink96@naver.com)에게 교신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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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어린 시절 동안, 나는 부모님을 종종 가용할 수

없었고(즉, 부모님이 필요한 순간에 부모님께 도

움이나 힘을 얻을 수가 없었고), 거의 부모님과

시간을 공유하지도, 관심을 받지도 못하였다. 나

는 종종 혼자 힘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남겨지거

나, 친구들/친척들을 전전하며 일을 해결해야만

하였다. 부모님은 내가 무엇에 대해 물어보면 종

종 화를 내셨다. 부모님 중 한 분, 또는 두 분

모두에게 약물남용의 문제, 정신건강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1 2 3 4 5

···

18 어린 시절 동안,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성취와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였다. “어른처럼 처신하는 것”은 바람직하

고 가치있는 것이었다.

1 2 3 4 5

우리 가족과는
다르다

우리 가족과
거의 비슷하지

않다

일부분
우리 가족과
비슷하다

대부분
우리 가족과
비슷하다

우리 가족과
모두 일치한다

1 ············ 2 ············ 3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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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1 2 3 4

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1 2 3 4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1 2 3 4

4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1 2 3 4

5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1 2 3 4

6 우울했다. 1 2 3 4

7 하는 일이 힘들게 느껴졌다. 1 2 3 4

8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1 2 3 4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 2 3 4

10 두려움을 느꼈다. 1 2 3 4

11 잠을 설쳤다; 잠이 줄었다. 1 2 3 4

12 행복했다. 1 2 3 4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1 2 3 4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 2 3 4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 2 3 4

16 생활이 즐거웠다. 1 2 3 4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1 2 3 4

18 슬픔을 느꼈다. 1 2 3 4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 2 3 4

2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1 2 3 4

부록 4.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S-D)

아래에 적혀 있는 각 문장을 잘 읽은 후,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이 느끼고 행동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표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극히 드물다

(1일 이하)

가끔 있었다

(1-2일)

종종 있었다

(3-4일)

거의 대부분

그랬다

(5-7일)

1 ············ 2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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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마음이 차분하다 1 2 3 4

2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1 2 3 4

3 나는 긴장되어 있다 1 2 3 4

4 나는 후회스럽고 서운하다 1 2 3 4

5 나는 마음이 편하다 1 2 3 4

6 나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1 2 3 4

7 나는 앞으로 불행이 있을까 걱정하고 있다 1 2 3 4

8 나는 마음이 놓인다 1 2 3 4

9 나는 불안하다 1 2 3 4

10 나는 편안하게 느낀다 1 2 3 4

11 나는 자신감이 있다 1 2 3 4

12 나는 짜증스럽다 1 2 3 4

13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1 2 3 4

14 나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다 1 2 3 4

15 내 마음은 긴장이 풀려 푸근하다 1 2 3 4

16 나는 만족스럽다 1 2 3 4

17 나는 걱정하고 있다 1 2 3 4

18 나는 흥분되어 어쩔 줄 모른다 1 2 3 4

19 나는 즐겁다 1 2 3 4

20 나는 기분이 좋다 1 2 3 4

부록 5.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I-X)

각 문장을 잘 읽으시고 각 문장의 오른 편에 있는 네 개의 항목 중에서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느끼고 있는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문항

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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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기분이 좋다 1 2 3 4

2 나는 쉽게 피로해진다 1 2 3 4

3 나는 울고 싶은 심정이다 1 2 3 4

4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했으면 한다 1 2 3 4

5 나는 마음을 빨리 정하지 못해서 실패한다 1 2 3 4

6 나는 마음이 놓인다 1 2 3 4

7 나는 차분하고 침착하다 1 2 3 4

8 나는 너무 많은 여러 문제가 밀어닥쳐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 1 2 3 4

