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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정의기억을 중심으로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통합 과
정을 밝히고, 자기정의기억에 초점을 둔 치료 개입이 외상후 정체성 회복에 기
여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복합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 주목하였
다. 이를 위해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자기정의기억 양상을 개념화하였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타당화 하였으며,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자기정의기
억의 관계를 상관 분석 및 실험을 통해 검토하였다. 또한 정체성 변화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 간 차이를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자기정의기억에 개입하여 외
상후 정체성 회복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는 근거이론 방법을 바탕으로 고문이라는 조직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내레이션 실증 자료를 분석하여, 외상 이후 정체성 변화와 그 통합
과정을 기술하였다. 이론 통합은 정체성 단절과 통합 과정이라는 핵심범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의 내레이션은 단절에서 자기의 재연결과 정체성 확장까
지의 경로를 따랐고 여기에 자기일관성 동기와 합치성 및 수용의 동기라는 하
위개념이 작용하였다. 자기일관성 동기는 외상 정보의 동화(assimilation)에,
합치성 및 수용 동기는 외상 정보의 조절(accommodation)에 해당하였고 참여
자들은 조절과 동화의 과정을 통해 외상 경험을 통합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연구 2에서는 정체성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하였고, 예비연구 310
명과 본연구 234명의 외상 경험자의 참여로 자기보고형 도구를 개발, 타당화
하였다.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는 구조 요인으로 정체성 과잉조절과 정체성
통합결여, 내용 요인으로 정체성 혼란과 부정적 정체성, 그리고 정체성 기능문
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외상후 정체성
변화의 심각도는 복합 외상 경험자에게서 가장 높았다. 정체성 변화의 구조 요
인인 정체성 과잉조절과 통합결여는 연구 1의 통합 과정에서 각각 과잉-조절
과 과잉-동화에 해당하여, 정체성 통합 과정의 주요 측정치로 나타났다.
연구 3에서는 외상후 정체성 변화의 핵심을 자기정의기억 양상의 문제로 보
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자기정의기억 양상의 관계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연구 3.1에서는 외상후 맥락기억표
상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 하였다. 외상을 경험한 10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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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로 예비연구를 실시하고, 복합 외상을 경험한 142명의 참여로 본연구를
실시하였다. 외상후 맥락기억 척도는 자서전 조직화, 맥락 통제, 발화 조절이라
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위계적 요인 구조로 구성되었고, 이 모형의 적
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상후 맥락기억척도는 감각기반기억 측정
치와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 병렬 구조임이 검증되었고, 외상후 정체성 변화
측정치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연구 3.2에서는 망각지시실험을 바탕으로, 복합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 중
외상의 감각기반기억 표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개념자기기억에 대한 억제조
절 역량이 저조하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감각기반기억 수준이 높은
실험 집단은 낮은 수준의 통제 집단에 비하여, 자기와 반대되는 단어에 대한
기억효과가 저조하다는 점이 나타났다. 감각기반기억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서 나타나는 개념자기 기억망의 경직성과 편향성을 논의하였고, 이는 자기정의
기억 양상과 외상후 정체성 변화의 관계를 뒷받침하였다.
연구 3.3에서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 271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외상후 정
체성 변화 척도에서 외상 정보의 과잉-조절을 반영하는 정체성 과잉조절과,
과잉-동화를 반영하는 정체성 통합결여의 하위 요인을 중심으로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외상후 정체성 변화 유형을 구분하였다. 군집 결과는 해리 유형, 과
잉조절 유형, 외상억제 유형, 그리고 통합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
의 유형 가설을 지지하였다. 각 유형은 외상후 정체성 변화의 수준, 외상후 스
트레스 장애 및 우울 증상의 수준, 외상 기억의 감각기반표상과 외상후 맥락기
억 양상, 그리고 대처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 지속적 해리, 반추, 감정표현불
능 등 부적응적 심리적 대처양상에서 구분되었다. 연구 3.3의 결과는 외상후
정체성 변화 유형 가설을 뒷받침하였고, 정체성 개념으로 외상을 경험한 사람
들의 적응 과정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였다.
연구 4에서는 임상 장면을 방문한 복합 외상 경험자 21명을 대상으로, 자기
정의기억 양상에 초점을 둔 내러티브노출치료 개입과, 현재의 정서 조절 및 습
관화에 초점을 둔 정서조절훈련, 그리고 정서초점의 지지치료가 중심인 일반치
료 개입이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 증상의 완화
에 차별적인 효과를 주는가를 검증하였다. 자기정의기억의 조직화에 초점을 둔
개입은 외상 감각기반기억과 맥락기억 수준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외
상후 정체성 변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 증상 수준에도 유의미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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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촉진하였다. 그러나 정서조절훈련과 일반치료 개입에서는 감각기반기억,
맥락기억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외상후 정체성 변화 및 심리
적 증상 측정치에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감각기반기억과 맥락기억
측정치의 사전-사후 변화량은 외상후 정체성 변화 및 심리적 증상의 사전-사
후 변화량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로써 자기정의기억의 조직화가 정체성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정체성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개입하
기 위한 본 연구의 이론적, 임상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복합 외상,정체성,자기정의기억,이중표상이론,내러티브노출치료
학번:2010-3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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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생리적 존재와 상징적 존재로서 인간 조건
의 이중성을 온전히 인식한다는 것이다. 압도적인 인생 사건은 생
리적 생존뿐만 아니라 상징적 생존에도 위협을 가한다. 상징적 생
존에 대한 위협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 죽음은 심리적 존재에
도 응당 종말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Shattered Assumptions, 부서진 가정(Janoff-Bulman, 1992)
정체성이란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가치와 이상이 무엇인가에 관한 안정
된 느낌이자(Erikson, 1968), 자신이 구축한 개인사의 역동적 조직체로서 과거
에 자신이 누구였는가에 바탕을 두며 미래의 자신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Marcia, 1966). 정체성은 경험적으로 입증된 이론적 구성 개념으로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정의가 확립되었으며, 전 생애를 걸쳐 점진적인 발달을 지속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rikson, 1963; Marcia, 2002). 그러나 어떠한 유형
의 경험은, 특히 Janoff-Bulman(1992)이 언급한 압도적인 인생 사건이라면,
개인에게 상징적 죽음과도 같은 정체성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Janoff-Bulman(1992)에 따르면 인간은 생리적 존재인 동시에 상징적 존재
로서, 압도적인 인생 사건은 생리적 존재에 대한 위협은 물론 상징적 존재, 즉
이름과 인생사가 있는 존재(Becker, 1973: Janoff-Bulman, 1992에서 재인용)
로서의 자기에 위협을 야기한다. 존재 위협의 불안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
다(Janoff-Bulman, 1992). 한 가지는 개인의 생존이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
는 생리적 불안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기개념 체계의 생존이 격변과 와해 앞
에 놓여있다는 상징적 불안이다. 본 연구는 상징적 존재에 대한 위협을 정체성
의 문제로서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 개인은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신념과 정체
성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지만(Erikson, 1963; Marcia, 2002), 외상에 따른
정체성 변형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일관성과 통합성이 부재한 채 급격히 일어
나는 변형으로서, 왜곡과 편향,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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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의 정의 및 유형, 외상 후 반응에 대한 이론
1. 외상의 정의와 외상후 반응의 개념
한 개인의

일상 체계를

압도하는 경험을

심리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이라고 부른다(Herman, 1997).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이하
DSM-5)에 따르면 외상 경험이란 죽음, 심각한 상해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하
거나, 이를 위협당하거나, 직접 목격하거나, 가까운 이가 경험한 사실을 알게
된 경험, 그리고 직무 수행 중 이에 반복 노출된 경험을 의미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이하 APA, 2013). 이러한 외상 경험은 이후 적응
과정의 고통을 반영하는 다양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DSM-5(APA,
2013)는 외상과 관련된 대표적인 증후군으로 침투 증상, 회피 증상, 인지와 기
분의 부정적 변화, 각성과 반응성의 변화 등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며 현저한 고
통과 기능 장해를 초래할 때 이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라고 진단한다. DSM-IV(APA, 1994)의 주 증상인 재경
험, 회피, 과경계 증상에 더하여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 변화라는 기준은 최근
DSM-5에 새로이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외상 사건에 대한 기억의 문제, 자기
와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신념, 자기비난, 지속되는 부정적 정서, 지속되
는 긍정 정서 경험 결여 등이 기술되어 있다.
한편, Terr(1991)는 외상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유형 I 외상은 급
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는 단일한 외상을, 유형 II 외상은 대인관계에
서 일어날 수 있는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외상 혹은 아동기에 발생한 발달 외
상을 포함한다. 유형 II에 해당하는 경험은 여러 가지 유형의 사건을 경험했다
는 측면에서 ‘다중’ 외상으로, 같은 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는 측면에서
‘복합’ 외상(Schauer, Neuner, & Elbert, 2011)으로도 부를 수 있다. 다중 및
복합(이하 복합)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DSM PTSD의 핵심증상 이외에 자기
조절, 정체성, 대인관계, 적응 양상의 변화 등 성격적인 차원의 변형을 겪을 수
있다는 논의가 제시되었다(Briere, 1992; Herman, 1992; Pelcovitz et al.,
1997). 예를 들어, Herman(1992)은 집단수용소,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 2 -

등 전체주의적인 속박 체계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정서조절,
의식변화, 자기 및 타인 지각, 대인관계, 의미체계에서 심각한 변형을 겪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복합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CPTSD)로 개념화하였다. 이는 달리 구분되지 않는 극
단적 스트레스 장애(Disorders of Extreme Stress not otherwise specified,
이하 DESNOS)로도 개념화되었는데, 이에는 (1) 정서조절의 문제, (2) 주의력
및 의식 문제, (3) 신체화, (4) 부정적 자기 인식과 타인 인식 변화 및 대인관
계 문제, (5) 무망감, 신념 상실과 같은 의미 체계의 변화가 해당된다(van der
Kolk, 1996). DESNOS는 DSM-IV(APA, 1994)의 PTSD 진단 중 ‘관련 특징
및 장애 영역’에 포함된 바 있다. ICD-10에서는 ‘재앙적 스트레스에 따른 지
속적 성격변화’라는 진단 범주를 통해 외상이 한 개인의 성격 구조 전반에 미
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개념화하였다(Malt, Schnyder, & Weisaeth,
1996).
2. 외상에 따른 자기의 변형
Epstein(1991)은 외상 사건으로 개인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신념
에 침해를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성적 외상의 대처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Roth와 Newman(1991)은 이들에게 자기는 완전히 무력하고, 부적절하고, 가
치가 격하되었고, 결함이 있고 비난 받을 만하다는 신념이 있을 수 있다고 설
명하였다. 이들은 자기 가치 신념의 하위 유형으로, (1) 자기 비난, (2) 상호
평등한 관계를 형성할 가치가 자신에게 없다는 신념, (3) 소외, (4) 외상에 대
한 자신의 반응이 적절치 못하며 자기 기능에 결함이 생겼다는 신념을 분류하
였다.
이러한 자기 신념의 변형은 교통사고나 자연재해와 같은 외상보다는 강간
혹은 신체 학대와 같이 인간이 저지르는 의도적 해악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Krans, Närig, Becker, & Holmes, 2009).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 결
과로 세상을 보다 위협적으로 지각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지각
하는 경향성은 높지 않다(Collins, Taylor, & Skokan, 1990: Janoff-Bulman,
1992에서 재인용). 인간이 가한 피해 때문에 자율성, 의지, 침착함은 파괴되
고,

모독,

자존감

상실,

자기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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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심이

들어서기

쉽다

(Janoff-Bulman, 1992). 또한 자기 신념의 변형은 단일 외상 경험보다는 지속
적이고 반복적인 외상 경험에서 야기되기 쉽다(Brewin, 2011; Herman,
1997). 앞서 제시한 자기와 관련된 변형은 복합 외상 증후군 기술에서 등장한
다. 외상 경험으로 지속적인 심리적 영향을 받는 개인은 외상 경험에 따라 자
기 구조가 변형될 수 있다(Sutherland & Bryant, 2005).
이렇듯 외상후 자기 장해에 대한 논의, 특히 복합 외상의 영향에서 자기 장
해의 문제는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 보인다. Moser, Hajcak, Simons와
Foa(2007)는 외상과 관련된 자기 및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 중 오직 자기
에 관한 부정적 인지만이 PTSD 증상의 심각도를 예언한다고 밝혔다. 또한
Brewin(2011)은 여러 연구를 개괄하면서, 자기지각의 부정적 변형은 초기 증
상 심각도를 통제하여도 이후 PTSD의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다.
3. 외상후 도식 변화와 자기체계 변화 이론
외상이 한 개인에게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McCann
과 Pearlman(1990)은 DSM의 PTSD 진단은 외상 후유증을 다른 정신장애와
는 다른 독특한 현상으로 구분 짓는데 유용한 ‘파이 한 조각’일 뿐이며, 이것이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심리적 경험의 총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
것은 CPTSD, DESNOS, 혹은 ICD-10 진단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 사람
에게 발생한 외상이 그의 삶 전체와 심리 구조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설명할 때에, 서로 구분되는 증상의 합을 넘어서는 보다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
하다. 이에 연구자들은 ‘도식(schema)’과 ‘자기(self)’의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증후군의 구조를 꿰뚫는 보다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설명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도식’에 관한 고전 논의로서는 Horowitz(1986)의 스트레스 반응 증
후군(stress response syndrome)과 Janoff-Bulman(1992)의 부서진 가정
(shattered assumptions)에 관한 설명이 있다. 이 두 이론은 외상 이후의 동
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 과정을 통한 도식의 변형을 논한다
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Horowitz(1986)는 외상 관련 정보는 완결 경향성(completion tendency)에
따라 처리 되며, 성공적인 완결이 달성될 때까지 외상 정보는 활성화 기억
(active memory)의 형태로 유지된다고 하였다. 활성화 기억은 심리적 방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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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를 반복하여 장기적으로 기존 도식 표상에 맞추어 동화된다(assimilation).
Janoff-Bulman(1992)은 Horowitz와 유사한 논의를 전개하지만 외상 이전
의 도식을 정교화한 점에서 다소 다르다(Dalgleish, 2004). Janoff-Bulman의
논의에 따르면 개인은 세상은 호의적이고, 의미 있으며, 자신은 가치 있는 사
람이라는 기본 가정(basic assumptions)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명제적
진술의 형태를 띤다. 개인은 기본 가정을 통해서 안전과 안정감을 획득하며,
신체 및 심리의 생존 가능성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외상은 이러한 기본 가
정에 위기를 가하는 사건이 된다. 외상 사건에 의해서 피해자의 내면세계가 손
상되고

핵심적인

기본

가정이

부서진다(Janoff-Bulman,

1992).

Janoff-Bulman에 따르면 세상에 대한 기본 가정은 가장 기본적이고 거대한
도식이며 가장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지식 체계로, 개인의 지각과 인지 과정은
기본적으로 도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에 따른다. 정보의 해석은 기존 도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Janoff-Bulman은 Piaget(1952)의 논의를 바탕으
로 외상 이후 기존의 도식에 적합하도록 외상 정보를 변형시키는 동화
(assimilation)의 과정과, 기존 정보와 외상 정보 사이의 적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도식을 변화시키는 조절(accommodation) 과정을 설명하였다.
둘째,

‘자기’

관련

이론은

복합

외상의

결과와

관련하여

제시된다.

Herman(1992)이 언급했듯이, 단일 외상은 ‘그것은 내가 아니다.’(외상 사건의
동화)를 부여하지만, 복합 외상은 ‘내가 있다는 느낌 자체의 상실’을 가져온다.
따라서 복합 외상에서 자기 장해의 이론은 보다 통합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한
다. 아동 학대를 경험한 성인의 자기에 대한 인지 행동 모형으로서는
Briere(1992, 2002)의 자기외상모형(self-trauma model)이 있다. 이 모형은
인지 및 행동주의 관점에 기반을 두고 암묵 기억의 처리 과정을 강조하고, 암
묵 기억과 심리적 문제를 매개하는 자기조절역량에 주목한다. Briere와
Rickards (2007)는 특히 성인기 외상이나 대인관계 무관 외상과는 달리, 아동
기 성적 정서적 학대가 정체성 문제, 대인관계 문제, 자기조절 문제와 같은 자
기 역량의 변화를 야기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18세 이전의 성학대와, 18세
이전에 누적되어 발생하는 다중 외상의 개수가 이러한 복합성 증상과 관련 있
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Briere, Klatman, & Green, 2008). Choi, Klein,
Shin과 Lee(2009)는 아동 성학대 경험이 있는 성매매 여성에게 PTSD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문제가 지속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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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논의하는 또 다른 연구자들은 복합 외상 증후군은 자기 체계의 손
상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Harter(1999)는 자기에 대
한 인지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복합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후군을 자기 체
계의 손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Harter는 복합 외상 반응은 주체 자기, 대
상 자기, 부정적 자기관련 정서, 자기 처벌 행동, 거짓 자기 행동의 손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
요컨대, 외상에 대한 반응으로서 PTSD를 비롯한 일련의 증후군 개념에 더
하여, 도식이론과 자기이론은 외상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보다 포괄적으로 설
명한다. 개인에게 자기 도식은 주관적으로는 정체성으로 체험되기에(Thoits,
1999), 외상에 대한 반응으로서 정체성에 주목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정체성과 자기정의기억
1. 정체성의 상위 개념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하게 다루어지나 보다 포괄적인 개념
인 자기(self)의 정의에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Leary와 Tangney(2012)에
의하면 자기에는 (1) 전인(total person) (2) 성격, (3) 경험 주체로서의 나(I),
(4) 자신에 대한 지식이나 신념(예, 자기 개념, 자기상), (5) 실행 주체로서의
나(예, 자기 조절, 자기 통제)가 포함되어 있다. 자기를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해본다면, 자기와 관련된 인지 과정은 자기개념 및 자기상이 있
는데, 자기개념이란 타인과 자신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의미기반 지식의 종합이
고, 자기상이란 자각이 기반인 정신적 표상이다(Kihlstrom, Beer, & Klein,
2003). 이는 정체성을 구축하는 기반이다. 자기와 관련된 정서에는 특정 자기
사고 및 평가 결과로서의 정서가 있으며, 창피함, 수치심, 죄책감, 자부심 등
자기반영 능력과 자의식에 기반하는 정서(Lewis, 2008)가 이에 해당된다. 이
러한 정서가 자기 그 자체인지 혹은 자기와 관련된 정서적 결과인지는 분명하
지 않은 상태이므로, 인지적 ‘개념 자기’에 비해서는 ‘정서적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는 정의하기 어렵다. 자기의 정의는 이렇듯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며, 사실상 개인, 성격, 자기, 자아, 정체성과 같은 구성개념은 혼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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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다(Livesley, 2006). 종합하면, 자기는 행동의 모든 측면을 조직화
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다차원적, 다면체적 구조의 동적 집합체이다
(Markus, 1977).
그렇다면

자기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William

James(1890,

1950:

Conway, 2005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은 자기의 주요 요소이며,
자기의 근간에는 기억이 있고 기억은 자기의 본질이다. 다시 말해, 자기란 자
기 자신에 대한 기억이고(Kihlstrom et al., 2003), 자서전 기억이 자기의 기반
이 된다(Conway & Pleydell-Pearce, 2000). 기억이란 체험한 것들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하는 과정으로서 일관된 자기 모델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Stern,
2000).
2. 정체성의 정의
McAdams(2001)의 정의에 의하면, 정체성이란 자기이자, 자기개념이고, 나
는 누구인가에 관한 자기 이해로서, 개인이 자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자서전 기
억을 자신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구성한 이야기이며 세계 속의 자신에 대한
통합적 구성체이다. 다시 말해, 정체성이란 개인이 기억을 기반으로 자기를 ‘어
떻게 구성하느냐’와 관련 있다. 이 때 기억을 보다 복잡하게 조직화하고 이해
하게 하며 시공간적으로 동떨어진 기억을 의미형성을 통해 정체성으로 연결시
키는 고리는 곧 ‘내러티브’이다. 즉, 정체성은 맥락, 장면, 인물, 플롯, 주제의
정보를 지니는 완성된 내러티브로 존재하며(McAdams, 1985, 1993, 1996:
McAdams, 2001에서 재인용), 일관된 하나의 내러티브가 진행되는 속에서 정
의된다(Singer, Blagov, Berry, & Oost, 2013). 정체성이란 다양한 맥락의 경
험의 종합이자(Markus & Sentis, 1982), 특정 시기 특정 역할의 자기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는 장기기억의 구조(Brewin, 2011)와 같다.
정체성이란 기억의 구성물이기 때문에 오직 개인이 기억하는 자신의 경험,
사고, 행위만이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정체성은 선택의 산물이다
(Kihlstrom et al., 2003). 역으로, 정체성은 기억을 선택하고 해석하는 기준으
로 다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Bluck & Levine, 1998; McAdams, 2001).
하나의 기억이 개인의 정체성에서 얼마나 주요한가에 따라 그 기억이 활성화
되는 경향은 보다 높아진다(Conway, 2005). 개인은 정체성을 통해 경험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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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하고 해석하며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방향을 제공 받는다(Marcia,
1966). 요컨대, 정체성은 기억으로 구성되고, 기억의 입력과 인출은 정체성에
영향을 받는다(Kihlstrom et al., 2003).
외상을 체험한 개인은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의 새로운 조직
화, 즉 정체성의 변화라는 과제에 직면한다. 정체성과 선택된 자서전 기억의
관계에 대한 McNally, Lasko, Macklin과 Pitman(1995)의 연구에서, 군장을
지니고 다니는 등 참전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한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자서전 기억을 인출하도록 했을 때 구체적 긍정 기억을 인출하는데 어려움이
보다 많았고 베트남전의 기억을 인출하는 경향이 높았다.
3. 정체성과 자기정의기억의 형성
정체성을 반영하는 자서전 기억으로서 자기 개념과 관련된 기억을 자기정의
기억(self defining memory)이라고 한다(Blagov & Singer, 2004; Conway,
2005; Conway, Singer, & Tagini, 2004). 자기정의기억은 정서적 강도와 생
생함을 지니며 유사한 내러티브 주제를 공유하는 기억들과 연합되어 있고, 이
연합은 인생 이야기를 구축한다(Singer et al., 2013). 자기정의기억은 계속되
는 주제의식이나 해결되지 못한 갈등과 관련된, 즉, 자기-주제가 있는 기억이
다(Singer & Salovey, 1993). 사실상 McAdams(2001)는 자기 내러티브, 정
체성, 혹은 자기정의기억을 유사한 개념으로 보기도 하였다.
정체성과 자기정의기억의 구성에 관한 이론으로서 Singer 등(2013)의 내러
티브 정체성 모형(narrative identity model)에 따르면 개인은 자기정의기억을
수렴하여 내러티브 스크립트(narrative script)를 형성시키고, 이를 재료로 하
여 인생 이야기(life story)를 구성하는데 이것이 곧 정체성이라고 보았다.
Singer와 동료들은 Conway와 동료들의 자기기억체계(self-memory system)
를 바탕으로 하여, 자기정의기억은 일화기억체계와 장기자기의 이중 기억 체계
에서 인출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정체성과 자기정의기억의 구성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Conway의 자기기억체계(Conway, 2005, 2009;
Conway, Singer, et al., 2004; Conway & Playdell-Pierce, 2000)를 기반으
로 삼았다.
Conway(2005)는 자기에 의해 동기화된 자기정의기억의 생성과 작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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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기기억체계를 제안하였다. 자기기억체계는 자기-일관성(self-coherence)
과 합치성(correspondence)이라는 두 가지 동기에 따라 작동한다. 기억은 정
체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왜곡되거나 변형되거나 조작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자기-일관성 동기에 해당된다. 자기-일관성 동기는 기억의 입력, 저
장, 인출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개인은 여러 기억을 일관되게 저장, 인
출함으로써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동기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기기억체계는 극단적인 목표 변화에 저항하며, 자기-일관성을 유
지하는 한에서 점차적인 변화만을 허용한다(Conway, Singer, et al., 2004).
예를 들어, 자기 불일치 기억은 과잉평가, 정당화, 은폐와 같은 자기조절 방식
을 통해 경감된다(Beike & Landoll, 2000). 자기-일관성은 높은 자존감, 삶의
질에 대한 만족감과 관련 있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생산적
으로 타인과 관계 맺는데 매우 중요하다(Conway, Singer, et al., 2004;
Csikszentmihalyi & Beattie, 1979). 따라서 기억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보
다 개인의 일관성을 구축하는 것에 일차 동기가 놓이기도 하며 이는 도식-기
반

처리(schema-based

processing),

혹은

기억의

재구축

이론

(reconstruction theory)으로 명명되어 왔다(McAdams, 2001). 다시 말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은

‘재생’

되기보다는

‘재구성’된다(Thompson,

Skowronski, Larsen, & Betz, 1996).
Conway, Singer 등(2004)은 교통사고로 PTSD가 발생한 사례를 예시로 들
어 설명한다.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핵심 신념을 지닌 사람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순간이 매우 짧은 수초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처할 수 있었으나 하지 못했다는 인지를 지니고 그 결과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그의 기억에는 사고가 일어났던 매우 짧은 순간을 ‘대처할 만큼
충분히 길었다.’고 기억하는 시간 확장 왜곡이 발생한다. Conway, Singer 등
(2004)이 설명하는 바, 교통사고 외상은 ‘통제할 수 있는 자기’에 관한 자기
도식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왜곡하여 기억하면서 자기-도식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다. 작업자기는 자신
이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의 대가를 지불하고도 ‘통
제할 수 없다.’는 도식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고자 한다.
반대로 기억 체계에는 기억이 최대한 경험에 일치하도록 작동하는 동기도
있다. 이것이 곧 합치성 동기이며 이는 실제 경험과 얼마나 일치되느냐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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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의 객관성, 정확성 측면을 일컫는다. 합치성은 정확한 정보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정확성이 과잉될 경우 정보처리 용량과 인출의 효
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Conway, Meares, & Standart, 2004). 따라
서 기억 체계는 수많은 구체적 기억의 개념과 요점(gist)만을 보유하면서 효율
성을 도모하는데, 이 개념 기억은 다시 일관성 동기에 따라 생성된다.
요컨대, 기억체계는 최대한 객관성과 현실성을 보유하려는 동기를 지니기도
하지만, 일관된 자기를 유지하려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지니며 이는 기억의 왜
곡이나 선택적 억제로 인한 객관성의 손상에도 불구하고 강화되는 동기이다.
자기기억체계에서

자기-일관성과

합치성이라는

기억

동기는

작업자기

(working self), 장기자기(long term self), 일화기억체계(episodic memory
system)의 구성 속에서 작동한다(Conway & Pleydell-Pearce, 2000). 작업자
기는 전전두엽 피질 및 전두-측두 체계가 관여하는 것으로 가정되며, 기억의
구체적 생성을 비롯하여 기억의 통합 등 일련의 기억처리 과정을 담당하는 중
앙 집행 통제 과정이다. 작업자기는 동기화된 기억을 관장하며 개인 인생의 목
표에 따라 기억을 통제하는데, 자기-일관성은 작업자기가 따르는 주요 동기
중 하나이다(Conway, 2005).
장기자기는 작업자기가 요구하는 지식을 보유하는 체계로서 목표 과정을 조
직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다. Conway, Singer 등(2004)에 따르면 이는
자서전지식기반(autobiographical knowledge base)과 개념자기(conceptual
self)로 구성되어 있다. 자서전지식기반은 인생의 특정 시기에 발생한 사건 혹
은 일반적으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기억 정보를 비롯하여, 인생이야기도식
(life story schema) 정보를 포함한다. 인생이야기도식에는 인생 이야기 구성
에 대한 이해, 시간 순서, 주요 주제, 인과, 평가, 관점, 일반화, 내러티브 구조
가 담겨 있으며, 따라서 기억 기반의 정체성 형성에서 핵심적이다(McAdams,
2001). 개념자기란 자기에 관한 서술적 의미 지식(declarative semantic
knowledge, Cantor & Kihlstrom, 1985: Conway, Singer 등, 2004에서 재인
용), 자기 특질(Klein & Loftus, 1993), 사적 스크립트(personal script,
Tomkins, 1979: Conway, Singer 등, 2004에서 재인용), 내적 작동 모델
(Bowlby, 1980: Conway, Singer 등, 2004에서 재인용)과 유사한 개념으로,
일화기억과 구분되어 시기 혹은 사건에 국한되지 않은 추상적 자기 구조로서
도식, 태도, 가치, 신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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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화기억은 작업자기의 목표와 관련될 때 지속적으로 활성화되
고, 특정 단서에 의해 쉽게 촉발되며, 점차 자서전지식의 추상 수준으로 맥락
을 형성하면서 단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촉발하는 성질은 감소한다(Conway,
2009). 즉, 특정 일화기억은 자서전지식기반을 통해 시공간 연결점을 획득하고
다른 기억과 연관되어 참조 기억 혹은 맥락으로서 구실을 한다. 이렇게 맥락이
형성된 자서전지식기반은 개념자기라는 추상 지식으로 통합된다.

그림 1.자기기억체계에서 자기정의기억의 형성 (
Conway,Si
nger
,etal
.
,2004)

그림 1에 제시된 바, 자기기억체계에서 자기정의기억이란 작업자기, 장기자
기, 일화기억체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작업자기의 통제 하에 개념자
기와 자서전지식기반이 상호작용한 산물을 바탕으로 일화기억에서 인출된 정
보는 자기정의기억을 구성한다(Conway, Singer et al., 2004). 다시 말해, 작
업자기의 목표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정서가 촉발되며, 작업자기는 인출을
활성화 시키는 상태에 놓인다. 이는 개념자기 중에서 작업자기의 목표와 관련
된 정서 및 행동 장면을 구체화시키고, 이와 상호작용하여 촉진되는 자서전지
식기반의 특정 시기 및 특정 사건 기억을 인출한다. 이어 구체적인 일화기억을
활성화 시킨다. 이러한 자동적 과정이 심화될수록 구체적 자기정의기억이 형성
된다. 이렇듯 자기정의기억은 과거의 경험에 관한 개념 정보와 맥락 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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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기억을 모두 포함한다.
4. 핵심 자기정의기억으로서 외상 기억
외상 기억은 주요한 자기정의기억이 될 수 있다. Pillemer(1998)는 자기정
의와 관련된 기억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는 (1) 개인의 흥미, 소명, 관계, 인
생 목표의 기원이 되는 기억을 기원 사건(originating event), (2) 흥미, 태도,
전념을 확고히 하고 강화하는 기억을 정착 사건(anchoring event), (3) 인생
이야기에 흐르는 양상이나 주제를 보여주는 기억을 유사 사건(analogous
event)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외상 기억은 정체성의 급
격한 변환을 요구하는 기원 사건이며(Krans et al., 2009), 인생의 중심점이
되는 정착 사건(Berntsen & Rubin, 2007)이 되고, 외상 이야기를 어떻게 재
구성하느냐에 따라 일련의 유사 사건으로 의미화될 수 있다(Singer et al.,
2013).
Conway, Singer 등(2004)은 개념자기는 자서전지식기반과 일화기억을 인
출하는 조직화된 틀과 방향의 기반이 되고, 따라서 개념자기의 현격한 변화는
자서전지식기반과 작업자기의 접근성과 용량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하
였다. 외상 기억은 기존 개념자기에 비하여 커다란 이질성이 있고 일화기억으
로서 강렬한 속성이 있으므로 기존에 정체성을 구성했던 자기정의기억의 조직
양상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상에 따른 정체성의 변
화는 외상의 개념 정보, 맥락 정보 및 일화기억이 기존의 기억 체계 속에서 어
떻게 재조직화 되는지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외상으로 인한 정체
성 변화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자기정의기억의 양상이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하여, 외상 개념 정보가 동화
(assimilation) 혹은 조절(accommodation)된 조직화 양상은 이에 따른 독특한
맥락 정보 및 일화 기억의 조직화 양상으로 반영될 것이며, 이는 외상에 따른
정체성 변화의 유형에 대한 가설 수립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본다.
5. 자기정의기억의 구성으로 본 정체성 개념과 치료적 함의
정체성의 변화가 결국 자기정의기억의 구성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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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논의에는 치료적 함의 또한 있다.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생애 과업이 되지만,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정체성의 구성이란 보다 즉각
적인 동기를 가지고 실행된다(Singer et al., 2013). 결국 외상 경험 때문에 변
형된 정체성이 건강한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의 과정을
거쳐 통합을 이루는 것이 정체성 회복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Janoff-Bulman,
1992; Roth & Newman, 1991). 자기정의기억의 구성물로서 정체성을 개념화
했을 때 정체성의 회복이란 자기정의기억의 일관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더
하여 Joseph과 Linely(2005, 2008)는 인지적 조절(accommodation) 과정은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자기정의기억의
통합이 긍정적 가치(예, 낙관성, 연결성)를 지향하는 것이 회복의 최종 방향이
된다. 이들은 이를 긍정적 조절(positive accommoda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조작 가능한 하위 표상인 자기정의기억으로 접근한다면 정체성 회복의 구체
적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실제로 외상으로 인하여 정체성에 급격한 변
화를 겪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치료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애착 이론 및 도식 이론을 기반으로 외상에 따른 자기 장해
를 설명하는 논의에서는 치료 전략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Allen(2005)은 자기 가치감의 증진을 위해서는 자기 이해
가, 자기 효능감의 증진을 위해서는 역량 강화가, 그리고 자기 연속성의 증진
을 위해서는 안전한 애착의 재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는 치료적 방향
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개입의 상황에
서 치료자가 어떠한 원리에 따라 무엇에 개입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외상 초점 치료(trauma focused therapy)로서 정체성의 변
화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자기정의기억과 그 양상이라는 조작 가능
한 단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외상에 대한 인지기억 이론
외상이 자기정의기억의 양상에 야기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외상이 기
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외상 기억은 어떻게 처리 되는가에 대한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상후 반응을 설명하는 인지기억 모형들은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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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 혹은 다중처리과정을 설정하면서 외상후 증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고
치료

효과의

원리

또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Dalgleish,

2004).

Dalgleish(2004)의 논의에 따르면, 외상이 개인의 도식을 변화시킨다고 할 때,
Horowitz(1986)의 이론은 도식이 실제로 어떠한 표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
하지 못하고 있고, Janoff-Bulman(1992)은 단일한 명제 표상으로 도식을 기술
하고 있으나 단순한 명제만으로 복잡한 추상적 지식 구조로서의 기본 가정 및
그

변화

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Berntsen과 Rubin(2007), Rubin(2011)은 외상의 단일 표상을 가정하며 외상
기억이 개인 정체성의 참조점이 될 때, 즉, 외상 사건이 인생 이야기(정체성)에
과도하게 통합되어 있을 때(‘enhanced integration’) 증상 발현을 야기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들은 외상 기억은 일반 기억과 동등한 기제로 작동하고(Rubin,
Boals, & Berntsen, 2008), 외상 기억의 공고화는 오히려 외상이 야기한 정체
성의 전환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Brewin(2011)은 위 접근은 기억의 위계 구조를 고려하지 못한 설명
으로, 부정적 정체성은 도식 수준에서는 지나치게 통합되어 있지만(‘highly
integrated’), 기저에 있는 일화기억은 파편화되어 있다고 반박한다. 사실상 단
일 표상 이론은 일화기억의 노출과 조직화를 유도하는 치료적 개입이 외상 기
억의 공고화가 아닌 증상 완화로 이어지는 치료 원리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Brewin(2011)은 Berntsen과 Rubin(2007)의 한계가 단일표상을 가정하기 때
문이라고 보았다.
1. 외상 기억에 대한 다중표상이론
다중표상을 가정한 임상가이자 이론가들로는 Brewin과 동료들(예, Brewin,
Dalgleish, & Joseph, 1996; Brewin, Gregory, Lipton, & Burgess, 2010),
Ehlers와 동료들(예, Ehlers & Clark, 2000), 그리고 Foa와 동료들(예, Foa
& Rothbaum, 1998)이 있으며,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Dalgleish(2004)는 다
중표상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Brewin 등(1996)은 이중표상이론에서 기억은
두 유형의 표상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한 가지는 자서전에 일관되게 조직화
되어 있으며 언어화된 의식적 기억인 언어접근기억(verbally accessible
memory: VAM)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적으로만 접근 가능한 비자발적이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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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인 자동 기억으로서 상황접근기억(situationally accessible memory:
SAM)이다. 이 둘은 병렬로 부호화된다고 보았다. Brewin과 동료들은 초기에
는 도식에 관한 논의를 제안하지 않았으나, 최근 Brewin(2011)은 기억 표상의
상위 위계로 ‘개념지식’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자기와 관련된 자서전 기억으로
서 정체성이 이에 해당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Ehlers와 Clark(2000)는 외상 당시 기억의 부호화 과정을 이중화하였고 이
중 하나가 자료기반처리(data-driven processing)로서 이는 외상 당시 감각지각적 부호화가 우세하며 기억이 정교하게 조직화되지 못한 형태를, 다른 하
나는 개념기반처리(conceptually-driven processing)로서 의미 중심의 부호화
처리를 말한다. 이들은 외상 당시의 자료기반처리가 이후의 PTSD를 예언한다
고 설명하였다. 또한 인지적 평가라는 명제 표상을 추가로 제시하여 외상과 그
결과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Foa와 Rothbaum(1998)은 도식과 기억기록이라는 두 가지 정신 표상의 위
계를 제안하였다. Foa, Ehlers, Clark, Tolin과 Orsillo (1999)는 외상이 야기
하는 도식의 부정적 변화에 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외상 이전에 자기
유능감 도식이 있는 경우, 외상 사건을 동화(assimilation)하기 어려워 자기 도
식을 부정적으로 조절(accommodation)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외상 이전에 이
미 자기 손상감 도식이 있었다면 이러한 과거의 도식이 외상 사건 이후 다시
촉발되고 강화된다. 이들은 기억기록의 비조직화와 공포기억의 연합 네트워크
가 증상 발현에 영향을 미치며, 외상후 반응에 대한 부정적 인지적 평가로서의
명제적 표상이 증상을 유지시킨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Dalgleish(2004)는 다
중표상이론을 제시하면서, 기억은 연합네트워크 표상, 유사체 수준, 명제 수준,
도식모형 수준으로 위계화 된다고 설명하였다.
표 1에 외상 기억의 표상 모형에 관한 다양한 이론가들의 개념화와 이 개념
들 간의 유사성 및 위계를 정리하였다. 상황접근기억, 자료기반처리, 연합네트
워크, 유사체 수준과 비조직적 기억은 감각-지각적으로 부호화되고 인출되며,
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촉발되는 연합 형태의 비-언어적 비-조직화된 기억을
의미한다. 언어접근기억, 개념기반처리, 인지적 평가, 명제 수준은 언어와 명제
로 표상되고, 자발적으로 인출 가능하고, 평가와 해석을 담당하는 참조 기억이
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식, 개념지식은 가장 상위 체계를 차지하고, 하
위 기억 체계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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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외상 기억의 인지 모델에서 표상의 구분과 위계
스트레스반응이론
Horowitz(1986)
이론

부서진 가정

이중표상이론

인지이론

Brewin 등

Ehlers&Clark

(1996)

(2000)

Janoff-Bulman

체계

도식

하위
체계
-

체계: SPARRS
Dalgleish

정서처리이론
Foa &
Rothbaum
(1998)

(2004)

(1992)

상위

도식, 명제, 유
사체, 연합 표상

개념지식

-

(
정체성)
언어접근기억

개념기반처리

맥락기억

인지적 평가

상황접근기억
감각기반기억

자료기반처리

도식

도식

명제 수준

인지적 평가

연합 네트워크

연합 네트워크

유사체 수준

비조직적 기억

2. Brewin과 동료들의 이중표상이론
본 연구는 이 중 Brewin과 동료들의 이중표상이론(1996, 2010, 2011)에
집중하고자 한다. 최근 Brewin 등(2010)은 초진단적 개념으로서 침투 심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중표상이론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이론에서 언어접근기억은
맥락에 근거한 추상 기억인 맥락기억(contextual memory, C-memory)과 맥
락표상으로 수정되었다. 맥락기억은 언어표현에 기여하며 내러티브 기억의 근
간이 되는데, 핵심은 그것이 언어표상이라는데 있기 보다는 다른 자서전 기억
과 통합되고 조직화되어있다는 점이다. 맥락기억 표상은 유연하고, 의식적으로
접근가능하며, 환경 중심적, 맥락 의존적이며, 대뇌 기능 중 기억의 맥락화를
담당하는 해마(hippocampus)나 부해마(parahippocampus)와 같은 내측 측두
엽(medial temporal lobe)과 관련되어 있다.
상황접근기억은

개정이론에서

감각기반기억(sensation

based

memory,

S-memory)과 감각기반표상으로 명명되었다. 감각기반표상은 경직되고, 감각지각에 근거하며, 지각자 관점 중심적, 묘사적, 상황적으로 접근 가능한 비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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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형태의 강한 정서적 자동적 반응에 해당된다. 이는 대뇌 구조에서 편도체
(amygdala)와 섬엽(insula)과 연결된 경로를 따른다. 감각기반표상은 기전이
피질 하 구조에 있으므로 해마나 신피질의 통제가 관여하지 않으며 따라서 환
경 맥락이 제거되어 있고 시간 맥락이 부재하여 마치 과거의 기억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생하게 인출된다.
감각기반표상은 맥락표상과 분리되어 있을 때, 그리고 유사한 지각적 자극
에 직면했을 때 하향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재활성화될 수 있다. PTSD에서 관
련 단서에 따라 감각-지각적 침투 심상이 촉발되는 플래시백이나 악몽은 이처
럼 맥락표상이 결여된 감각기반표상에 해당된다. 외상 사건과 같이 극도로 정
서적이거나 강도 높은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할 때에는 감각기반표상이 보다
강하게 형성되고, 맥락표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감각기반표상과 맥락표상의
연결경로가 결여되는 것이 특징이다(Brewin, 2011). 건강한 개인의 감각기반
표상은 대뇌 구조의 쐐기전소엽(precuneus)를 통해 내측 측두엽의 맥락표상과
연합되어 있다. 맥락표상에 연합된 감각기반표상은 자서전의 의미 맥락에 통합
되어 기억에 대한 의미, 해석, 추상, 개념 정보를 획득하고, 하향식 통제가 증
진되어 유사한 맥락 자극을 변별하고 감각기반표상의 자동 활성화를 억제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PTSD에서 관련 단서에 대한 회피 증상은 맥
락표상의 완성을 지연시켜 증상 지속을 야기할 수 있다.
요컨대, 외상 사건은 그 정서적 강도 때문에 강력한 감각기반표상을 형성시
키며 맥락기억을 약화시키고, 회피 등으로 인한 정보처리의 지연 때문에 맥락
표상과의 연결 기회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감각기반표상의 맥락
화나 하향식 조절이 손상된 상태가 곧 PTSD의 증후군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어떤

Brewin(2010)은

기억이
맥락표상과

감각기반표상으로
해리된

기억으로

남는가?

논란은

감각기반기억이

있으나,
핫스팟

(hotspot), 즉 외상 중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의 기억과 연관 있을 것으로 본다.
Holmes, Grey와 Young(2005)은 비자발적으로 유발되는 외상기억의 파편은
자발적으로 회상한 핫스팟 기억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Holmes 등
의 연구에서 핫스팟에서 발견되는 정서에는 두려움, 무력감, 공포뿐만 아니라,
슬픔, 수치심과 같은 정서도 발견되었다. 또한 신체적 안녕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자기감(예, 유기, 낮은 자존감)에 대한 위협 역시 핫스팟의 주요 인지
로 발견되었다. 특히 신체적 안녕감보다는 자기감과 관련된 인지 주제들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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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외상과 관련된 자기정의기억
은 감각기반기억과 맥락기억의 이중 표상의 문제로 살펴볼 수 있다.

외상에 따른 정체성 변화와 자기정의기억 양상
1. 외상에 따른 정체성 변화
외상이 가한 영향력을 논의할 때 ‘자기’에 가해진 결과와 ‘정체성’에 가해진
결과에 대해서는 같은 현상을 일컬으면서도 용어는 혼용되어 왔다. 외상에 따
른 정체성 변화에 대한 논의를 처음 불러일으킨 임상가는 Herman(1992)으로
이후 ICD-10에 외상후 성격변화에 관한 증후군 개념의 형성을 촉진시키기도
했다(Brewin, Garnett, & Andrews, 2011). 자기, 정체성, 성격의 개념은 서로
혼용되므로(Livesley, 2006), ‘자기’의 변화와 ‘정체성’의 변화를 구분하는 것
은 불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정체성의 개념을 기초로 한다면, 외상에 따른 정
체성의 변화란 개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따라서 자
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려 했느냐하는 외상후 적응의 과정을 반영한다. 임상
가 혹은 이론가들은 ‘정체성’의 변형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현상
을 기술하였다.
Brewin(2011)은 외상이 복합적일수록, 즉, 강도 높고 지속적인 아동기 및
성인기 외상을 경험하였을 때, 정체성이 ‘파편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정
체성의 파편화를 자기 경험의 통합 실패로 보았다. 외상은 일관된 정체성으로
자신을 ‘대변’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는 (1) 자서전 기억의 통합
성 부재, (2) 내면 자기의 통합성 부재, 그리고 (3) 외상 기억의 과도한 지배
등을 예로 설명하였다.
자서전 기억의 통합성 부재란 외상 기억의 망각은 물론, 외상 기억의 자발
적 회상의 불능, 비자발적 외상 기억의 통제 불가능성, 그리고 외상이 일어났
던 시기의 의미 기억의 억제를 포괄한다.
내면의 여러 자기의 통합성 문제는 정체성 부재 혹은 정체성 혼란과 같은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외상 사건은 부정적 자기 도식을 형성하거나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외상은 심각한 정체성 장해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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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이고 파편화된 자기-경험을 동반할 수 있다(Herman, 1992). Briere와
Scott(2006)은 만성 외상의 하나인 아동학대의 결과 ‘내적 자기감’의 형성이
어려워진다고 보았다. 이들은 이것이 정체성의 문제라고 개념화하였다. 이 경
우 (1) 자신의 욕구와 이득을 위해 결정하기, (2) 강한 감정 혹은 타인의 강한
설득에도 자기감과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3)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적
기준 세우기, (3)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반응이나 행동을 예측하기, (4) 긍정
적 자기감을 스스로 찾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외상 기억의 과도한 지배는 외상에 따른 정체성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면으
로 보인다. 과거 도식에 위배되는 외상 기억은 이를 해소하려는 시도 때문에
오히려 개인 정체성의 핵심을 차지하게 된다(Brewin, 2011). PTSD가 있는 사
람들에게 자기정의기억을 인출하게 했을 때 외상과 관련된 기억이 보다 빈번
하였고(Sutherland & Bryant, 2005), PTSD 증상의 강도가 높은 사람들은 인
생 이야기에서 외상기억이 핵심을 차지하는 정도가 높았다(Berntsen &
Rubin, 2007). Brewin 등(2011)은

참전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세상

과 타인에 대한 관점의 변화, 한 인간으로서 자기에 대한 느낌의 변화,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의 변화를 정체성 변화로 정의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외상
경험 그 자체가 아닌 외상으로 인한 PTSD가 개인의 정체성 변화를 설명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외상후 자기 및 정체성 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아동 학대
나 전쟁 참여 및 조직적 폭력과 같은 복합 외상의 결과와 관련지어 논의되었
다(예, 안현의 등, 2009; Brewin, 2011; Briere, 2002; Herman, 1997). 따라
서 복합 외상 유형은 정체성 논의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
서 복합 외상은 PTSD 증상 악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몇몇 연구
는 경험한 외상의 가짓수가 증가할수록 PTSD 증상의 심각도가 증가한다는 점
을 보여주었다(Kolassa, Ertl, Kolassa, Onyut, & Elbert, 2010; Seidler &
Wagner, 2006). 본 연구 역시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관련하여 복합 외상이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2. 정체성 변화와 자기정의기억 양상
Conway의 자기기억체계에 따라 설명했을 때, 외상 사건의 핵심은 그것이
개인의 자기-일관성을 침해한다는 점에 있다. 이 때 기존의 장기자기에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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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일화기억으로서 외상 기억은 자기-일관성으로 동기화된 작업자기에
의해 반복적으로 재활성화된다. 이 일화기억의 활성화는 Brewin과 동료들의
이중표상이론(2006, 2010)에서 감각기반기억의 활성화에 해당된다. 외상 기억
은 적합한 자서전 지식 기반에 기록될 때 활성화가 완화되며, 이는 이중표상이
론에서 맥락기억의 형성과 관련 있을 것이다. 이어서 통합된 개념자기의 확립
은 곧 정체성의 통합과 같을 것이다.
강조할 점은 이러한 정체성에 가해진 영향에는 외상 기억의 장해가 수반된
다는 데 있다(Brewin, 2011). 감각기반기억의 활성화는 지속되고, 맥락기억은
연결되지 못한다. 즉, 정체성 파편화의 기반에는 기억의 파편화가 있다.
특히 복합 외상과 정체성의 변화에 주목할 때, 복합 외상이 야기하는 기억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수 있다. Schauer 등(2011)은 단일 외상에 비하여 복
합 외상에서 감각기반기억의 맥락 결여 및 비조직화 양상이 보다 심각한 수준
임을 설명하였다. 이들은 복합 외상 기억 구조에서, 맥락을 결여한 감각기반
기억표상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기원의 맥락이 변별되지 못한 채 작은
단서에도 쉽게 촉발되는 구조를 모형으로 설명하였다.
요컨대, 외상후 정체성 변화의 핵심은 외상후 자기정의기억 양상의 문제,
즉, 감각기반기억과 맥락기억 표상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외상에 따라 정체성
에 부정적 변화를 보이는 개인들의 자기정의기억 양상, 즉 감각기반기억과 맥
락기억 표상을 분석하였고 특히 복합 외상 경험자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정체성 변화 유형에 대한 가설 모형
정체성의 파편화는 외상 기억이 부재하거나 억압된 형태로, 또는 반대로 외
상 기억에 과도하게 지배되어 있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Brewin, 2011).
그러므로 정체성 변화의 유형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자기정의기
억의 양상 역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외상 기억의 정서
처리 결과에 대한 기존의 가설(Brewin et al., 1996; Hopper & van der
Kolk,

2001)을

토대로,

외상

정보의

동화(assimilation)

및

조절

(accommodation) 상태에 따른 정체성 유형이 구분 가능하며, 유형에 따라 자
기정의기억의 양상이 달리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 구분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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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개념화하고 치료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Brewin 등(1996)은 기억표상에 따른 외상 기억의 정서처리 결과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표 2에 정리하였다. 첫 번째 ‘만성처리’ 유형은 반
추, 침투 기억, 그리고 이러한 외상 관련 단서에 대한 회피가 반복되는 등 외
상과 그 결과에 몰두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외상 기억에 대한 편향, 외상관련
단서에 대한 주의 편향이 나타나고, 외상단서와 공포반응이 연합된 공포증 상
태가 발견된다. 진단개념으로는 PTSD, 우울, 불안, 공황, 물질 사용이 관련될
수 있다. Hopper와 van der Kolk(2001)는 사례 연구를 통해 이중표상이론과
정서처리 결과 유형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들은 만성처리 유형을 과소각성
기억과 과잉각성 기억 유형으로 추가로 구분하였다. 과소각성 기억 유형에서
상황접근기억은 접근 불가능한 형태로 매우 강력하여 '차단'(예, DSM-5의
PTSD 해리형)된 상태이고 언어접근기억 역시 저조하다. 과잉각성 기억유형에
서는 상황접근기억이 우세하고, 언어접근기억의 경우 억제되어 있거나 2차 정
서 유발 사고에 몰두된 상태에 해당한다.
Brewin 등(1996)의 두 번째 정서처리 유형은 ‘처리의 조기 억제’ 유형이다.
여기에서 상황접근기억은 자동적으로 억제되어 있고, 언어접근기억은 우세하나
상황접근기억의 정서가 결여된 개념적 스크립트(script)의 상태이다. 외상을 억
제하는 주의 편향과 회피 도식이 지배적이고, 임상적으로는 기억 장해, 그리고
억제된 상황접근기억과 관련된 해리 및 신체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역시
처리되지 않은 외상 기억의 암묵적 활성화로 인하여 외상 관련 단서와 연합된
‘회상 없는(affect without recollection; Ehlers & Clark, 2000)’ 공포증을 보
일 수 있다.
마지막 정서처리 유형은 ‘완결 통합’ 유형으로 가장 이상적인 단계에 해당한
다. 외상 기억이 완전히 처리되거나 훈습되어, 개인의 다른 자서전 기억과 세
계 속의 자기감에 통합되어 있는 상태이다. 기억 표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상황접근기억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인생 이야기로 통합된 언어접근기억의 내
러티브가 존재한다. 기억 및 주의 편향이 발견되지 않으며 임상 증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이다. 이는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외상 기억을 단지 ‘안다’
를 넘어서 외상 기억의 심상을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기억과 외상 기억을 연
결시킬 수 있는 상태이다(Hopper & van der Kolk,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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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기억 표상에 따른 정서처리 결과의 세 가지 유형
정서처리유형

발현

기억표상

Brewin 등(1996)의 이론 구분

Hopper & van der Kolk(2001)의 사례 연구
과소각성기억: ‘차단’ PTSD

만성처리

- 기억 편향

- 상황접근기억: 강도 높고 접근 불가능

- 주의 편향

- 언어접근기억: 억제 혹은 차단

- 단서 연합 공포증
- PTSD, 우울, 불안,

과잉각성기억: PTSD

공황, 물질사용
- 상황접근기억: 강도 높고 우세
- 언어접근기억: 억제 혹은 이차 정서에 몰두
- 주의 편향
처리의
조기 억제

- 회피 도식

- 상황접근기억: 억제

- 기억 장해

- 언어접근기억: 우세, 그러나 정서가 결여된

- 단서 연합 공포증

개념적 ‘스크립트’ 형태

- 해리, 신체화

완결 통합

- 기억 편향 없음

- 상황접근기억: 완화

- 주의 편향 없음

- 언어접근기억: 우세, 인생 이야기로 통합된

- 임상 증상 없음

내러티브가 존재

이와 같이 외상 기억 표상에 따른 정서처리 결과의 유형 구분을 토대로, 정
체성 문제를 (1) 외상화된(traumatized) 정체성-해리 유형(이하 해리 유형),
(2) 외상화된 정체성-과잉조절(over-accommodation) 유형(이하 과잉조절 유
형), (3) 통합결여 정체성-외상억제 유형(이하 외상억제 유형)과, (4) 통합 유
형의 네 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가설 모형을 세웠다. 또한 이를 기초로 정체성
유형 구분과 자기정의기억 양상의 차이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표 3에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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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외상 경험에 따른 정체성 변화 유형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 모형
외상화된(traumatized) 정체성
특징

외상 관련 부정적 정체성이 지배
해리

통합

외상에 대한 자기

외상을 통합한 안

이해가

정되고 일관된 의

정체성에

통합되지 못함

미의 정체성 형성

외상 정보를 억제

외상 정보에 대한

혹은 망각하는 등

동화와 조절의 과

외상 정보의 과잉

정을 바탕으로 기

동화가 일어남.

존의 정체성 및 기

과잉조절

부정 조절에 머

부정 조절에 머무르

무르지 않고 외

지 않고 외상 정보

외상

상 정보의 동화

의 동화를 시도함.

정보

를

이 때 기존 정체성

처리

동화에
수

통합결여-외상억제

시도하지만
참조할

있는 기존

정체성이나

본 가정과 일관된
외상 정보의 내러

및 기본 가정을 참

티브가 통합.

조함.

기

본 가정이 부재
함.
외상의

감각기

반기억의

강도

외상

감각기반기억

의 활성화.

높은 활성화

자기
정의
기억
양상

외상 감각기반기억

외상의 감각기반기

의 저조한 활성화.

억이 조절 및 통제

맥락정보가 부재한

됨.

맥락 기억은 특정

기원을 알 수 없는

부

사고에 몰두되어 반

감각기억이

재함. 맥락기억

추 및 침투 사고로

수 있음.

이

수

나타남. 맥락 기억

있는 기존 도식

은 기존 도식을 참

다른 자서전 기억

이 부재함.

조하여

감각기반기

과 비교했을 때, 상

억을 왜곡할 수 있

대적으로 외상기억

음.

에서

맥락기억은
참조할

있을

일관된 맥락기억이
형성되어 있음.

맥락기억은

정서가 결여된 개
념 형태에 편중할
가능성이 있음.
관련
임상
증상

PTSD (해리성,

PTSD (침투사고

플래시백 중심),

중심), 우울,

해리, 신체화,

우울, 불안,

2차정서 문제(분노,

회상 없는 공포증

공포증

죄책감, 수치심)

- 23 -

임상 증상 완화

외상화된 유형은 외상과 관련된 부정적 정체성이 지배하는 특징이 있다. 이
는 해리와 과잉조절(over-accommodation)의 두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우선
해리 유형은 가장 심각한 정체성 변형으로서 특히 기존의 정체성이 미처 형성
되지 못한 채 외상 정보의 고통스러운 활성화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
다. 외상 정보는 참조할 수 있는 기존의 도식이 없으므로 개인의 정체성은 외
상에 대한 조절(accommodation)과 동화(assimilation)를 반복한다. 기존의 참
조 정체성이 부재하므로 동화 과정에서 자기-일관성 동기는 작동하기 어렵겠
으나, Joseph가 Linely(2005)가 제안하는 유기체적 자기가치 보존의 동기가
작동할 것으로 가정된다. 즉, 해리 유형은 정체성이 미처 형성되지 못한 상태
에서 활성화되는 고통스러운 외상 감각기반기억을 자신의 유기체적 가치를 옹
호하는 방향으로 조직화하려고 시도하는 만성처리 과정에 놓일 수 있을 것이
다. 이 때 외상 감각기반기억은 높은 강도로 활성화되고, 맥락기억은 부재한다.
과잉조절(over-accommodation) 유형은 마찬가지로 외상과 관련된 부정적
정체성으로 조절된 유형으로, 외상 정보의 고통스러운 활성화에 대하여 기존의
정체성을 참조하여 이를 동화하려는 시도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정체성
을 고수하려는 동화의 시도는 외상 정보를 왜곡할 수 있다. 이 왜곡은 죄책감
과 같은 2차 정서를 감수하면서도 자기-일관성 동기를 위하여 실행될 수 있
다. 이 때 외상 감각기반기억은 해리 유형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활성화되고, 2
차 정서를 동반한 부정적인 맥락기억은 반추 및 침투사고의 형태로 등장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해리 유형은 플래시백이 중심인 PTSD 혹은 해리성 PTSD, 우
울, 불안, 공포증이 발현되고, 과잉조절 유형은 침투 사고 및 반추가 중심인
PTSD, 우울, 2차 정서 문제가 발현될 수 있다.
외상억제 유형은 외상 정보가 자신의 정체성 구성에서 배제되고 통합이 결
여된 상태와 관련된다. 자기-일관성 동기에 따라서 외상 정보는 과잉 억제 혹
은 망각되고, 외상 사건을 통합한 자기 이해는 부재한다. 외상 사건의 감각기
반기억은 활성화가 저조하나, 때로 회상 없는, 즉 맥락 정보가 없는 감각기억
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혹은 다른 자서전 기억에 비교하여 맥락 기억이 있으되
개념에 치중하고 정서적 정보가 결여된 형태를 보일 수 있다. 외상억제 유형은
임상 증상이 회상 없는 해리, 신체화, 공포증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유형은

외상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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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일관성

동기에

따른

동화

(assimilation)와 외상 정보의 합치성을 위배하지 않는 조절(accommodation)
의 과정에 따라 기존 도식에 일관되면서 외상 정보를 통합한 안정되고 일관된
의미의 정체성을 지니는 유형이다. 외상의 감각기반기억은 조절되거나, 맥락기
억에 의해 통제된다. 임상 증상은 완화된 상태일 것으로 보인다.