9 나는 하찮은 일에 너무 걱정을 한다. 1 2 3 4

10 나는 행복하다. 1 2 3 4

11 나는 무슨일이건 힘들게 생각한다. 1 2 3 4

12 나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1 2 3 4

13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1 2 3 4

14 나는 위기나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쓴다. 1 2 3 4

15 나는 울적하다. 1 2 3 4

16 나는 만족스럽다. 1 2 3 4

17 사소한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1 2 3 4

18 나는 실망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다. 1 2 3 4

19 나는 착실한 사람이다. 1 2 3 4

20 나는 요즈음의 걱정거리나 관심거리를 생각하면 긴
장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른다. 1 2 3 4

각 문장을 잘 읽으시고 각 문장의 오른 편에 있는 네 개의 항목 중에서

당신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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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때로 나는 누군가를 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1 2 3 4 5

2 나는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솔직하게 얘기한다. 1 2 3 4 5

3 나는 화가 빨리 치밀지만 또 빨리 풀어진다. 1 2 3 4 5

4 나는 때로 시기나 질투에 차 있다. 1 2 3 4 5

5 누군가 화를 한껏 돋구면, 나는 그 사람을 칠지
도 모른다.

1 2 3 4 5

6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잦다. 1 2 3 4 5

7 일이 뜻대로 안되었을 때 나는 화를 참기 어렵
다. 1 2 3 4 5

8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때때
로 있다.

1 2 3 4 5

9 누군가 나를 때리면, 나도 되받아 친다. 1 2 3 4 5

10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하면, 나도 그에 맞서
그들에게 한마디 해 줄 수 있다. 1 2 3 4 5

11 나는 때로 울분이 치밀어 참기 어려워 금방이라
도 폭발해 버릴 것 같다. 1 2 3 4 5

12 다른 사람들은 항상 운이 좋아 보인다. 1 2 3 4 5

13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치고 받고 싸
우는 편이다. 1 2 3 4 5

14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흔히 논쟁을
벌이게 된다.

1 2 3 4 5

15 나는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다. 1 2 3 4 5

16 나는 때로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심한 적대감
에 휩싸이곤 한다. 1 2 3 4 5

17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1 2 3 4 5

18 친구들은 내가 따지기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1 2 3 4 5

부록 6. 공격성 질문지(AQ-K)

다음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평소의 자신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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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누가 내게 지나치게 친절하면, 나는 그 사람이
내게 원하는 게 있어 그렇지 않나 생각한다.

1 2 3 4 5

20 나는 소위 “내 친구”라는 자들이 나에 대해 몰
래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2 3 4 5

21 나를 몰아세운 사람과 주먹다짐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22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1 2 3 4 5

23 나는 지나치게 친한 척 하는 낯선 사람을 보면
의심이 든다. 1 2 3 4 5

24 나는 누굴 때리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5 나는 화나는 것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1 2 3 4 5

26 나는 때로 사람들이 내가 모르게 나를 비웃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27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을 위협해 본 적이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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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는 내가 흥분할 때 진정시켜줬다.
부 1 2 3 4

모 1 2 3 4

2 그는 내가 그의 기대에 어긋나더라도 참아줬다.
부 1 2 3 4

모 1 2 3 4

3 그는 나를 짜증나게 만들지 않았다.
부 1 2 3 4

모 1 2 3 4

4
그는 내가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 그것은 내
가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 1 2 3 4

모 1 2 3 4

5 그는 내가 그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나에
게 죄책감을 안겨줬다.

부 1 2 3 4

모 1 2 3 4

6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는 화를 냈다.
부 1 2 3 4

모 1 2 3 4

7 내가 아프거나 흥분할 때 그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줬다.

부 1 2 3 4

모 1 2 3 4

8 그는 나의 입장을 이해해줬다.
부 1 2 3 4

모 1 2 3 4

9 그는 나의 일에 항상 간섭을 했다.
부 1 2 3 4

모 1 2 3 4

10 그는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누군가의 도움
을 구하도록 격려해줬다.

부 1 2 3 4

모 1 2 3 4

11 그는 내가 그에게 많은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부 1 2 3 4

모 1 2 3 4

12 그는 나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강요하지는
않았다.

부 1 2 3 4

모 1 2 3 4

13 그는 내가 화를 내거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도
와주지 않았다.