연구 목적과 개요
정체성이란 자기의 목적에 따라 기억을 조직화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로
서, 자기정의기억 및 그 양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외상은 압도적인 자기정의
기억으로서, 기존의 정체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보를 가중시키며 따라서 정
체성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정의기억의 양상 역시 변
화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정체성의 파편화라 일
컬을 수 있는 통합적 자기 이해의 급격한 파괴는 실제 외상을 경험한 사람에
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러한 급격한 정체성 변화의 핵심은 자기정의기억 양
상의 변화에 반영될 수 있는가? 즉, 외상으로 인한 자기정의기억 양상의 파편
화는 정체성의 파편화와 관련되는가? 또한 외상 이후 개인의 삶의 변화를 통
합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외상후 정체성 변화 유형의 구분이 가능한가? 그
렇다면 이러한 유형에 따라 외상 경험 유형, 자기정의기억 양상과 외상 정보에
대한 심리적 대처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외상 정보의 통합
을 촉진하는 자기정의기억에 대한 개입이 정체성의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물음에 답함으로써, 본 연구는 외상 이후 정체성의 파괴를 경험한
사람들의 정체성 회복을 돕는데 적합한 치료 개입의 원리와 효과를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외상후 정체성 변화 유형을 구분하여 외상에 따른 개인의 변화를
개념화할 때 증상 나열을 넘어선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시도하였다. 궁극적으
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외상 이후 적응을 증진하는 방
안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외상후 자기 및 정체성 문제와 관
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복합 외상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하여 6개의 연구를 시행하였다. 우선 연구 1과 2에서는 외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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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변화를 개념화하였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였다. 연구 1
은 고문이라는 특징적인 외상을 겪은 참여자의 내러티브 자료를 기반으로 질
적 분석을 실시하여, 외상에 따른 정체성 변화 과정의 모형을 도출하였다. 연
구 2에서는 외상후 정체성 변화를 평가하는 자기보고형 도구를 마련하였다.
연구 3에서는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관련된 자기정의기억 양상을 경험적으
로 탐색하였다. 특히 복합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 주목하였다. 연구 3.1에서
는 외상후 맥락기억 양상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형 도구를 개발하였고, 연
구 2에서 개발한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3.2
에서는 복합 외상 경험자의 참여로 감각기반기억과 개념자기의 관련성을 실험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개념자기와 관련된 단서를 활용하여 망각지시실험을
실시했을 때, 외상의 감각기반기억 수준이 높은 참여자들에게서 개념자기 기억
에 대한 억제 조절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가를 검토하였다. 연구 3.3에서는 군
집 분석을 바탕으로 외상후 정체성 변화를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유형과 복합
외상 경험의 관련성, 유형에 따른 자기정의기억 양상, 심리적 대처 양상의 차
이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4에서는 자기정의기억 양상에 초점을 둔 임상 개입이 복합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외상후 정체성 회복에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기
억에 대한 심상노출과 자서전 내러티브 구축을 기초로 자기정의기억의 조직화
에 초점을 둔 개입과, 현재 고통스러운 정서에 대한 노출과 정서조절훈련을 초
점에 둔 개입, 그리고 정서초점 지지상담 개입의 정체성 변화와 외상후 심리적
증상 완화 수준을 비교하였다. 특히 자기정의기억의 조직화 개입이 외상후 정
체성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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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외상 경험에 따른 정체성 변화 및 통합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고문 생존자를 중심으로
연구 1은 고문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서전 내러티브라는 실증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정체성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외상 경
험을 통합하고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정체성이 외상 사건 이
후 갈등, 유지, 혹은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심리 모형을 구축하고, 정체성 변화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기초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고문은 자유의 박탈 및 체포 순간에서 시작하여 석방이나 사망으로 끝나는
연속적인 외상사건을 포함한다(Somnier, Vesti, Kastrup, & Genefke, 1992).
고문이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 동
의, 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 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
으로, 연루 혐의 행위를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박, 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
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United Nations, 1984)’로 정의되는 극심한 형태의 외
상 경험이다. 고문의 유형에는 구타, 결박, 물고문, 전기고문, 성고문, 불고문,
찌르기, 따귀 때리기 등 강도 높은 신체 고문과 고된 노동은 물론, 잔혹한, 비
인도적, 굴욕적 대우 및 처벌에 포함되는 위협, 모욕, 타인의 고문에 노출, 허
위자백 강요, 오물에 노출, 고립됨, 눈 가리기와 같은 비신체 고문도 있다
(Mollica et al., 1996).
궁극적으로 고문은 한 개인의 인격 및 정체성을 파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
다. 이렇듯 고문은 피해자의 경제, 사회, 문화적 세계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잔혹한 행위(Summerfield, 1995)로서 인간의 자기존중과 인격을 손상시키고
인간과의

신뢰를

파괴하며

대중을

공포로

몰아넣는

행위이다(Gurr

&

Quiroga, 2001). 고문은 극도로 위협적이고 고통스러우며 죽음에 대한 심각한
공포를 야기하는 공황상태, 공포 반응을 만들어내고(Gurris & Wenk-Ansohn,
1997: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Victims, IRCT,
2009에서 재인용), 자아, 의미체계, 세계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무너뜨
린다(McFarlane, 1995: IRCT, 2009에서 재인용). 그리하여 개인은 자기의 상
징적 죽음을 맞게 된다. 그 결과 가해 주체가 경계하는 실천을 생존자가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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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곧 고문의 목표이다.
다시 말해, 고문은 개인의 신체와 인격,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엄의 파괴
를 목적으로 하는 극단적인 폭력 행위이다. 따라서 고문 후유증은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적 관심을 요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Campbell, 2007; Elsass,
1997). 본 연구는 고문, 전쟁, 집단 학살 등 조직적 폭력(organized violence;
Schauer et al., 2011)을 경험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정체성의 변화 및
통합 과정에 대한 실증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개인이 면담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화하는 자서전 내러티브는 자신의 외
상 경험과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한 풍부한 자료가 될 수 있으
며, 그것은 곧 정체성 통합 과정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살아온 경험
(lived experience)에서 내러티브를 생성한다 함은 자서전을 추론하는 과정
(autobiographical reasoning; Habermas & Bluck, 2000)과 같으며 이는 곧
정체성 형성의 핵심 활동이기 때문이다(Singer, 2004).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기억을 전달하면서 개인은 자신의 경험,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을 조절한다(Pasupathi, 2001: Fivush & Haden, 2003에서 재인용). 따라서
면담자에게 외상 경험을 포함한 자신의 삶 경험을 전달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전달하는 과정과도 같으며, 면담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되는 자서전 내러티브
의 자료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정체성 변화와 통합 과정을 반영하는 주요
실증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렇듯 구성주의 관점(Mahoney, 1981)과 상징적 상호작용론
(Blumer, 1969)에 입각해 있다. 구성주의란 사회 실제는 다중 요인에 의해 존
재하며, 지식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상호작용으로 창조되는 개인 구성의
통합이라는 세계관을 지닌다(Charmaz, 2000). 구성주의 관점에서 개인은 자신
에 관한 지식을 일관적이고 통합된 전체의 ‘자기 되기’로 구성해 나가면서, 자
기 정체성을 점진적으로 축조할 수 있다(Mahoney & Lydonn, 1988). 내가 누
구인가에 관한 감각을 축조한다는 것은 생애 맥락에 기초해 있다(Calhoun &
Tedeschi, 1998). 특히 본 연구는 구성주의 관점에 입각한 McCann과
Pearlman(1990)의 외상에 관한 구성주의 자기발달 이론(Constructivist self
development theory)을 바탕으로 외상에 따른 정체성 변화 현상을 이해하고
자 하였다. 구성주의 자기발달 이론에서 외상이란 개인의 참조틀, 심리적 욕구,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도식을 침해하는 사건으로서 관계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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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발생하며, 이로 인한 개인의 자기역량, 자아역량, 자기구성의 훼손 역시
관계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내에서 진행된다. 구성주의적 자기발달이론은 마
찬가지로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유사한 토대를 공유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따르면 한 개인은 자기자신, 세상,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를
형성한다(Blumer, 1969). 구성주의적 자기발달이론은 개인의 욕구, 도식, 역
량, 자원 등으로 형성된 정체성이란 개인사, 외상 기억, 외상에의 적응,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그림 2에 제시되었듯
이, 외상이란 개인이 위치한 내적, 관계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며, 개인
은 자신의 욕구, 도식, 역량, 자원을 바탕으로 외상 기억을 통합하면서 외상 이
후의 자기를 재형성하고 삶에 적응해 나간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문 외상을 경험한 사람이 생애사 속
에서 자기 자신, 관계, 세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담자와 상호작용하면서 획득
한 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림 2.외상의 심리적 경험(
McCann& Pear
l
man,1990)
ⓒ 1989 by the Traumatic Stress Institute, South Windsor,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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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삶과 고문에 관한 자기 경험을 가장 잘 기술할 수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고,
이론 포화를 달성하기 위해 목적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참여자들은 주로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발생했던 고문 사건의 경험자들이었다.
표 4.질적연구의 참여자 구성
참여자

성별

연령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남성
남성
여성
남성
남성
남성
여성
남성
남성
여성
남성
남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남성
남성
남성
남성
남성
남성
남성

40대
60대
40대
60대
50대
80대
60대
40대
50대
60대
70대
70대
60대
50대
60대
60대
60대
50대
40대
60대
60대
50대
60대
50대

최초 조직적 폭력
발생 시기
1980년대
1980년대
198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60년대
1980년대
1980년대
1980년대
1970년대
1940년대
1940년대
1980년대
1970년대
1970년대
1970년대
1970년대
1970년대
1990년대
1970년대
197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80년대

총 24명의 참여자 자료를 수집하였다. 남성은 19명(79.2%), 여성은 5명
(20.8%)이었다. 연령대는 40대 4명(16.7%), 50대 6명(25%), 60대 11명
(45.8%), 70대 2명(8.3%), 80대 1명(4.2%)이었다. 아동기 조직적 폭력(예,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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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학살, 전쟁)의 경험을 포함한다면 1940년대부터 시작되므로 사건 이후 경과
시간은 최대 70년이 되었다. 외상 이후 삶에 대한 기술과 이해가 가능하려면
시간 경과가 요구되며, 특히 외상 후 정체성 변화 및 통합 과정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듯 상당 기간이 지난 경우를 우선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40대에서 80대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연령대
는 자신의 삶의 의미와 기여도를 숙고하고, 정체성의 통합을 완성하는 발달 시
기(예, Slater, 2003)에 해당하므로 통합 과정에 관한 타당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자료 수집 초기 단계에서는 ‘고문과 나의 삶’, 혹은 ‘조직적 폭력과 나의 삶’
을 주제로 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폭력 피해 생존자의 자조모임, 피해 사
건의 인권옹호 활동을 하는 비정부 기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참여자와 접촉
하였으며, 눈덩이 기법(snowballing technique)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추가 모
집을 수행하였다. 이에 고문을 포함하여, 전쟁, 집단 학살 등 조직적 폭력
(Schauer et al., 2011)의 생존자들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경험
이 특수한 맥락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고문 피
해자 중에서 급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경험한 경우도 있었
으나, 자신의 정체성을 실천하는 맥락에서 고문 피해를 예측하고 각오한 경우
는 이러한 고문 외상과 관련된 정체성의 구성 과정이 상이한 양상을 보일 것
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론 포화를 위하여 반대 개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참여자를 모집하였다(Corbin & Strauss, 2008). 이에 후반 모집 과정에서는
외상을 예측하였음(예, 정치 운동가)-예측할 수 없었음(예, 일반 시민), 외상이
성인기에 발생하였음-아동기부터 발생하였음이라는 반대 개념을 기초로 목적
적 표집을 추가하였다. 최종 참여자 구성을 표 4에 제시하였다.

도구
다차원적 외상 회복 및 탄력성-인터뷰(Multidimensional Trauma Recovery
and Resiliency-Interview: MTRR-I).
Harvey 등(2003)이 개발한 면담 도구로 다양한 문화 환경에서 치료적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외상 생존자들의 인생사와 언어표현을 얻기 위한 반구조화된
면접 도구로서 외상의 심리적 영향력과 회복 및 치유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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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Harvey et al., 2003). MTRR-I는 광범
위하고 개방되어 있으며 참여자의 대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생
이야기를 구술하도록 반구조화되어 있으므로 심층면접 자료 수집의 틀로서 가
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MTRR-I의 면담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오
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면접의 목적은 고통스러운 과
거 경험이 이후 삶에 미치는 영향과,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고통을 겪으신 뒤
에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며 살아오셨는지에 대해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있
습니다. 먼저 살아오신 이야기들에 대해 여쭤보는 것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인
생 이야기를 하시듯, 자서전을 쓰시듯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제가 여쭤보
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시고 싶지 않으신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편하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삶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면담이 조
기에 종료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MTRR-I는 외상 경험, 아동기 및 성
인기의 중요 경험 및 스트레스 경험, 관계의 질, 직업 및 사회생활, 스트레스
대처 방식, 감정 경험,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 인생의 의미, 미래에 대한 느
낌과 같은 추가 이야기를 기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MINI-국제

신경정신과적

진단도구

PLUS(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PLUS: MINI PLUS). DSM-IV와 국제질병분류
-10(ICD-10)의 정신과적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구조화된 진단 면접 도구로서
Sheehan 등(1998)이 개발하였다. MINI PLUS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고 면
담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Yoo 등(2006)이 번안 타당화
한 한국판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신과 진단별 문항의 내적 합치도
는 .42~.91로 보고되었다.

절차 및 자료 분석
절차
자료 수집은 2009년~2013년 동안 약 4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면담은 임상
심리학자 2인과 정신과 전문의 1인이 참여자와 일대일로 만나 진행하였고, 비
밀이 보장되는 안락한 상담실 및 사무실, 혹은 참여자 개인의 가정에서 진행이
되었다. 면담은 약 2~3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우선 참여자들에게 ‘고문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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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적 폭력 경험과 나의 삶’을 주제로 하는 면담의 목적과 연구 및 발표 활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고, 참여 동의를 구하여 구두 혹은 문서로 동의서를 작성
한 뒤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면담 자료의 녹취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었으
며, 이에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녹음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참여자가 자신의
생존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MTRR-I(Harvey et al., 2003)의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면담자는 참여자들의 생존 경험이 자연스럽게 기술될 수 있도록
촉진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공감적 태도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MTRR-I 면
담이 종료된 이후에 MINI PLUS를 실시하였고, 가용한 심리학적 및 법률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
질적연구 방법론의 근거이론(Corbin & Strauss, 2008; Strauss & Corbin,
1998)을 기반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근거이론은 내적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 심리사회적 과정,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인간경험을 포
착하는데 활용하는 체계적인 절차이다(Benoliel, 1996). 근거이론은 구성주의
를 기반에 두고 있으므로 본 연구 자료의 분석에 적합한 방법론으로 여겨졌다.
외상후 정체성 통합이라는 과정이 개인 내적 맥락뿐만 아니라 관계, 사회, 문
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며, 면담 당시의 내러티브 형성 과정 속에서 면담자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상호작용론과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참여
자들의 자료를 이해하고자 했던 점은 Burns(1988)의 질적 방법론 비평 기준
에 따라 방법론적 일치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였다.
우선 녹음된 참여자의 진술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초반에는 면담자
본인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이를 상위 수준으로 개념화하는 개방 코
딩을 실시하였다. 면담자는 스스로에게 ‘참여자가 무엇을 구성하고 있는가’ 혹
은 ‘참여자가 말하는 본질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개념화를 실시하였다. 이
어 면담자들이 모여 기초 코딩 자료에 대한 상호 토의를 실시하였다. 이 토의
에서는 특히 구성주의적 자기발달 이론에 기초하여, 참여자가 어떠한 맥락에
관하여 이야기하는지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즉, 개인의 내적 경험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관계, 환경, 사회적 맥락 차원으로 개념화하기를 시도하였다. 또한
이야기가 발생한 면담 맥락을 상호 점검하여 개념화를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기초 코딩 자료를 상위 수준의 주제와 범주로 진전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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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개념들 간에 비교와 대조를 통하여, 누락된 차원이 없는가를 점검하였
고, 추가로 대비되는 조건을 지닌 참여자를 모집하여 면담을 실시한 뒤 개념을
보완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는

타당도

검토에서

모형의

전이가능성

(transferability; Lincoln & Guba, 1985)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이어서 주제와 범주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축 코딩을 시도하였다. 축 코딩
을 기반으로 정체성이 변화되는 발전 단계를 발견하고자 하였고, 이에 과정코
딩을 실시하였는데, 모형의 도형화는 Corbin과 Strauss(2008)에 기초하였다.
최종적으로 주제와 범주를 통합하는 핵심 범주의 개념화를 실시하였다. 전체적
으로 서술적 생생함을 유지하기 위하여(Burns, 1988) 참여자의 언어 표현 그
대로를 수집하여 기술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세 명의 면담자는 모두 임상 수련을 마친 전문가로서 외상 관련 생존자를
지원하는 비정부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외상이 발생하는 맥락에 대
한 관심과 이해가 많았다. 또한 연구자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학
적 서비스 및 복지 지원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다양한 장면에서 외상을 경험
한 사람들에게 집단 및 개인 심리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특히 외
상 경험자들의 자조 모임 구성을 돕는 서비스 제공 경력이 풍부하여 전문가적
판단을 배제하는 참여자와의 상호작용과 대화가 익숙하였다. 더불어 연구의 신
뢰도(dependability; Lincoln & Guba, 1985)를 높이고자, 면담자가 모여 초기
개념화의 과정을 점검하였고, 연구자가 최종 개념화를 마친 자료를 조직적 폭
력 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경력이 풍부한 의료, 법률, 복지, 심리 전문가들
에게 발표하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하였다.

결 과
참여자들은 면담자와 상호작용 속에서 삶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일관된 내러
티브를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삶의 내러티브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과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과 설명의 내용들로 재구성되었다. 한 참여자는 이
를 ‘삶의 행적과 그것을 이끌어왔던 정신을 스스로 정리’하는 경험이라고 표현
하였다.
참여자들은 외상 이전의 기억으로 거슬러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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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어져오는 정체성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였다. 이어서 외상 직전과 외상
당시의 기술을 지나, 외상 이후 삶을 재건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기술하였
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우선 기억을 나열하고, 연관되는 기억끼리 연결해 가면
서 내레이션을 계속했다. 특히 자신이나 자신의 경험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기억을 근거로 이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시도를 했었다. 이는 기억에 대한 기
술, 그리고 이어서 기억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 혹은 평가를 덧붙이는 내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과거에 대해 기술하고, 현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내레이션 행위를 뚜렷
하게 구분하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과거 기억에 다음과 같은 문
구에 이어 해석을 덧붙였다. ‘나중에 생각해봤을 때’,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때는 굉장히 화가 났었죠’, ‘요즘 같으면’, ‘지
금 생각해도’, ‘아마 그 이후로.’ 즉, 과거와 현재의 맥락이 구분되고 있음이 나
타났다.
한편, 어떤 참여자들은 과거 기억을 일관되게 기술하기 어려워하거나, 과거
를 기술할 때 현재 시제가 혼용되기도 하였고, 과거를 기술하면서 감정을 조절
하기 어려워하기도 하였다. 또한 과거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을 구분하여 제시
하지 못하기도 했다. 일부 참여자는 자신의 기억을 지나치게 추상화하거나 일
반화하여 기술하기도 했다. 기억을 제시하는 대신 시사 상식이나 일반론으로
이탈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시사나 일반론으로 이탈하는 것은 과거 경험이 발
생했을 당대의 환경 맥락을 기술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후자의 경우에
는 구체적인 개인사와 사회사가 통합되어 등장하였지만, 전자의 경우 개인사는
등장하지 않은 채 시사 정보와 일반적인 견해를 나열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전
반적으로 참여자들은 자신의 인생사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고자 하였고 일
맥상통하는 정체성으로 자신을 풀이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완성되
었을 때 면담은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되었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살아왔던 삶의 행적과 그것을 이끌어왔던 정신의 다이나
믹스가 제가 스스로 정리가 되네요. 제가 세상을 준비했던 어린 시절 상처입고
회복되었던 과정. 나 혼자만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회
복을 나눠주려는 것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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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의 자료는 35개의 주제묶음과 5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범주에 관한
표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5개 범주는 가. 정체성 뿌리 찾기, 나. 외상 발생을
설명하는 정체성과 시대적 조건, 다. 외상과 그 이후, 라. 생애 과제: 정체성
되찾기, 마. 정체성 확장으로 구성되었다. 5개의 범주를 통합하여 정체성 단절
과 통합 과정이라는 핵심범주와, 일관성 동기와 합치성 및 수용의 동기라는 하
위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가. 정체성 뿌리 찾기
정체성 통합 과정은 정체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뿌리 찾기에서
시작되었다. 정체성 뿌리 찾기는 성장기와 청년기로 거슬러 시작되었고, 성장
기와 청년기의 기억 기술은 현재의 정체성 추론 과정에서 기원 혹은 근거로
설명되었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은 성장기의 기억을 기술하였고, 이어서 그것
이 어떻게 현재 정체성의 시발점이 되는지를 해석하였다.
참여자의 성장기 기억 기술 및 해석의 범주에는 1) 성장기 환경, 2) 자기 신
념의 뿌리, 그리고 3) 성장기 외상경험이 있었다.
1) 성장기 환경
성장기 환경의 하위범주로는 가) 성장기 환경 문화 조건, 나) 성장기 시대
조건이 있었다.
가) 성장기 환경 문화 조건
어떤 참여자들은 성장기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다. 그것은 경
제적인 빈곤 그 자체에서 오기도 했지만, 빈곤에 대한 공동체 내에서의 차별
체험이 참여자들의 자서전 기술에서 보다 두드러졌다. 타국에서 성장했던 사람
들은 민족성 때문에 낙인받고 학업 혹은 일상에서 배제되었던 체험을 기술하
였다. 가난, 민족성, 차별, 낙인은 일부 참여자들의 성장기 환경 문화 조건이었
다.
‘강자에게 천대받은 억울한 사람, 그러나 약자에게는 늘 정의로운 사람’이라
고 스스로를 기술하는 참여자는 성장기부터 집안형편이 어려워 ‘천대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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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중요한 기억으로 기술하였다.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에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랑 동생을 부양할 형편이 못
되어 작은 집, 외갓집 등에서 남의집살이 하며 천대 받고 구박을 많이 받았어
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천대받고 멸시 받고 살았는데. 군대 갔다 와서도 성장
을 해서도 노점일하며 멸시 받고 천대받고. (참여자2)

또 다른 참여자는 경제적 빈곤으로 교사에게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회상하
였다.
4학년이 되면서 어두움이 왔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가난한 집 애를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반에 저하고 단짝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쳐도 임의로 점수를 잘 주고. 반장 선거를 해도 걔
한테 애드벤티지를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가난하게 살았고 학
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그렇게 하고 그런 걸 전혀 몰랐는 거예요. 옷 같은 것
도 사주지를 않고 주로 어머니가 뜨개질로 떠서 옷을 입혔는데. 그러니까 옷
이 오색. 3학년 때까지 선생님은 그걸 굉장히 예쁘게 봤어요. 그런데 4학년
때 선생님은 안 그런 거예요. 그게 알게 모르게 어둠이 되고, 그늘이 되고.
(참여자 3)

타국에서 살면서 민족성 때문에 차별과 멸시를 겪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 동네 학교에 우리 가족 외에는 한국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공부는 비교적 잘하는 편이었어요. 반에서 1, 2등 했는데. 그…. 아,
그…. 달리기도 쫌 빨랐어요. 빨랐는데, 그 동네 대항 운동회 경주 릴레이가
있었어요. 근데 선수를 뽑는데 같은 동급생 남자 둘 있는데 빠른 사람이 선수
가 되는 건데. 직접 뛰어서 제가 이겼거든요. 이겼는데. 날 선수로 안 해주는
거예요. 안 뽑아 주는 거예요. 그니까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참여자 4)
제가 고등학교 일학년 때, (…)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강의 하셨는데 저 등을
뒤에서 (한 학생이) 툭툭 쳐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바로 저한테 제 얼
굴에 (고춧가루) 물을 끼얹었어요. 근데 그 끼얹은 게 너무 매워가지고 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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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따가워가지고. (…) 나 자신이 뭐 때문에 당했는지 혼란스러워 가지고 아주
복잡하고. 왜, 왜, 라는 자문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요. 끝까지
화가 났지. 이해가 안 가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거 처음이니까. 내가
딱 일어서가지고 저놈을 막 그냥 밟아버렸어. (…) 그런데 더 억울한 거는, 선
생님 계시는 직원실에 불렸어요. (…) 근데 그날은 무조건 나를 나무라는 거야.
나는 무엇을 좀 진상규명을 해 주면은 좋은데…. 그래 나는 그 때 너무 억울해
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거기서 뭐 눈물만 나왔어요. 뭐 뭔가 모르지만 눈
물만 나왔어요. 그 더 이상 나도 잘 몰라. 당하는 이유도 모르지만은 선생이
그렇게 하는 이유도 모르겠어. (참여자 17)
집 문턱을 나서면 이 세계가 일본이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조선인이 일본이라
는 사회에 나가니까, 어린 그 초등학교 일학년 안됐을 때, 나가면 일본 아이들
이 돌멩이가 날아옵니다. 그 놈들이 뭐, 조센징, 조센징 하면서 돌멩이가 날아
오고 막대기 들고 와서 집단으로 구타하고. (참여자 23)

나) 시대 조건
조직적 폭력이 빈번하였던 시대 조건 속에서 참여자들은 공포와 불신의 분
위기를 체험하였고 시대 조건 속에서 부여받은 불명예(예, 연좌제)로 인하여
성장기 때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였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배신당했다.’고 자
신을 기술한 한 참여자는 성장기에서부터 불신이 시작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제가 중 3때 반장을 맡고 있었는데, 옆 반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서 그게 내
게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되었어요. 담임선생님이 교무실에서 경찰한테 잡혀
가지고. (…) 근데 그게 옆 반 학생이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신고를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거기 잡혀가서 고문을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에 갔던 친
구들이 (선생님이) 수갑 찬 손을 덜덜덜 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 저
는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고, 아이들도 많이 받았죠. 그런 거를 연거푸 제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거는 책 백 권을 읽는 거보다 더 충격적인, 뇌리에 의
문을 제기하게 되는 그게 됐어요. 왜냐면 이웃과 이웃이 적이 되고 스승과 제
자가 적이 되면, ‘난 어디서 서서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나도 존재가 없어진
거 같아요. 동네와도 허전하고, 누가 신고할 거 같고. 학교가도 허전하고, 선
생님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데 어떡해요. 그러면서 그 때까지는 공부도 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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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림하고 글짓기에 재미 붙여서 했는데, 다 싫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들 만나기가 저기해지더라고요. (참여자 5)

‘제사 지내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닌 한 참여자는 한국전쟁 직전 성장기
때 마을 형들이 죽임을 당하고 ‘삭막한’, ‘믿지 못하는’ 환경에서 성장했음을
이야기하였다. 그에게는 이후 ‘연대’와 ‘관계’가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51년 봄에 부산으로 오게 되었는데. 학교를 갔는데 그 때 들리는 이야기로는
(…) 사람 다 죽었단다. 그런 것. 중학교 때 나하고 같이 있던 따뜻한 형들. 그
런 사람들이 풍비박산이 되어가 다….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부산 학교에 모였
는데. 마치 무슨 포로수용소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학급 친구인데도 말이
없었고. 소통이 되면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삭막했거든요. 각 군 마다
상하고 다치고 그런 속에 산 사람들이니까 남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20살
도 안 된 어린 나이인데도 삭막한 속에서 자랐어. (참여자 6)

연좌제라는 시대 조건 속에서 가족이 ‘빨갱이’로 낙인받은 정체성을 지닌 한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였다. 이 참여자는 이후 이
정체성으로 인하여 고문의 피해자가 되었다.
초등학교 다닐 적에 요즘 말로 왕따 당했다고 할까. 시골 동네는 다 알잖아.
빨갱이 새낀지. 그렇게 왕따를 당했어. 잘 울고, 아프다고 학교 안 가려하고.
학예회 발표를 하면 연극하면 연습은 하는데 정작 나갈 때는 나를 안 시켜.
(…) 그리고 구구단 못 외워가지고. 그럼 청소해야 돼. 청소하고 나서 깜깜한
무서운 시골 길에 혼자 가. (참여자 7)

2) 신념의 뿌리
신념 뿌리의 하위 범주에는 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신념, 나) 양육자의
가르침과 양육 방식이 있었다.
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신념
참여자들은 현재 지니는 정체성이 성장기부터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설명하
였다. ‘가치있는 삶’, ‘양심’, ‘의미있는 삶’, ‘신앙’, ‘감수성’은 성장기 배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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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장하였다.
‘가치있는 인생’이 중요한 정체성인 한 참여자는 학창 시절 교사에게 ‘옳은
소리’를 했던 기억을 기술하였고 이처럼 자신은 ‘가치지향적’으로 살고자 했다
고 해석하였다.
수업을 하는데 뒤에서 애들이 떠들었어. 그러니까 수업 하다 말고 (선생님이)
애들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때리는데 좀 심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들
고 “선생님” 그랬어요. “뭐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해봐.” “쟤네
들이 잘못하긴 했지만 이정도 심하게 맞을 만큼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만
하시죠.” 그 당시에는 애들 수준에서 할 수 없는 반항이죠. “너 이 새끼 뭐
야.” 저에게도 주먹과 발이 날라 오더라고요. 그래서 손목을 붙잡고. “지금
저를 때리시는 게 교육적인 의미에서 때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감정으로 때리
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쇼크 먹었죠. (…) 여튼 집안에 돈이 없는
건 빼고는 나름대로는 잘 나갔던.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선생님도
어쩌지 못하는. 그리고 정말 지적으로도 추구하는 가치가 남다른 저 놈은 크
게 될 놈. (사람들 생각이) 이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그
런 게 있었어요. 나는 가치지향적인 삶을 산다. 현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중
요한 건 아니라. 내가 뭘 하더라도 그걸 왜 하느냐에 대한, 무엇을 위해서 그
걸 하느냐에 대한 물음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스스로를 ‘심지가 굳고 의미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 참여자는 정체성의 뿌
리로 어린 시절의 유사한 행동을 기술하였다.
중학교 때부터였어요. 학교에서도 그 때는 일을 많이 시키고. 집에서 건초를
가지고 오라고 시켰는데 그것 달성 못하면 혼나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 때 선
생님께 대들진 않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학교에서 마음대로 학생들
에게 가져오라고 하고 일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그 기본적인 것을 왜 누리고 못하고 사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그것을 실
현시키고 싶어서. 나는 심지가 굳은 편이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죽 밀고 나가
는 편이예요. 지금도 그렇고. (참여자 8)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아올 것이다’라고 기술한 한 참여자는 성장기부
터 이어져 온 감수성과 고민이 현재에도 지속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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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도 기독교였고 나도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가 미션 스쿨이
었는데 매주 채플이 있었고 신학이나 인생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고 고민도
많이 했고. 고등학교 때 정말 사춘기를 격하게 겪었는데, 인생에 대해서 고민
도 하고 키에르케고르와 같은 고민을 심각하게 했었고. 감수성도 예민했고. 그
때 경험이 아주 나에게는 특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글로 써서 교지에 장
문을 싣기도 했다. (참여자 9)

나) 양육자의 양육방식과 가르침
양육자의 양육방식이나 가르침 또한 중요한 개념으로 범주화되었다. 그것은
통제적인 양육 환경과 인정받고 수용 받는 양육 환경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통
제적인 양육환경 때문에 성장기부터 자신의 욕구를 억제해왔다는 한 참여자는,
이어서 성인기에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
다고 해석하였다.
화는 지금도 많이 있죠. 화가 그 당시 났었는데 어머니에게 직설적으로 표현해
봤자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응방식이 그때부터 화를 표현하지 않고 대답
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거나 또 하나는 책을 들고 있으면 꾸중을 안
해요. 공부한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책이 방패인거죠. 실제 책을 볼 때도 있고
상상의 세계에 빠져있을 때도 있고. (…) 어머니한테 꾸중을 많이 들으니까 무
기력해지는 거예요. 제 자신의 욕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시장을 가서 추석 때 옷을 오래간만에 사주시잖아요. 제가 원하는 옷
이 있더라도 엄마가 원하는 스타일로. 아예 나는 일종의 모범생 콤플렉스죠.
엄마 말 들어야 한다. 내 욕구는 포기해야 한다. (참여자 3)

인정과 수용의 양육 환경 차원을 기술한 어떤 참여자들은 부모님이 아동기
부터 자신을 신뢰하고 인정해주었다고 기억하였다. 그는 이것이 현재에도 스스
로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해준다고 해석하였다.
부모님이 농부였어요. 그 분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 적도 없었고 두 분이서
큰 소리를 내면서 다투시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묵묵히 농사를
지으셨고 우리가 하는 대로 그저 결정하는 대로 놔두셨어요. 그냥 믿으셨던 것
같다. (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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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여자는 자신을 ‘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고, 현재 자신
이 지니는 신념의 뿌리가 부모의 신념에서 영향을 받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이
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항상 봉사하시고, 퇴근
하시고 봉사 활동 하시고 집에 오시고. 내가 아버지를 좋아하면서 아버지를 많
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게 몸에 뱄어. 그래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지.’ (참여자 10)

아버지가, 난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자랑스러워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뭘
하든 간에 그냥 믿어주시고 별 말씀을 안 하셨고. (참여자 9)

3) 성장기 외상경험
성장기부터 시작된 외상경험을 이야기한 참여자 또한 있었다. 아동기 때 급
작스럽게 집단 학살이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들이 등장하였다.
한 참여자는 9세 때 목격한 집단 학살 현장에서 현재 정체성의 기원을 찾기
도 하였다.
방문을 여니까 피가 대포알만한 게 입으로 피고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피가 그냥 온 바닥에 삼분의 이나 두부처럼 얼어가지고 있는데. 확 코에 찌르
는데 저 양반이 죽었구나. 벽을 붙어서 조심조심 성경을. (…) 왜 이렇게 사람
들이 전쟁을 하고 죽이는가.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참여자 11)

어떤 참여자는 아동기 때 목격한 집단 학살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
려워하기도 하였다. 면담자와의 내레이션 속에서 이 참여자는 아동기 ‘아버지
에 관한 기억’의 인생사를 기술하다가 집단 학살 현장에서 목격한 시신에 관한
생생한 기억으로 내레이션이 이탈하기도 하였다.
어릴 때 보는 거는 아버님이 밤중에 해질 무렵에 자전거타고 들어오신다 말
이에요. 들어오실 때 되면 일본 놈들한테 압수한 권총. 권총집이 일본 놈들
것은 그건 내가 유심히 봤습니다. (…) (면담자: 어렸을 때 처음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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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런 일을 하셨구나 알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철들기 시작한 것은
○○산 올라간 뒤에, 고생하고, ○○산 그 ○○땅 있는데 ○○사단 쫓겨가지
고 그 때부터 돌아가신 송장이라던가, 가다가 어르신네들 맞아서 막 창자가
튀어나와서 막 이런 걸 어렸을 때 봤지 않습니까. (…) 그 때하고 총을 일단
맞으면 팅팅 붓는다는 거. 총을 맞아서 물 위에 빠져서 이렇게 치우지 않고
놔둔다거나 총을 맞아서 죽었다거나 하면 총에서 독이 퍼져서 그런지 총알이
그 안에 납이 들어있거든요. 실탄 안에 납 중독인지 하여튼 팅팅 부어요. 그
래서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분들 사체를 많이 봤어요. (침묵. 한곳을 응시
한다.) (면담자: 지금도 눈에 선하실 것 같어요.) 그렇죠. 아휴, 네 그 기억은
허허…. (침묵)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 기억은 그렇게 아버지 저녁 때
권총 차고 와서. (…) (참여자 12)

아버지가 빈번하게 행한 가정폭력의 목격을 언급한 참여자는 이를 중요하지
않은 경험으로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훗날 자신의 정
체성이 아버지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추가로 기술하였다.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다 때려 부쉈으니까. 아버진 군인이었고. (…) 초등학교
내내 할머니랑 살았어요. 외가 쪽 친척이 몰려 살아가 그런지 상처는 없었어
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일기에 적곤 했는데. (…) 내가 나쁜 놈이라는 느낌
이 들어요. 아버지가 나 때문에 사회 진출이 막혔으니까. (참여자 22)

나. 외상의 발생을 설명하는 정체성과 시대조건
외상은 1) 개인 정체성의 맥락과 2) 시대 조건 속에서 발생하였다.
1) 개인 정체성의 맥락
개인 정체성 맥락의 범주를 살펴보았을 때, 참여자들은 성장기의 환경 및
성장기 체험과 성장기부터 지속된 신념들이 외상이 발생한 조건이 되었던 것
으로 이해하였다. 빈곤 혹은 차별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이러한 환경을 변화시
키는 것이 이후 삶에서 중요한 활동이 되었다. 불신의 성장기 환경은 대인간
신뢰와 연대감을 추구하는 것이 삶에서 중요한 활동이 되도록 하였다. 통제적
양육을 겪은 참여자는 자율적인 활동이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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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은 성장기부터 중요하게 지녔던 ‘가치’, ‘의미’, ‘신앙’, ‘양심’에 따른 행
동을 했다고 하였고, 이것이 당대의 시대적 조건과 맞물려 고문이라는 외상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2) 시대 조건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정체성은 시대 조건과 맞물렸기 때문에 외상체험으로
이어졌다. 고문은 자기 신념의 대가로 일어난 것으로 이해되었다. 물론 자신의
정체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외상이 발생한 경우도 있
었다. 이해할 수 없는 외상의 발생에 대해 참여자들은 ‘불합리함’을 느꼈다.
동물도 치료를 해주면 야생으로 돌려보내야지 가둬놓으면 안되지. 산에서 뛰
어놀던 우리를 잡아서 갖은 짓을 다 해놓고서는. 우리를 틀 안에 가둬놓고 죄
명을 붙여놓은걸. 그걸 벗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입은 거 아니잖아. 내
가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나는 그
게 아니잖아. (참여자 7)

외상이 발생한 조건을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참여자는 외상이 발생한 ‘원인’
을 찾으려고 했다. 동료가 자신을 불었기 ‘때문에’ 잡혀갔다고 믿는 한 참여자
는 동료에 대한 원망이 강하였다.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다. 근데 밤에는 (…) 그럼 그런 게 앙금같이 떠올라
요. 그럼 너무 분하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가슴이 조여오고. 가슴이 막 조여
니까 천정보고 누워 있다가 엎어져 자려고 하죠. 그런 게 하루 밤에도 여러
번 나죠. 그러다가 잠을 굉장히 못 자요. 새벽녘에 잠이 들 때가 많죠. (…)
○○에 대해서 한 없이 밀려오는 원망과 분함과, 속았다는 거, 사기 당했다는
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참여자 5)

다. 외상과 그 이후
참여자들은 외상 사건 자체의 속성을 분리하여 기술하기도 했지만, 외상에
서 자신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혹은 외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신의 정
체성으로 받아들였다. 즉 사건의 속성이 아닌 자신의 속성으로 해석하였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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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그 이후 범주에는 1) 외상의 속성과 2) 외상후 정체성 변화의 범주가 발
견되었다.
1) 외상의 속성
외상의 속성은 가) 신체적 폭력과 죽음 체험, 나) 심리적 위협과 감시, 다)
인간성 박탈, 라) 인간성에 대한 회의, 마) 가해의 목적: 정체성 조작의 하위
범주로 기술하였다.
가) 신체적 폭력과 죽음 체험
고문은 몸과 정신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체험이었다. 참
여자는 외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몸과 정신이 자신의 통제 밖에 벗어나는
‘공포’, ‘무력감’, ‘절망감’을 경험하였다. 신체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죽음을
체험하는 것과 같았다. 강도 높은 신체적 폭력이 야기하는 죽음과 손상에 대한
공포와, 묶여있거나 눈이 가려진 등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고 자기 신체의
안위를 예상할 수 없는 경험이 기술되었다.
40분 동안을 20명한테 군화로 맞았어요. 살아남으면 또 물 끼얹고. 수갑은
있는 대로 다 이빨을 누르면 여기가(팔목) 새까매요. 피가 안 통하니까. 포승
줄을 막 발목하고 허리로 뒤에서 막 동긍동글 만들어놓고 뒤에서 발로 차고.
공수부대 빠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잡고 막 관절 마디마디를 찍어 버리는 거
예요. 이걸 찍는데 나도 모르게 ‘살려주시오’ 소리가 나와. 그런 꼴을 당했어
요. (참여자 11)
눈을 가리고 어디론가 가는데 계속 방향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하다
가 마지막에는 나를 몇 바퀴 돌리니까 정말 방향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
라구요. 그러니까 거기가 보통이 아닌 데구나 하면서 무섭긴 했다. (참여자
8)