부 1 2 3 4

모 1 2 3 4

부록 7. 표출 정서 수준(LEE)

다음의 항목들은 청소년기를 포함하여 그 이전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

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본인과 부모님의 관계와 어느 정도 일치

하는지 체크하여 주십시오. 각 문항의 ‘그’는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로 생

각하시고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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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는 내가 그의 기대에 부응해서 처신하지 않으
면 비난했다.

부 1 2 3 4

모 1 2 3 4

15
그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나의 탓으로
돌렸다.

부 1 2 3 4

모 1 2 3 4

16 그는 내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느끼게 해줬다.
부 1 2 3 4

모 1 2 3 4

17 그는 내가 흥분을 하면 그것을 참지 못했다.
부 1 2 3 4

모 1 2 3 4

18 그는 내가 힘들어 할 때 나를 내버려두었다.
부 1 2 3 4

모 1 2 3 4

19
그는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내 기분을 어떻
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다.

부 1 2 3 4

모 1 2 3 4

20 그는 내가 그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제
를 만든다고 말했다.

부 1 2 3 4

모 1 2 3 4

21 그는 나의 한계점을 이해했다.
부 1 2 3 4

모 1 2 3 4

22
그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었다.

부 1 2 3 4

모 1 2 3 4

23
그는 내가 흥분하거나 아플 때 나의 기분을 좋
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부 1 2 3 4

모 1 2 3 4

24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
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부 1 2 3 4

모 1 2 3 4

25 그는 내가 하는 일에 항상 잔소리를 많이 했다.
부 1 2 3 4

모 1 2 3 4

26 그는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줬다.
부 1 2 3 4

모 1 2 3 4

27 그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나에게 화를 냈다.
부 1 2 3 4

모 1 2 3 4

28 그와 함께 있으면 나의 마음이 편안해졌다.
부 1 2 3 4

모 1 2 3 4

29 그는 비록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차분하게 나
를 대했다.

부 1 2 3 4

모 1 2 3 4

30 그는 별 이유 없이 나에게 화를 냈다.
부 1 2 3 4

모 1 2 3 4

31 그는 내가 아프거나 흥분할 때 나를 이해하려고
했다.

부 1 2 3 4

모 1 2 3 4

32 그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도와줬다.
부 1 2 3 4

모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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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그는 나의 개인적인 일에 간섭했다.
부 1 2 3 4

모 1 2 3 4

34 그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줄 알았다.
부 1 2 3 4

모 1 2 3 4

35
그는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이해
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부 1 2 3 4

모 1 2 3 4

36 그는 내가 실수를 해도 이해해줬다.
부 1 2 3 4

모 1 2 3 4

37
그는 나의 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
다.

부 1 2 3 4

모 1 2 3 4

38 그는 내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다.
부 1 2 3 4

모 1 2 3 4

39 그는 나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여 힘들게
하지 않았다.

부 1 2 3 4

모 1 2 3 4

40 그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부 1 2 3 4

모 1 2 3 4

41
그는 내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한 일들에 대해
서 자주 책망을 했다.

부 1 2 3 4

모 1 2 3 4

42
그는 내가 어떤 일을 잘하지 못하면 그것도 못
하냐고 비난했다.

부 1 2 3 4

모 1 2 3 4

43 그는 내가 자신과 매사를 의논하지 않으면 화를
냈다.

부 1 2 3 4

모 1 2 3 4

44 그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신경질을 냈다.
부 1 2 3 4

모 1 2 3 4

45 그는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나를 진정시키
려고 노력했다.

부 1 2 3 4

모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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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내 감정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다. 1 2 3 4 5

2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주의를 기울인다. 1 2 3 4 5

3 나는 감정에 압도되고 감정을 통제하기 힘들다
고 여긴다. 1 2 3 4 5

4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1 2 3 4 5

5 내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1 2 3 4 5

6 나는 내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1 2 3 4 5

7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를 정확하게 안다. 1 2 3 4 5

8 내가 느끼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 1 2 3 4 5

9 내가 느끼는 감정(방식)에 대해 혼란스럽다. 1 2 3 4 5

1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쁠 때, 내 감정을 알
아차린다. 1 2 3 4 5

1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1 2 3 4 5

1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당황하게 된다.