신체에 대한 가해는 정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하였다. 한 참여자는 신체
적 가해가 자신을 쉽게 ‘세뇌’되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가자마자 옷을 다 벗기고 통닭처럼 매달아 놓고 면 같은 천을 얼굴에 덮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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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부어서 코에 들어가고 계속 잠을 며칠이고 못 자게 해요. 졸기는 졸지만
졸면 맞고. 그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개, 돼지만도 못하게 취급을
당해요. 그러면서 계속 진술서를 쓰게 하고 안 한 것도 했다고 강요하고 그러
니 나중에는 정신도 없고 환각처럼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꼭 내가 한 것같이
느껴져요. 그렇게 강요받고는 유치장으로 갔는데 같이 잡혀갔던 다른 ○○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한테 "선생님 정신 차리셔야 해요" 하더라고요. 그 이야
기 듣고는 정말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세뇌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면
서 말이죠. 그 때 보니까 저만 그렇게 12일 동안이나 잠을 재우지 않았더라
고요. (참여자 13)

그럼에도, 참여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통제를 시도한 경험도 이야기했다.
통제할 수 있는 만큼 통제를 시도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 했던 경험들이
기억되었다. 그러나 이는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였다.
바로 지하에 가두는데 지하에 방이 욕조가 이렇게 있어요. 변기가 있었던가.
책상이 있는데 쇠로 된 철제 책상인데 바닥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의자가 달
랑 있고. 이 방에 가둬놓는데 옆방에서 사람 고문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죠.
여기서 저는 말로만 듣던 ○○구나 이런 생각에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 된
다. 겁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는게 없나 싶어서. 혼자 가
둬놓고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전술인거 같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싶어서 책상 밑도 보고 살펴보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더라
고요. 굉장히 무력감 이런 걸 느꼈는데. 최대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으
로 있었죠. (참여자 3)

나) 심리적 위협과 감시
참여자들은 신체적 고문 못지않게 심리적 위협과 감시가 고통스러웠다고 말
했다. 고립된 상황 자체가 주는 심리적 공포감, 감시하는 눈길, 성적 수치감과
위협감, 가까운 이에 대한 가해를 위협하는 것 모두 실제로 자신이 겪는 것만
큼이나 두려운 경험이었다.
취조를 하는데 누군가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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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감이 있지 않나? 취조하는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날 지켜보고 있구
나 하는 것. 그래서 좀 무서웠어. 그런데 질문에 내가 뭔가 좀 생각을 하거나
대답이 늦어지면 바로 내 뒤에서 주먹이 날아 왔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들이 있다가 내가 대답을 잘 못하면 때리는 것은 무서운 일이야. (참여자 8)
문이 있는데 한 짝 자리 문에다가 잠그는 것도 밖에서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고, 이제 위에 눈만 보이게 (구멍이) 이렇게 하면 눈이 양쪽이 이렇게 보여
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러니까 벌써 발자국 소리만 나면 내가 눈을 딱
감고 있던지 딴 데를 보고 있어. 근데 또 딴 데를 보면 안 돼, 자기네들 쪽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 한 번은 내가 그게(눈구멍), 이 너무 그거해서 눈 감고
있다가 그 새끼가 문 여는 소리가 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날 저녁 한
잠도 못 자고 그런 날도 있었고. (참여자 10)
나랑 남자 둘이랑 한 방에 있다는 게 무서운 거야. 그 상황에서 건장한 수사
관 두 명이 나 하나를 앉혀놓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차라리 여러
명이서 매 맞는 건 안 무서워. 그런데 나 혼자 고립되어서. 그 때가 공포스러
운 거 같애. (참여자 14)
내가 거기서 사실은 두들겨 맞으면서, 너무 쉽게 고의 자백을 했거든요. 굴복
했어요. 나는 아내하고 어머니를 "너 보는 앞에서 겁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막 죽여버리겠다" 고, 자기들 말 안 들으면, 뭐 하여튼 그 말에 최고로 겁을
먹었어요. 나는 그래서 그것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고 다 내가 저기 하겠다고, 듣겠다고, 하면서 내가 쉽게 그 사람들한
테 져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너무 억울하고, 억울
하다는 거보다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여자 15)

다) 인간성의 박탈
섭식이나 위생관리를 강제로 통제하는 환경,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는
인간성을 박탈시키고 정체성을 살해하는 체험과도 같았다. 자율적으로 신체를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은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을 박탈하는 완전한 무기력감을
주었다. 한 참여자는 ‘자살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그런 자신이
병신 같았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수치심’, ‘무기력’, ‘모멸감’, ‘비참함’을 느
꼈다. 고문 이후 수감 생활은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닌’, ‘인간이 아님’의 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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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첨엔 제가 잡히기는 했어도 맘을 단단하게 먹고. 닷새 동안 좀 버텼는데. 하
여튼 밥은 안 먹을 수가 없는 가보더라고. 안 먹으면 호스로 집어넣는다 해가
지고 협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밥은 먹어야 되고 했는데. 그 하여튼 잠을 안
재우고. 그리고 자살을 할라 해도 잘 안되데요. (…) 자살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 놨더라고요…. (참여자 16)
그때가 영하 18도까지 내려갔다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먹을 것
은 주는 거밖에 없고, 입을 옷이 없어요. 약 이십일 가까이 입을 거 없고, 갈
아입을 속옷도 없어요. 추워서 죽겠고, 배가 고프고, 옷을 갈아입지 못하니까
이가 생겼어요. 지금 기억에 제일 제가 비참하고 제 프라이드를 꺾이는 그런
시기였어요. 아주, 뭔가 자기 굴욕, 굴욕적인. (참여자 4)
생선이 일주일에 한 번인가 2주에 한 번인가 나오는데 이게 뭐 썩은 냄새 나
는. 이게 창고에다가 일 년치를 쌓아놨대. 그때그때 마다 싱싱한 거 사는 게
아니라 일 년 치를 사가지고 썩잖아요. 썩으면 끓여. 뭐 생선 나올 때마다 뭐
골치가 아파가지고. 썩은 내는 그대로야. 그 안에서도 하여튼 인간이 사는 데
가 아니지 뭐. (참여자 17)
맨 처음에 다 벗고 엉덩이에다가 손을, 그 하잖아요(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수
색). 그거는. 제가 느낀 거는, 아 너는 오늘부터 인간이 아니다, 그런 거를 인
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느꼈죠. (참여자 18)

이러한 굴욕의 체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증오가 담긴 말을 듣는 것 또한 자
신의 인간성을 박탈시키는 체험과 같았다.
고문 받으면서, 교도소 넘어가면서, ‘너 같은 놈은 지구상에서 없어야 한다’,
‘너 같은 놈은 이 세상에서 없어야 할 사람이라.’ 그 말…. 나는 고문 받으면
서 그런 말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교도소 와서도 그 간수들이 그런 말을
하데? 그것이 나는 잊을, 잊을 수가 없어…. (침묵) (참여자 17)

라) 인간성에 대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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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인간이 인간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할 수 있음을 목격하면서
인간에 대한 회의감과 불신을 느꼈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조작하는 인간에
대한 회의감은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 개 패듯 팰 수 있을까. (참여자 14)
검사 구형이 떨어졌을 때, 그때가 나는 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거예요. (검사가) 나
보고 아주 나쁜 놈이므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제거해야 할 사람이다, 영~원히 제
거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뭐 특별히 죄가 많은 사람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까지 유학을 와 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앞으로 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희망이, 가슴이 참 부풀은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온 사
람인데. 내가 그렇게 아주 영원히 제거해야 할 정도로 뭐가 나쁘단 말이냐, 하고
생각하니까 좀 우습더라고요. 그 사형 구형을 했다고 내가 뭐 겁이 나서 어이쿠
이거 어떡하나하는 것 보담도, 오히려 뭐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이. 아니 나를 영원
히 제거해야 할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도대체가, 하고 너무 우스워서, 뭐
물론 웃지는 않았지만은. 남의 일 같고 내 일 같지도 않고, 도대체가 검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참여자 15)

가해자와의 가혹한 관계 체험은 물론 혼란스러운 관계 체험 역시 참여자들
에게 관계성과 소속감에 깊은 상처가 되었다. 참여자들이 보고하기로, 가해자
에는 직접적인 가해를 하는 사람과, 회유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의 두 가지 유형
이 있었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과 자신에게 가해하는 사람의 혼동은 관계
와 소속에 대한 혼란감을 가중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후에 가해를 인식하거나
폭력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여러 사람 고문을 하면서, 고문 끝나며는, 벌떡 나와 가지고 위로해주는 그
런 사람. 나는 뭐 그걸 굉장히 의심을 했죠. 계속 고문하다가, 아주 넥타이
매고 아주 신사 같은 사람이 조용히 말 걸어줘. (참여자 17)
수사관도 두 종류지 않습니까? 그니까는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울 때
나타나는 수사관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위로하는 조로 이야기 한다든지, 구
치소에 와가지고 무슨 필요한 책이라도 있으면 넣어주겠다든지 그런 말도
하고. 그니까 그거를 좋게만 생각 안 하는데, 결국은 굉장히 지능적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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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고발하는, 예를 들어서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고발
한다, 완전히 심정적으로 100%가 그래 잘 안되대요? 네. 인간적으로 좀 대
해준 것도 있고 싶어서 그러는데. (참여자 16)

한 참여자는 신조차 가해자의 편에 있음을 느꼈다. 가해자가 자신과 같은
신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한 배제와 소외였다.
(고문 가해자가) 이렇게 말해요. “야, ○○(참여자 이름)아, 나는 일요일마다
△△교회 다닌다.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한다). 하나님 제발 오늘은 ○○(참여
자 이름)을….” (숨 크게 들이킴. 침묵. 울음.) “하나님 오늘은 ○○(참여자 이
름)을 때리지 않고 고문도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왔으니. 너도 솔직히 이야
기하라.”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까? (참여자
15)

마) 가해의 목적: 정체성의 조작
실상 고문의 목적은 다름 아닌 참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정체성을 덧씌우는
데 있었다. 참여자들은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으로 ‘범죄자’, ‘간첩’, ‘빨갱이’
등의 정체성을 덧입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체성은 가해와 폭력을 정당화하였
고, 외상 발생의 원인을 참여자 개인에게 덧씌우는 효과가 있었다.
근데 거기는 다 불순분자, 공작원, 간첩, 빨갱이 그런데다 다 연결을 시키더
라구. 그러면서 몰아가는 거예요. 조사를 몇 시간씩 하면서 쉬는 시간에는 조
사한 놈들이 다 내 방으로 와가지고는 "이제 20%밖에 못 칠했어. 영 칠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은 빨갱이로 빨갛게 만들어야 되는
데 20%밖에 못 칠했다는 거야. 어떤 놈들은 "야, 다 칠했다" 뭐 그러고. 그러
니까 내가 막 그럴 때마다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런 거야. (참여자 10)

2) 외상후 정체성 변화
참여자들은 외상 이후 자신의 삶을 다시 적응해 나가고 회복해 나가는 과정
에서 정체성에 큰 변형에 직면한다. 외상 경험은 ‘말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하
기 힘든’ 체험이었다. 그것은 자기 내면의 체험을 자신조차 설명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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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단절, 타인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는 데에서 오는 관계의 단절로 이어졌
다. 그리고 고문과 투옥을 겪은 사람에게 세상은 배타적이었다. 하위범주로는
가) 자기의 단절, 나) 관계의 단절, 다) 세상의 단절이 있었다.
가) 자기의 단절
자기의 단절 범주에는 (1) 파괴된 자기, (2) 고립, (3) 자기의 무너짐, (4) 존
재 혼란이 발견되었다.
(1) 파괴된 자기
참여자들은 외상 이후 발생한 심리적 고통과 성격의 변형에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파괴당했다고 느꼈다. 또한 고문 이후 자신의 인생 행로가 뒤바뀐 상실
감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들은 나약한 신체에 직면하였다. 참여자들은 고문
때문에 스스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병들고 말았다는 ‘망가져버리고 다 파괴된
느낌’, ‘비참하고 망가진 기분’을 느꼈다. ‘원래 느긋했던 성질은 조급하고 잘
삐치고 못 참는’ 성격으로, ‘원래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기
분이 다운되는’ 성격으로 변형되었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무슨 짓을 할 것
같은 불안감’, ‘정신적으로 미친 짓을 함’은 자신이 망가졌으며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과 같았다. 한 참여자는 ‘망가뜨려진 자신이
아깝다’고 느꼈다. 그는 ‘끝났고’, ‘젊은 날은 파괴’ 되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 약게 살지 못했나. 말만 하고 지 살길 찾은 사람들
은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나는 미련하게. 어느 순간 그게 미치도록 속이 상
할 때가 있어요. (참여자 14)
제대로 잘 되고 잘 할 수 있는데 오래 전에 다 망가뜨려서. 내 자신이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생도 아깝지만 내가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못 펴게
된 게 한이 된다고 할까요. 건강한 몸이 있었고, 건강한 정신이 있었고, 건강
한 관계들이 온전했었다면 내가 생각한 목표는 달성하지 않았을까. (참여자
5)

외상 당시 신체가 얼마나 나약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인지를 체험한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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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후 신체의 통증으로 찾아오는 나약함에 반복적으로 직면해야 했다.
그럴 때 더 그러죠. 내가 이게 뭐냐.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신이 아니잖아요.
다 극복할 수가 없잖아.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워낙 통증이 심하니까 내
가 생을 마감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참여자 11)

(2) 고립
고립에는 버려진 자로서의 고독, 살아남기 위한 고독, 단절에 대한 극단적
공포의 체험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살아남는 과정에서 ‘고독’이라는 정서를
강하게 회상했다.
(독방에) 들어갔는데 요만한 창 바깥으로 보이는 하늘이 왜 그렇게 푸른지….
뭐 정말 아무도 없구나. 이 버려진 자의 느낌. 절대 고독? 화장실 문을 딱 닫
고 나면 천장에 10와트짜리 백열전등하나. 굉장히 어둡죠. 정말 나 혼자 밖에
없구나. (참여자 1)

어떤 참여자는 외상 이후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고독하게 만들 수밖에 없
었던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셰퍼드였어요. 완벽이란 말에 익숙해져 나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
에요. 오죽하면. 시간 여유를 가져 내 딸에게 “이리 오너라” 하고 반기니 딸
이 웽 하면서 울면서 도망쳤죠.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일에는 완벽주의로 변
해서 상사는 좋은 평가를 할는지 모르지만 전인적 측면에서는 빵점짜리 인생
낙제생, 매력 없는 결벽증 환자, 냉혈인이 되고 스스로 고독해집니다. (참여자
12)

고립된 경험은 극단의 고립에 대한 심리적 공포로 체험되기도 하였다. 참여
자들은 갇힌 곳, 막힌 곳, 밀폐된 곳에 대한 공포감, 죽을 것 같은 느낌, 미치
는 느낌을 체험하였다. 이것은 완전히 고립되고 단절당하는 극대한 공포에 관
한 상징적 체험이었다.
독방에 있는데 갑자기 벽이 막 좁혀져 오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죽을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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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어요. (참여자 13)
저는 좁은 공간에 가고 감옥에서 혼자 독방에 들어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더
라고요. 처음에 감옥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 게
정말 너무 싫어요. 지하철에서도 전에 한 번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지하철 기
다리는데 정말 저쪽에서부터 뭐가 막 밀려와요. 어떤 기운들이 그냥 밀고 와
요. 그 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참여자 19)

(3) 자기의 무너짐
신체와 정신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가해자에게 ‘굴복’
하게 하였고, ‘무력감’,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을 경험하게 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를 ‘스스로가 무너진’, ‘자신을 포기’한 경험으로 체험하였다. 외상 이전에 스
스로에게 가지고 있던 정체성과 의지는 무너졌다. 자신이 추구하던 ‘가치’와
‘의미’는 단절되었다.
제가 반항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 거의 다 인정하거나.
아니면 그 쪽(가해자)에서 ‘뭐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은 저도 기어가지
고 그런 식으로(그대로) 쓰는 식으로 했으니까. (참여자 20)

고문이라는 극단의 체험 속에서 참여자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을 깊이 느꼈다.
때리는 소리가 퍽퍽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능력한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사람이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맞고 있는
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앉아있는. 그러면서 걔네들이 그렇게(자백) 해
서 나온 결과물을 똑같이 쓰라고 강요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됐기 때문에.
나는 내가 당하는 것 보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참여자 14)

한 참여자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인간이었는지를 대면하게 되었고, 이를 ‘나
라는 사람을 버렸다’, ‘마음의 기둥이 부러졌다’고 표현하였다.
실질적으로 나 자신이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나 자신은 그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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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구나. 아주 나약하고. 나도 나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나 자신을 나조차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어려운 장면이 되면 나라는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죽음의 상황에 있지 않으면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겠지만, 죽음의
상황이 되면 그렇게 못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
을 가질 수 있느냐? 나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결국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
구나…. 나 자신의 마음의 기둥이 부러진 것 같습니다. 부러졌지만 다시 원점
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참여자 21)

고문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한 모멸감과 수치심 속에서 자신을 비난하
고 자신을 향해 분노하기도 하였다. ‘어그러짐에 대한 분노’, ‘비굴한 짐승같은
꼬라지’, ‘굴복했던 수치심’에는 굴복당한 모멸감에 대한 자기 비난이 담겨 있
었다.
당시에는 분노가 없었어요. 폭력 앞에 길이 들여지더라고. 그런데 교도소에서
는 분노가 나더라. 살려달라고 빌었던 수치감. 나에 대한 분노. 나를 짓밟았
던 걔네에 대한 분노. 수사 기관에서의 수치심은, 내 인격이 부서지는 것에
대한 분노인데, 이제 나를 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세수하려고 화장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욕이 나와요. 나에 대한 거부감. 폭력에 굴복하는 비굴함. 머
리나 가슴은 아니었지만 몸이 이기지 못했던. (참여자 22)

가족이나 동료와 같은 가까운 이가 자신 때문에 고통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강력한 고통이었다. 참여자들은 고문이 발생한 외부 조건에 귀인하
기보다는 자책을 했다. 그것은 죄책감으로 정체성을 뒤흔드는 체험이었다.
그게 아차! (…) 복도에선가 동생들 비명소리 들리는 거…. 하, 그러니까 괜히
나, 나 때문에. 아, 그런 거 생각을 못했거든, 상상을 못했어요. 굉-장히 괴로
웠다고. 그 비명소리를 듣고 음…. (침묵) 내 혼자만 죽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
게 됐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괴로워가지고. (…) 하여튼 고문 받을 때 아픈 거
같은 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때 그것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런 그 충격에, 나만, 떳떳하면 되겠지 해서 한 것이 오히려 나 때문에 피해
를 준거야. 죄도 없는. (참여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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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갔을 때 친구 어머니가 오셨을 때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보고,
차를 타고 가는데, 막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어
요…. 결국은 저로 인해서 그 친구가 같이 잡혀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때
문에 그렇게 됐는데 얼마나 나무라시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 그렇게 그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참여자 16)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여기 이런 데까지 데려왔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오랫동안 마음이 아팠죠. 그거 생각하면은. 그래서 나 같은 놈은
정말로 존재할 값어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참여
자 15)

(4) 존재 혼란
참여자들은 ‘어느 순간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공포’, ‘죽음’, ‘증발해버린’,
‘투명인간이 된’, ‘존재감이 없는’, ‘나 자신을 모르겠는’ 체험을 기술하였다. 세
계 속에 내 존재가 없다는 상실감이기도 하고, 혼란감이기도 했다.
사람이 증발한 것 같고. 투명인간 된 느낌. 제가 존재감이 하나도 없고. 그
전에는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있고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힘들어도 근거지이고 테두리였는데. 이제 세상 속에 제가 던져졌는데. (…) 제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듯한 느낌이 심해지는. 그 때는 일부러 자살하겠다는
생각은 없는데, 건물 높은 곳에 가면 제 자신도 모르게 제가 뛰어내릴 것 같
고. 날카로운 물건 보면 제가 막 자해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고. (참여자
3)

‘고통스러운 감정에 골똘히 빠져있다 보니 맥을 못 잡고 횡설수설함’, ‘얼빠진
상태’ 등 자신의 내면과 행동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체험도 이에 이어서
나타났다.
더 심해졌을 때에는 말을 하는데 제 스스로 맥을 못 잡는 거예요. 횡설수설한
다는 느낌. 어둡다, 슬프다 이런 감정에 골똘히 빠져있다 보니까 평소에 자주
다닌 길에도 어느 순간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내 한 복판에서 방향 감
각을 잃고. 갑자기 헷갈려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길이 굉장히 낯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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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버스를 탈 때 ○○번 탄다고 해놓고 분명히 ○○번이었는데 △△번 타고
간다던가. (…) 유인물을 뿌리러 나가는데 방향 감각을 잃어서 이쪽으로 간다
놓고는 방금 뿌린 자리에서 또 뿌린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서 잡혀서
구류살고 나온 적도 있고. (…) 자료를 받았는데 기차 윗 칸에 놓고 내린. 그
런 얼빠진 상태. 그런데 그 얼빠진 상태에서 벗어나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까 밖에 나가기도 싫고. (참여자 3)