1 2 3 4 5

1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일을 끝마치기
가 어렵다. 1 2 3 4 5

1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제하지 못한
다. 1 2 3 4 5

1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오랫동안 내가
그런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1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결국에는 내가
아주 우울하게 느낄 것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17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일들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18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제하지 못한
다고 느낀다. 1 2 3 4 5

1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빠도, 여전히 일은
끝마칠 수 있다. 1 2 3 4 5

부록 8. 한국판 정서 조절 곤란 척도(K-DERS)

다음에 제시된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하나만 골라서 그 번호에 체크해주십시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대략 반쯤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거의 언제나

그렇다

1 ············ 2 ············ 3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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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느낀다.

1 2 3 4 5

2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궁극적으로 기
분이 더 좋아지는 방법을 내가 찾아낼 수 있다
고 믿는다.

1 2 3 4 5

2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나약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2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빠도, 내 행동을 통
제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2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4 5

2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집중하기가 어
렵다.

1 2 3 4 5

2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을 통
제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27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을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
무것도 없다고 믿는다.

1 2 3 4 5

28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짜증이 난다. 1 2 3 4 5

2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나 자신에 대
해 기분이 매우 나빠지기 시작한다.

1 2 3 4 5

3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 상태에 빠
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3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에 대
한 통제력을 잃어버린다.

1 2 3 4 5

3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어떤 일
에 대해서도 생각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3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진정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이해한다. 1 2 3 4 5

3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이 더
좋아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1 2 3 4 5

3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이 감
정들에 의해 압도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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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지나치게 잘 잊어버린다. 0 1 2

2 나는 나의 기회를 잘 이용한다. 0 1 2

3 말다툼을 많이 한다. 0 1 2

···

121 약속에 늦는 편이다. 0 1 2

122 한 직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0 1 2

123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0 1 2

부록 9. 한국판 성인 행동평가척도(K-ASR) 5)

다음은 여러 가지 행동에 관한 항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각 항목을 하나

씩 읽어가면서 현재나 지난 6개월 내에 귀하가 그 항목에 꼭 들어맞거나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면 “2”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가끔 그런 일이 있

었거나 그런 경향이 좀 있는 편이면 “1”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면 “0”

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몇몇 문항은 직접 해당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끝

까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0 ·················· 1 ·················· 2

5) ㈜휴노의 사용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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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의 언제나 느긋한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1 2 3 4 5

3 우울함을 거의 느끼지 않는 편이다. 1 2 3 4 5

4 쉽게 불안해진다. 1 2 3 4 5

5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축되지 않는다. 1 2 3 4 5

6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1 2 3 4 5

7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1 2 3 4 5

8 사교모임에서 여러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눈다. 1 2 3 4 5

9 마음이 쉽게 심란해진다. 1 2 3 4 5

10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꺼린다. 1 2 3 4 5

11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다. 1 2 3 4 5

12 화를 잘 내는 편이다. 1 2 3 4 5

13 기분의 변화가 심하다. 1 2 3 4 5

14 모임에서 나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1 2 3 4 5

15 사람들과 별로 할 얘기가 없다. 1 2 3 4 5

16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1 2 3 4 5

17 쉽게 짜증이 난다. 1 2 3 4 5

18 자주 우울해진다. 1 2 3 4 5

19 나에게 주의가 집중되는 것이 싫다. 1 2 3 4 5

20 모르는 사람과 있을 때에는 말수가 적어진다. 1 2 3 4 5

부록 10.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IPIP)

다음은 귀하의 성격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이

흔히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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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아버지-딸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003 .058 .005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284* .124 .270

정서적 불인정 ￫ 내면화 문제 .027 .036 .090

표출 정서 ￫ 내면화 문제 -.017 .075 -.030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168** .056 .306

정서적 불인정 ￫ 외현화 문제 -.044 .041 -.153

표출 정서 ￫ 외현화 문제 .102 .084 .185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231*** .060 .443

아버지-아들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013 .068 -.020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154 .135 .145

정서적 불인정 ￫ 내면화 문제 .214*** .049 .504

표출 정서 ￫ 내면화 문제 -.185* .082 -.274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177* .078 .278

정서적 불인정 ￫ 외현화 문제 .102* .045 .353

표출 정서 ￫ 외현화 문제 -.065 .060 -.142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154* .067 .356

어머니-딸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038 .063 .063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247 .145 .195

정서적 불인정 ￫ 내면화 문제 .004 .037 .012

표출 정서 ￫ 내면화 문제 .083 .075 .120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148** .053 .269

정서적 불인정 ￫ 외현화 문제 .033 .045 .102

표출 정서 ￫ 외현화 문제 .068 .086 .103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200*** .055 .382

어머니-아들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040 .082 -.064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228 .150 .222

정서적 불인정 ￫ 내면화 문제 .134** .050 .339

표출 정서 ￫ 내면화 문제 -.012 .080 -.018

부록 11.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른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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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143 .076 .225

정서적 불인정 ￫ 외현화 문제 .085 .047 .320

표출 정서 ￫ 외현화 문제 -.039 .060 -.089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144* .066 .336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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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추정치 S.E
신뢰구간

하한 상한

아버지-딸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문제 .002 .034 -.017 .015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외현화 문제 .002 .048 -.020 .024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083 .050 .010 .103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120 .058 .017 .123

아버지-아들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문제 -.005 .031 -.025 .019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외현화 문제 -.007 .040 -.020 .018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040 .039 -.012 .076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052 .048 -.011 .064

어머니-딸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문제 .017 .029 -.011 .021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외현화 문제 .024 .041 -.013 .029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053 .038 .002 .090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075 .046 .005 .108

어머니-아들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내면화 문제 -.014 .034 -.026 .017

정서적 불인정 ￫ 정서조절 곤란￫ 외현화 문제 -.021 .048 -.026 .016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내면화 문제

.050 .041 -.007 .076

표출 정서 ￫ 
정서조절 곤란 ￫ 외현화 문제

.075 .057 -.005 .078

주. 부트스트랩 표집은 2000번, 추정치는 표준화된 것임.

부록 12.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트스트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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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al

Emotional Invalidation and

Expressed Emotion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Hanbit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motional intera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during childhood

has a continuing impact on psychological health. In this study,

PIES(the Perceived Invalidation of Emotion Scale), a measure to

assess parental emotional invalidation toward children, was translated

and validated, and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validation,

expressed emotion, emotion dysregulation,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were examined.

In study 1, PIES(the Perceived Invalidation of Emotion Scale;

Zielinski, 2016) was translated and validated in a sample of 199

college and graduate students. The scale was found to consist of one

factor, and showed adequate reliability and convergent validity.

Emotional invalidation score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depr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scores.

In study 2,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dys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emotional invalidation and

expressed emotion and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s were

examined in a sample of 248 college and graduate students. As the

results, paternal emotional invalidation affected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s, while emotional dysregula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aternal expressed emotion and internalizing

-externalizing problems. It was also revealed that emotional

dysregula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expressed emotion and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s. All of the

effects were significant even when the effects of neuroticism and

extroversion were controlled. Additionally, the interaction effects of

parental emotional invalidation and neuroticism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were significant, and the emotional

dysregulation partially mediated these effects. It was also confirmed

that parental emotional invalidation and expressed emotion have

discriminatory effects on the behavior of their children, depending on

the gender of the parents and their children.

The present study has an implication in that it introduced PIES,

a measure of emotional invalidation, in Korea, and examined the

impact of parental emotional invalidation and expressed emotion on

children’s psychological problems and the roles of emotion regulation

and neuroticism.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discussed.

Keywords : Emotional Invalidation, Expressed Emotion, Emotion

Dysregulation, Internalizing, Externalizing

Student Number : 2017-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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