나) 관계 단절
외상 이후, 자신의 경험을 말로 전할 수 없음의 체험은 관계 단절의 큰 원
인이 되었다.
대인 관계에서 제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그 모든 면에
서 제가 털어놓고 이야기를 안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이야기를 안 하
고. 뭣부터 어떤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있고. 이 이야기들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참여자 16)
친구들과 대화는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쉽
게 못하죠, 사실. 수치심 이런 것도 있고. (참여자 3)

인간에 대한 신념이 변형된 결과로 단절이 일어나기도 했다. ‘저것이 인간인
가 싶은’ 고문 가해자에 대한 기억, 가해자의 회유와 가해의 혼란은 사람에 대
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파괴된 관계 체험은 ‘사람들끼리 모두 적이 되어 내 존
재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과 같이 자기 체험을 변형시켰다. 또한 고문에서 비
롯된 감시, 배신, 불신의 경험은 이후에도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고 늘 의심하
고 확인하고 경계하는 습관으로 남았다. 지하철 정거장을 미리 내린다거나, 일
부러 골목길로 다닌다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자동차 번호를 확인하는 행동 습
관이 생겼고, 무관한 사람을 일단 의심부터 하는 습관으로 때로 ‘미친 사람 취
급’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경계심은 전반적인 대인을 향한 공포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 참여자는 사람들 앞에서 횡설수설하게 되고 자격지심이 생겨 사람을
피하게 되고, 몸이 뻣뻣해져 음식을 먹거나 마실 수조차 없었던 체험을 이야기
하였다.
한 참여자는 구속 당시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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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외로움과 슬픔의 감정이 재생되었다.
전경들이 끌고 내려오는데, 옆에 교련복을 입은 남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지나
가는데. 나는 구호도 외칠 줄을 모르고 양쪽 잡혀서 끌려가는데 옆에 남학생
들이 제 눈을 피하면서 겁에 질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외로운 거
예요. 오로지 그냥 외롭고 눈물이 저절로 나고…. (침묵. 눈물.) 나중에 생각
해봤을 때 외로움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구나. 철판을 얼굴로 때리는 듯한
외로움. 얼굴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 너무 외로워서.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는
데 저는 잡혀서 끌려가는데 눈을 피하면서 가니까. 그 얼굴이 마비되는 얼얼
한 느낌. (참여자 3)

다) 세상의 단절
어떤 참여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이웃의 냉대와 비난으로 거의 쫓겨나다
시피 했다. 주변 사람들의 ‘알레르기와 터부시’도 심했다. ‘빨갱이’, ‘범죄자’,
‘블랙리스트’의 정체성 때문에 생계가 막막했다. 참여자들은 세상 속에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살아야 했고 세상에 자신이 설 위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원조회에서 빨갱이란 이유로 불합격하여 마지막 남은 꿈마저 깨어져 버렸습
니다. 남산 마루턱에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내가 설 땅이 어딘가’ 하
고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어요. (참여자 12)
막 생활에서 의식을 하고 살았거든. 경계를 하고. 항상 빨갱이 탄로 날 까봐.
그게 이제 요새 세상은 확 터놓고 사는데 그 전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데를
가급적이면 안 갔어요. 하여튼 형제지간에도 그건 일체 얘기를 안 해. 형제지
간에도 정이 없고 다감한 맛이 없어요. 항상 할 얘기만 딱딱. 그게 생활이 되
다 보니까 자녀와 반려자와의 정이라던가 그게 남들이 가질 수 있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노력을 해도 잘 안돼요. (참여자 12)

여러 참여자들은 가해자가 더 잘 사는, ‘정의가 회복되지 않은’ 세상 체험에
서 소외감과 분노를 느꼈다.
그 당시 정치인들, 나를 괴롭힌 사람들의 소식들을 접하게 되니까 힘들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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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아요. 나를 고문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고, 그
사람들 소식이 원치 않게 들리니까 정말 그 때마다 화가 나. 내가 그 사람들을
언젠가는 죽이러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이해가지 않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멀쩡하게 아무
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것은 아니지 않나? (참여자 9)

라. 생애 과제: 정체성 되찾기
그럼에도 이들은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생애 과제를 시작하였다. 그것은 1)
외상 경험을 통제하고 극복하려는 시도, 2) 외상 경험을 망각하려는 시도, 3)
외상 경험 이후의 삶을 이어나가려는 시도로 범주화 되었다. 세 가지 범주 모
두에서 참여자들은 외상 이전의 정체성을 이어나가려는 자기 일관성의 의지를
끈질기게 드러냈다.
1) 외상 경험을 통제하고 극복하려는 시도
어떤 참여자들은 외상에 의해 큰 변형을 겪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들
중 대다수가 이 변형에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외상은 다시는 ‘일
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때문에 참여자들은 이 경험과 그 결과를 통제하
고 동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이 시도들은 가) 정체성과 신념을 통제하기,
나) 통제력 되찾기, 다) 외상의 매듭을 풀기로 범주화되었다.
가) 정체성과 신념 통제하기
그 중 한 가지는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을 지키려는 통제의 시도이다. 여기
서 ‘분노’의 주제가 중요했다. 특정 상황에서 분노가 폭발하는 체험들이 있었는
데, 이는 고문 당시 존재가 부인당한 경험과 유사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현재
시점 조금이라도 구속당하거나 고립되는 상황, 인정받지 못하거나 남들이 믿어
주지 않는 상황, 자신의 도덕 기준이나 가치가 위반되는 상황, 위계적 힘이 개
입되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폭발적으로 분노하였다.
내 아이가 매를 맞아서 왔는데 통제가 안 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길길이
뛰는 거야. 애가 말렸어요. (…)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분하고 떨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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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못해서. (…) 내가 학교를 쫓아가서 뒤집어 놓을걸 왜 그걸 못했나…. 같은
감정인거 같아요. 옆에서 내 동료가 맞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참여자 14)

고문 당시 사회운동가로서 소중히 여기던 도덕적 가치가 조롱당하고 폭력에
굴복당한 경험은 매우 깊은 치욕감을 야기했다. 고문에서 느꼈던 치욕감은 현
재 동료 관계 안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나타나기
도 하였다. 이것은 자기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에
대한 억울함이었다.
폭력적인 게 막 올라오는 게 그런 것이 아닌가. 나하고 어긋난 사람에 대한 미
움 같은 게 있거든요. 용서해버리면 되는데 오래 가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질서, 상식, 그런 것들을 깨는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권위에 자존
심에 도전한다고 느끼는 건지 싶고. (…) 억울해서 엉엉 운 적도 있어요. (참여
자 22)

어떤 참여자의 경우 ‘도덕 기준에 집착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인
것 같은’ 자기 안의 이분법을 토로하였다. 그는 ‘불의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개입해야 하게 됐다’고 하였다. 또 한 참여자는 겉으로는 ‘혁명적 지식인’이라
고 하면서도 혼자 고립되어 있었던 상황을 떠올렸으며, 당시에는 사치를 누리
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비참해야 했고 ‘가짜로 초라해야만 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몰두 속에서 참여자들은 굴욕감과 무가치감에서 벗어나고 고통의 의미
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나) 통제력 되찾기
또 어떤 참여자에게 고문 경험은 마치 한 순간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 대처
한 대가였다고 각인되어 있었다.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던 고문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통제권을 찾으려 분투했다. 여러 참여자들은 현재 일어나는 미세한
실수조차 용납할 수 없게 되었다. 끊임없이 ‘정돈하고’, ‘단속하고’, ‘확인하고’,
‘뭐든 제대로 해야 하고’, ‘통제’해야만 안전한 것이었다.
이 참여자에게는 외상이 발생한 ‘원인’을 찾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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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했다. 그의 외상 사건 기술에는 ‘때문에’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였다.
그 한 순간에 인생에 치명적인 운명이 결정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조
그만 거 하나라도 우습게 여겼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이 돼버린다는 교
훈을 배운 거죠. ‘내가 지금 이걸 안 하면 다 크게 불행해진다.’ 그걸 교훈으
로다가 아주 조그만 거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거 같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일
이 될 수가 있다 하고, 그걸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해놔야 다음 일
이 되지. 그걸 방치한다는 건 큰 불행을 방치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걸 확인을 안 하면 다음 일이 안 되죠. (참여자 5)

그러나 때로 이러한 통제와 극복의 시도는 참여자를 끊임없이 외상 속에 머
물게 하였다. 통제를 하면 할수록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더욱 부각되었고,
외상은 ‘통제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왜곡되어 회상되었다.
다) 외상의 매듭을 풀기
한 참여자는 자신이 겪은 고문피해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30년이 지난 현
재까지 계속 하고 있었다. 그는 폭력에 대항하고 폭력을 드러내는 일을 자신의
과업으로 여기고 이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선택하고 있었다. 그는 외상 당시
자신이 ‘비굴하게 행동’ 했고, ‘배신했다’고 뿌리 깊게 느끼고 있었고, 이것을
자신이 해결해야 할 임무로 여겼다.
난 거기서 도망가면 안 될 사람이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거를 외면을
할 수 없다.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면.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신이 없어요. 나
는 그 때 ○○를 대적할 마음을 먹고 살아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 있고.
(참여자 23)

반대로, 한 참여자는 외상 당시의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용기를 발휘하였고 이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지켜나가는데 중요
한 심지가 되었다. 그는 외상 이후 ‘비굴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되었고 이는
정체성 회복의 전환 기억이 되었다. 그러나 이 참여자와 위 참여자가 다른 부
분은 그가 고립되지 않은 상태인 점이었다. 이 참여자는 이후 타인과 강하게
연결된 정체성으로 정체성 확장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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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보고, 형제 셋이 묶여 법정에 서로 나가면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
자, 잉?”,

“좋아, 할거야.” 법정에서 마지막 결심을 하는 날에 법정에 딱 이

렇게 셋이 서서 판사가 딱 그냥 선고 때릴 적에 “민주주의 만세!”라고 불렀거
든. 민주주의 만세. 그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어요. 내가 쪼끔 한 가지만 좋
은 일을 했다면 그거 하나. 항상 서로의 신뢰, 용기를 내고 앞으로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확인되고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내 굴하지
않았어요. 비굴하지도 않고 떳떳하게.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참여자 17)

또 다른 참여자는 자신이 지키던 신념을 이어가기 위해 실제적인 실천을 다
짐했던 순간을 기억하였다. 그 역시도 고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웃의 구원
활동으로 지지를 받은 참여자였다.
그 굴복했던 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뭔가 구
원 운동을 한다든가 노동 운동을 한다던가 내가 아무것도 못해서 잡혔는데
그렇다면 나와서 다시 그만큼 좀 해야겠다. (참여자 4)

2) 외상 경험을 망각하려는 시도
수용될 수 없었던 외상 경험은 참여자들의 끈질긴 망각의 시도로 동화
(assimilation)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과거를 잊으려고 애를 쓰니까, 많이 묻혔어요. (참여자
3)
징역살이 일단 끝났고. 일단 풀렸다, 해방되었다, 그것이 제일 저한테 많이 위
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족들도 우선 나왔기 때문에 됐다, 나와서 다
행이다,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주위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면
이나 모든 면에서의 도움으로 어떻게,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학교
에 들어오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다, 응. 그 동안에 또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싫으니까. 싫은 내용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참여자 16)

어떤 참여자는 이것이 자신의 체험과 기억이 ‘하나의 개인사로 통합되지 못
하고 분리되고 조각나버린’이라고 표현하였다. 개인사의 일부가 ‘별개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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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적인 부분’으로 느껴지는 체험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망각의 시도에도 불
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기억의 파편들이 이들을 괴롭혔던 것으로 보였다.
그냥 천성적으로 그런가 보다, 신경이 예민하고 워낙 성질이 급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 (…)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치료를 받
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안 해봤어요. 그거랑 연관시켜서 내가 아프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나는 내 성격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참여자 14)

참여자들은 면담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원을 알 수 없었던 기억의 파편
들의 기원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저는 지금도 커튼 치고 이런 거 싫어해요. 바깥이 안 보이는 세상이 싫어요.
불 다 켜놓고 베란다 문 다 열어놓고. 해가 안 보이는 게 싫고. 어두우면 안
좋아요. 어두우면 잠이 안 와요. 밝아야 편안하고 지금도 늘 TV를 틀어놓고
자고. 혼자 있는 거 싫어하고.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 너무 싫어요. 바깥이 안
보이는 닫힌 세상. 인식은 못하는데. 그렇네요, 맞아, 꼭 깜빵 같애, 이런 생
각이 들어요. 맞아, 깜빵이었어. (참여자 14)

한 참여자는 그 동안 이해하지 못한 채 묻혀 두었던 외상 당시의 체험을 면
담자와의 대화 속에서 이해해보고 끼워 맞추고자 하였다. 그것은 그 동안 기이
한 경험으로 참여자에게 체험되었다. 참여자는 또한 이와 관련하여 면담자와의
대화에서 기이한 체험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 싶어했다.
어떤 일인가 하면요. 그, 객관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
는. 거기 보고 있는 자기가 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딱 일어나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서 일어나면 괜찮았을 텐데. 왜 이런 이상한 그런, 그냥 피곤해서
그러는지 둔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자신이 보고 있어요. (…) 그거
를 뭐 자기 몸과 관련되면서 그런 거를 갖다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침묵) 뭡니까 이거? 이거 뭐. (허탈한 웃음.)
그 영문을 모르겠어요. (참여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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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상 경험 이후의 삶 이어나가기
외상 경험 이후의 삶은 참여자들에게 도전이었다. 참여자들은 이해와 수용
을 바탕으로 삶을 이어나갔다. 외상 경험 이후의 삶 이어나가기 범주는 가) 외
상을 이해하려는 시도, 나) 연결 속의 정체성 수용, 다) 자기의 재연결로 구분
되었다.
가) 외상을 이해하려는 시도
외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1) 외상 경험과 그에 대한 자기 생각과 감정을
정리함, (2) 외상의 사회적 맥락과 배경을 앎으로 구성되었다.
(1) 외상 경험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함
참여자들은 시와 소설 등 글 쓰기, 기도, 연설처럼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경
험과 감정 체험을 이해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해되지 않고 말로 하기 어려운
체험을 언어로 전환하는 경험은 이해의 전환점이 되었다. 한 참여자는 이것을
‘나를 돌아보는 기도’라고 표현하였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생각이 문득 날 때마다 그것을 글로 표현하려고 구상도
하고 써보고 합니다. 시가 완성이 될 때마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고 그러
면서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감옥에서 있었던 일, 검사에 관
한 생각들, 지하 감옥방에 관한 것, 고문자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지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소리에 민감해지거나 불안해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사라지더라고요. 지금도 시를 쓰는 것이 저는 좋고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3)

참여자들 중에는 과거의 경험이 과거 시제로 뚜렷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이 정리에 대해서 현재 시제로 현재의 생각과 의미를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었
다. 외상 경험에 대한 이해가 완료된 내레이션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렇듯 완료된 내레이션 차원과는 반대로, 이에 비해서 과거 외상
경험이 면담 시에도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차원도 있었다. 면담 당시 과거는
시간 맥락 상에 정리되어 있지 못하였고, 뒤죽박죽 전개되거나, 때로는 마치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현재 시제로 기술되었고, 이러한 경우 참여자는 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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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기술하면서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어하기도 하였다. 또 어떤 참여자는 과
거의 경험을 기술하기는 하지만, 참여자의 기술이 과거의 기억인지 현재의 생
각인지 면담자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 혹은 과거 기억에 대해서 현
재 평가나 의미를 부여할 때, 면담자가 연결 짓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2) 외상의 사회적 맥락과 배경을 앎
고문이 발생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우선 폭력
에 대한 자각은 고문 이후 살해된 정체성의 회생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 참여
자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였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괴롭히는 기술자고, 프로고, 나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방
책도 못 가지고 있는 아무런 무장도 안 한, 그 아무 것도 모르는 학생에 불과
하고. 그런 사람하고 싸웠을 때 줄다리기 했을 때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내
가 이기지 못했다고 내가 한탄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 사람들
은 지는 시합은 안 하잖아요. 이기는 거 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졌다고 나한
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내가 나쁜 놈이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라
는 마음을 내가 지울 때까지 7, 8년 걸렸어요. (참여자 15)

아버지의 정체성 때문에 집단 학살을 목격했던 한 참여자는 아버지가 처했
던 상황에 대해 공부를 했고, 자기 경험의 맥락을 이해하게 되었다. ‘원망감’이
씻겨졌다.
그런데 돈이 없어 공부 못하니까 참 아버지 속으로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현대사 공부를 죽 하다보니까 그 시대 곧 깬 양반들이 (갔던 길이) 그게
국가를 위한 애국의 길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참여자 12)

나) 연결 속의 정체성 수용
연결 속의 정체성 수용에는 (1) 타인에게 드러내기와 지지받음, (2) 같은 경
험을 나눈 사람들 사이의 동질성과 연민, (3) 종교적 수용, (4) 외상에 대한 사
회적 정의 회복 개념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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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에게 드러내기와 지지받음
정체성 수용에서 중요한 기반은 관계에서 얻은 지지에 있었다. 참여자들은
고통 체험을 드러내었고 타인에게 이를 인정받은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어떤
참여자는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면담자에게 하면서 자신의
감정체험을 두려워하거나 면담자를 경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고 싶은 마음’과 ‘속 시원한 심정’을 이야기하였다.
한 참여자는 가혹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서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다짐했
던 기억을, 또한 훗날 드디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즉, 단
지 언어로 자신을 기술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이
를 전달하고 인정받은 결과가 중요했다.
내가 다짐을 했어요. 반드시 살아 나가서 여기서 있었던 일을 세상 사람들에
게 알려야겠다고요. 그리고 그 친구도 죽으면서 나에게 그런 당부를 했고요.
그러게 내가 말로 풀어내고 글도 쓰고 그러면서 증상이 나아졌던 거예요. 숨
도 가쁘지 않고 머리도 안 아파지고 악몽도 줄고. 약을 그러면서 먹지 않게
되었죠. 내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책으로 써서 내고, 그것에 대해서 여
기 저기 강연을 다니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게 나에게는 많은 도
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치유 효과 같은 거요. (참여자 24)

많은 참여자들은 실제 주변 인간관계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였다. 가족, 친
구, 동료, 주변 이웃의 변함없는 신뢰와 지원은 회복의 원천이 되었다. 또한 자
신의 석방을 추진하는 구원운동을 해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회복의 가장 강
한 자원 중 하나가 되었다.
외국에서도 구명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이 다 내 귀에 들어오니까, 아이
고 내가 정말로 바보처럼 주저앉아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그 사람들
위해서라도 내가 좀 떳떳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은 항상 있었거든
요. (참여자 4)
걔네(학생)들이 위로를 많이 해줬죠.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고 인정해준 것. 남
에게 인정받는 게 참 중요하더구먼. 그러니 대화가 참 중요한 거 같아. (참여
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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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경험을 나눈 사람들 사이의 동질성과 연민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지지는 외상 당시부터 강인한 수용과
연결의 느낌을 부여하였다.
서로 동질성을 갖게 되니까, 내 편이다. 똑같이 고생길을. 하니까 자식새
끼한테도 못했던 이야기를 그 때 다 이야기 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 부모가) 한 구덩이에서 같이 돌아가셨죠. 그러니 우리는 형제
아닙니까. (참여자 12)
첩보활동 하던 사람이 친구 없이 외롭다가 애인이 생기면 위로가 될 거
에요. (그것처럼)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재미있는 이야기. 자기
고향에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럼 아 우리 고장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
이러면서 약간 햇볕이 들어오는 이런 시기. 이렇게 친해지니까 우정의
깊이가 폭은 안 넓어도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사이가 된 거지. 그게 나
스스로 위로하는 공간이 되고. (참여자 6)
사실 그 때 우리가 모임을 자주하고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모으자
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니까 살았지. 나 하나 죽는 걸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신앙적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 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또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혼자는 죽을 수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 그런
것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지 끝까지 싸워야지. 그래서 우리 모여서 참
울기도 많이 했어요. (참여자 10)

(3) 종교적 수용
신앙을 통해 수용받은 체험 또한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절대적인 존재와의 연결은 물론, 성직자가 전하는 신뢰는 강력
한 수용의 원천이 되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는 존재가 계시다. 그분은 절대자이고. 나 개
인을 찍어서 정말 퍼스널하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내가 그전
처럼 그렇게 고독하고 불안하고 그런 실존일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초인
처럼 혼자 모든 걸 다 견뎌내야 할 필요도 없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나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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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가 아니니까. (참여자 1)
(신부님이) 설교하시길, 젊은 학생이 무슨 죄가 있다고 사형선고까지 받았는지
는 모르지만은 이천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아무 죄도 없으면서 그
당시의 국가보안법에 걸려가지고 똑같이 사형선고 받아가지고 사형집행 되었
다, 그니까 이천 년 전에 그런 분이 죄 없이 그렇게 국가보안법으로 돌아가셨
다는 거 알고 마음을 가다듬고, 인제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라고 하시더라구요.
(참여자 15)
가만 보면 (신부님은) 내 사건의 내용도 몰라. 그래도 그냥 억울하다, 믿어주시
니까 그게 용기가 되고. 믿어준다는 게 다 배려 아니여. (참여자 7)

(4) 외상에 대한 사회적 정의 회복
고문은 대개는 사회적 환경적 맥락 속에서 발생했다.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한 사회적 응답은 자기 정체성의 결백을 증명하는 강한 지지가 되었다. 자신
이 입은 고문 피해와 정체성의 왜곡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정체성 전환을
위한 한 가지 요소가 되었다.
이제 무죄 받았죠. 30년 만에.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면 기쁨도 있었고, 희열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당하고 살아온 게 새로
운 희망이지 좌절은 아니예요. (참여자 10)
절 고문했던 사람에게 예전에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
더니 그 사람이 "역사도 인간이 쓰는 거야. 너희는 인간이 아니야" 라고 하더
라고요. (…) 청문회에서 (…) 제가 다시 그 사람에게 "이래도 역사가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했죠. 다들 쳐다보는데 (그 사람은) 얼굴이 하얗
게 되서는 아무 말도 못했죠. (참여자 24)

다) 자기의 재연결
참여자들은 인생사 속에서 일관되게 지켜낸 자기의 가치와 신념을 찾아냈
다. 성장기부터 지녀왔던 신념과 자기상이 비록 외상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외
상 자체도 자기 신념과 자기상의 추구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고, 외상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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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체성을 지키려고 분투하는 인생사가 연결되었다.
(면담자: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일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공간에서 우리 소명이거든요. 내일 위험이 오
더라도 이건 해야 하는 것. 이 방카를 지키는데 내가 역부족이라고 해서 항복
하고 나갈 수 없잖아요. 소명을 지켜야죠. (참여자 6)

외상은 ‘모든 것을 깨뜨렸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쌓기로 하였다. 이것은 마치 ‘나’와 ‘나’의 화해와도 같았다.
어려서 생각했던 모든 게 다 여기서 깨지는 것 같은데 내 스스로를 위해서 지
금까지 가졌던 건 다 버리고 던져버리고. 모든 것은 내가 여기 실존하는 것에
서부터라는 것을 쌓아 나가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참여자 1)

참여자들은 재연결을 ‘몸과 옷은 바뀌었지만 머리는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고 느낌’, 혹은 ‘내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달
려왔다’, ‘나는 심지가 굳은 편이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죽 밀고 나가는 편이
다. 지금도 그렇다.’, ‘나는 내가 가치 있고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연
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소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기술하였다.
마. 정체성 확장
참여자들은 외상과 관련된 정체성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자신의 경험을 이
해하고, 관계 속에서 경험을 수용받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외상 경험을 받아
들인 방식만큼의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에는
외상이 반영되었지만, ‘애도’, ‘감사’, ‘보답’, ‘연결’, ‘따뜻함’, ‘사랑’과 같은 주
제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외상과 관련이 없거나 외상을 넘어선 다양한 정체성
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의 정체성은 외상을 거쳐 지나가 확장되었다.
하나의 범주는 1) 타인과 연결된 정체성이었고, 또 다른 범주는 2) 새로운
정체성에 따른 삶 실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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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과 연결된 정체성
어떤 참여자들에게는 타인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위로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이를 타인과 연결된 정체성으로 명
명하였다. 시민으로서, 이웃으로서, 그리고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은 적극적으로 연결을 시도하였다.
나는 그 사람들한테 복수해야 되겠다. (…) 근데 복수란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맞은 것처럼 때리는 것이 복수가 아니고, 정말로 그 이전의 나보다, 다시 소생
한 사람으로서 더 훌륭한 내가 돼야 되겠다. 정말로 남들을 위하여 훌륭한 일
을 하고, 남을 또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그리고 좀 복이 있고 깊은 인간이, 속
이 깊은 인간이 좀 되는 것이,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 사람들
에 대한 복수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괜히 ○○(참여자 이름)을 감옥
에 집어넣더니, 그래가지고 사형수를 만들었더니, 고놈이 더 좋은, 더 좋은 훌
륭한 인간이 되었다고 느끼도록,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
속으로 다짐했어요. (참여자 15)
이미 몇 번을 죽을 뻔 했잖아요. 지금 이 삶은 덤이고 보너스에요. 그런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움켜쥐고 그럴 생각 별로 없어요. 부모님이 또 예수
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냥 주셨잖아요. 그러니 나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가 되면 누군가가 사랑해주겠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참여자 1)
그전에는 무관심했지요. 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를 못했지.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살고 보니 아니야. (…) 당하고 보니까 사회에 이런 면이 있다
는 걸 알고, 정말 억울하게 당하고. 나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인 것 아니에
요. 누가 치워주겠어. (…)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나도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
는가. 관심 있게 사람들이 해주면 나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보답이지. (참여자
7)

2) 새로운 정체성에 따른 삶 실천
참여자들은 이렇게 새로 확장한 정체성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
갔다. 조직적 폭력으로 중요한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상실한 경험이 있는 참여
자가 있었다. 동료들은 모두 죽었는데 자신만이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그
- 69 -

는 혼자 살아남은 죄책감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자신을 ‘제사 지내는 사람’,
‘애도자’라고 말하였다. 실제로 그의 직업은 제사를 지내고 추모를 하는 일이
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모두 죽은 사람 제사 지내는 건데, 죽은 사람의 인격이 자
꾸 보여 이렇게. 그 사람들을 내가 보면 자꾸 그 죽음이 이래 커지는 것 같아
내 속에서. 그 위대함이. 인간의 위대함이 부풀려지는 것 같은데. 우리 이 땅
에 사는 집단을 위해서 어떻게 가장 선하고 옳게 살 것인가를 천착하고 고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정성을 안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모를 하는 겁니다. (참여자 6)

이웃의 구원 활동에 지지를 얻었던 한 참여자는 출소 이후 구원 운동을 하
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현재 생산직에서 일하면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 사람
을 위해 법률 정보를 알려주는 일을 한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을 ‘특별한 노동
자’라고 말했다.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 하고 뚜렷하게 살고 있는’ 노동자이기
도 하고, ‘예술을 좋아하는 노동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옥살이도 하고 나왔는데 나오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선 구
속 되어 있는 사람들 위해서 많이 운동을 했어요. 가족하고도 만나고. 그런 일
을 많이, 저 몇 년 동안 계속 했었어요. (내가 그 동안) 열심히 해왔던가 라는
마음먹고 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뭔가 흔들리거나 막 약해지거나 그런 것이
없었던 거 같아요. 이렇게 뚜렷하게 살아야 된다는. (참여자 4)

단절의 정체성이 회복되어 다시 세상과 연결된 이후에는, 또 다른 연결을
시도하는 상처입은 치유자로서의 정체성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
을 실천하였다. ‘자신을 배제하던 세상’은 이제 ‘사랑으로 돌아가는’, ‘재미있
는’, ‘내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도 한다.
집단 학살로 아버지를 잃었던 한 참여자는 다른 유가족에게 정보와 복지를
제공하는 일을 도맡고 있었다.
미리 제가 전화를 걸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 어떻게 살아
오셨냐, 그걸 연필로 일기 쓰듯 대충만 적어가지고 오십시오.” 나로선 또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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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이야기지만 자식들에게도 입 다물고 살아온 사건인지라, 맘껏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동감의 표현을 하면 나중에 맘이 후련할 것 같은 생각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하고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가 바로 의사가 아닌
지 지금 와서 생각해 봅니다. (참여자 12)

이론 통합: 외상후 정체성 단절과 통합 과정
이론 통합(theoretical integration; Corbin & Strauss, 2008) 결과 핵심범
주는 외상후 정체성 단절과 통합 과정으로 기술하였다. 참여자들은 고문과 조
직적 폭력의 생존자들로서 자기, 관계, 세상 속 다중 다겹의 단절에서 정체성
재연결과 확장으로 나아갔다. 정체성 통합 과정의 하위개념에는 일관성 동기와
합치성과 수용의 동기가 발견되었다. 그림 3에 이론을 도형화하였다.

그림 3.고문을 경험한 사람들의
외상 후 정체성 단절과 통합 과정에 관한 모형

정체성 단절에서 통합 과정까지 참여자의 내레이션은 외상 이전 성장기로
거슬러 올라, 정체성 뿌리 찾기에서 시작하였다. 정체성 뿌리 찾기는 성장기의
환경 문화적 조건과 시대 조건에 대한 기술, 그리고 신념의 뿌리가 발견되는
일상 기억과 양육자와의 관계 기억, 그리고 성장기 때 발생한 외상 경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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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레이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체성 뿌리는 시대적 조건과 맞물려 참여
자들에게 외상이 발생한 이유로 이해되었다. 참여자들은 성장기 환경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기의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개인 정체성 맥락과 그 대가
로서의 예상된 외상, 그리고 시대 조건에서 발생한 급작스러운 외상 발생을 체
험하였다.
외상은 그 자체로 정체성을 파괴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신
체폭력과 죽음체험, 심리적 위협과 감시, 인간성 박탈, 인간성에 대한 회의, 가
해의 목적으로서 정체성 조작에 대해 증언하였다. 이러한 외상의 결과 외상후
정체성은 변화에 직면하였다. 변화의 핵심은 ‘단절’로 개념화되었다. 단절의 차
원에는 자기의 단절, 관계의 단절, 세상의 단절이 있었다. 자기의 단절에는 파
괴된 자기, 고립, 자기의 무너짐, 존재혼란이 있었다. 관계의 단절에는 외상을
말할 수 없음, 인간성에 대한 회의와 혼란, 관계에 대한 불신과 공포, 외로움이
발견되었다. 세상과의 단절에는 세상의 냉대와 배타, 그리고 정의가 회복되지
않음이 포함되었다.
단절 속에서 참여자들은 정체성을 되찾으려는 생애 과제를 시작하였다. 그것
은 크게는 자기 일관성의 동기와 합치성 및 수용의 동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
으로 보였다. 참여자들은 자기 일관성의 동기로 외상 경험을 극복하고 통제하
려는 시도를 하였고, 외상 경험을 망각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외상 경
험의 통제와 극복의 시도에는 정체성과 신념 지키기, 통제력 되찾기, 그리고
외상의 매듭을 풀기가 있었다. 외상 경험 망각의 시도에서는 과거를 잊으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내레이션 속에서 망각했던 기억의 파편을 연결 지으려는 시
도들 또한 발견되었다.
외상 이후 삶을 이어나가려는 시도 역시 정체성 되찾기에 포함되었다. 자기
일관성 동기에 따라 참여자들은 외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시도는
과거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한 차원과 정리하지 못한 차원으로 나
뉘었다. 즉, 외상 기억을 정리하였거나 하지 못한 차원이 나타났다. 또한 외상
의 사회적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주요한 속성으로 발견되었다. 삶을 이
어나가려는 시도는 합치성 및 수용의 동기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였다. 참여자
들은 연결 속에서 외상 이후 변형된 정체성을 수용하게 된 경험을 말하였다.
여기에는 타인에게 드러내기와 지지받음,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간의 동질성
과 연민 체험, 종교적 수용, 외상에 대한 사회적 정의 회복이 포함되었다.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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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결과, 참여자들은 자기와의 재연결을 달성하였다. 신념과 자기상이 하나
로 연결되었고, 참여자들은 이 연결을 지키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분투하였다.
외상후 정체성 통합 과정은 정체성 확장으로 귀결되었다. 여기에는 타인과
연결된 정체성과 새로운 정체성에 따른 삶 실천의 범주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타인의 아픔을 위로하고 존중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었고, 시민의
식이 증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에 따라 직업 활동을 하거나, ‘상처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발견되었다.

정체성 유형 구분에 관한 가설 모형의 검토
본 연구에서 가정한 정체성 유형 구분 가설에 따라 참여자들의 사례를 탐
색적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우선 면담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억이 기술되는
양상과, 면담자의 인상, 그리고 MINI PLUS의 진단적 면담을 통하여 구분하여
보았다.
첫 번째 유형에는 참여자 11, 12, 23이 특징적이었다. 가설 모형에서 해리
유형에 해당했다. 이들의 내레이션은 매우 강한 정서를 동반하거나, 강렬한 심
상이 침투하여 내레이션 이탈을 초래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내레이션은 시간
순서로 일관되게 기술되지 못하고, 기억의 시공간 맥락이 뒤죽박죽이었다. 면
담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참여자가 기억에 대한 해석을 덧붙일 때 면담자가 이
해하기 어렵거나, 참여자와 면담자가 대화를 바탕으로 의미를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면담자에게 내레이션은 과거와 현재가 혼동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진단적 면담 결과, PTSD, 우울장애, 물질사용장애가 제안되었다.
둘째 유형은 가설 모형에서 과잉조절 유형으로 참여자 2, 5, 22가 특징적이
었다. ‘정체성과 신념 지키기’와 ‘통제력 되찾기’의 범주화를 구성하였다. 기억
을 기술할 때 강렬한 정서 반응이 동반되었고, 특히 분노, 죄책감, 자기비난 및
수치심 경험이 빈번했다. 과거의 기억이 구체적으로 기술되기 보다는, 현재의
평가가 내레이션의 주를 이루었다. 과거에 했던 생각과 현재하는 생각이 혼동
되는 경우가 있는 등 시간적 맥락이 모호한 경우가 있었고, 대체로 인과적 해
석이 두드러졌다. 면담자에게는 현재의 해석이 과거 기억을 압도하는 인상을
주었다. 진단적으로 우울장애가 시사되었으며, 분노 조절 문제와 강박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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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으로 진단되었다.
셋째 유형은 범주화 중 ‘외상 기억의 망각 시도’로 범주화된 사례들로, 참여
자 3, 14, 16이 특징적이었고, 가설 모형 중에서는 외상억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내레이션을 통해 과거 기억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덧붙이기
어려워 하였고, 면담자와 상호작용 하는 와중에 해석과 평가를 찾아가려는 시
도가 발견되었다. 면담자에게는 내레이션이 마치 과거가 정리되지 않은 현재처
럼 체험되었다. 진단적 면담 결과로 불안 장애, 해리 장애, 공황 장애, 우울 장
애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상 이후 삶 이어나가기’에서 ‘자기의 재연결’로 범주화된 사
례 1, 4, 15, 17이 특징적으로, 가설 모형 중 통합 유형에 해당하였다. 이들은
과거 기억에 대한 기술과 이에 대한 현재의 해석이 명료히 구분되어 시간적
맥락이 분명했으며, 하나의 일관된 주제 흐름이 내레이션 속에서 발견되었다.
일관된 내레이션은 정체성 뿌리찾기 범주에서부터 연결되었다. 내레이션은 면
담자에게 마치 과거를 통해 현재에 도착한 느낌을 주었다. 정신과적 진단은 발
견되지 않았다.

논 의
Summerfield(1995)가 말했듯이, 참여자들의 내레이션을 통하여 고문은 개
인의 인격과 정체성을 파괴하고 인간성과 관계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키는 행
위라는

점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급격한

자기의

상징적

죽음

(Janoff-Bulman, 1992) 속에서도 삶을 다시 이어나가려고 하였고, 내레이션을
구축하면서 그 안에 정체성의 회생을 위한 끝없는 시도와 분투를 증언하였다.
이들의 고문 경험과 회복 과정은 면담하는 순간에도 생생히 살아있는 상태였
으며, 현재의 내러티브는 생생한 정서적 체험과 더불어 고문이라는 가혹한 폭
력 속에서 생존하고자 했던 내면의 의지로 기술되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상황
을 이해하고 통제해보고자 애쓰고, 삶과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며, 정체성을 회
복하기 위해 투쟁하는 이야기였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에 의지하며
(Frankl, 1969), 외상 속에서도 자기 가치를 재구축해가는 역동적인 유기체
(Joseph & Linely, 2005)임이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의 정체성 통합 과정사를 통하여, 정체성의 뿌리를 찾고 그것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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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동기가 작동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은 Conway, Singer 등
(2004)이 명명한 자기-일관성의 동기로서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지키기 위하여 통제와 극복에서부터 망각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일관된 정체성 되찾기의 범주는 기존 연
구에서도 외상후 성장의 주요인과 관련하여 논의된 바가 있다. 일관된 느낌
(sense of coherence)은 상황을 예측 가능하다고 여기는 역량, 상황을 스스로
다룰만하다고 느끼는 역량, 일생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역량으로 구성되는 성
격 특질로서 개인이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Tedeschi, Park, & Calhoun, 1998). 분투 역시 외상후 성장과 관련된 유의
미한 변인으로서, 분투는 개인 인생 역할에 대한 전념, 인생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느낌,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전을 지향하는 성향으로 특징지어지며
(Tedeschi et al., 1998), 극복의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Freidman, 1991). 외상의 결과가 만약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시도의 결과라고 학자들은 강조하였다(Calhoun &
Tedeschi, 1998; O’Leary & Ickovics, 1995).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고립된 상태에서는 적극적인 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상징적 죽음이란 곧 ‘단절’로 범주화되었다. 따라서 정체성의
재통합을 위해서는 자기-일관성의 동기만으로는 부족하였다. 어떤 참여자들에
게 이것은 오히려 끊임없는 외상의 재현 속에 머물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도 하였다. 자기-일관성의 시도가 의미있는 정체성의 통합으로 완결되기 위해
서는 첫 번째, 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와, 두 번째, 가장 주요하게, 타인과
연결 속에서 자신의 변형된 삶과 정체성을 수용 받는 계기가 필요했다. 외상의
이해 역시 타인과 나눌 때 보다 의미있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타인이
라는 존재를 통한 경험의 수용 없이는 자기-일관성 동기란 외상 정보의 통합
을 오히려 저해하고 고통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여자에게
이해와 수용의 계기가 주어졌을 때 고통의 악순환은 멈추었고, 참여자들은 외
상을 뚫고 지나가 타인과 보다 강하게 연결된 새로운 정체성 확장과 이에 일
치하는 정체성을 실천하는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자기의 재
연결과 정체성 확장이라고 명명하였다.
McCann과 Pearlman(1990)은 외상후 자기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다음을 제안하였다. 자기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참조틀,
- 75 -

안전감, 타인과 세상을 향한 신뢰와 의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정, 스
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독립성,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타인
과 연결되는 친밀함. 본 연구는 이 안에서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틀과 타인과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요인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참여자
들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연결 속에서 통제감을 재획득한다는
점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천하고 나눔
으로써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것은 다시 자기 삶을 의미있게 만들
어주었다.
정체성 재연결과 확장은 Joseph과 Linley(2008)의 역경 후 성장에 관한 유
기체적 가치 이론(organismic valuing theory of growth through adversity)
중 도식 조절(accommodation)에 따른 긍정적 변화에 속한다. 이들은 외상 경
험의 처리 결과에 따라 동화(assimilation), 부정적 방향의 조절(negative
accommodation), 긍정적 방향의 조절(positive accommodation)로 경로를 구
분하였다. 긍정적 조절은 역경 후 성장을 뒷받침한다. Joseph과 Linely의 개념
에 대입하면, 본 연구에서 일관성 동기의 하위개념은 Joseph과 Linely의 동화
(assimilation),

합치성

및

수용의

동기는

Joseph과

Linely의

조절

(accommodation)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이 일관성 동기와 합치성
및 수용의 동기에 따라 외상 경험을 통합해 나간 과정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일관성 동기에 편중하여 통제 및 극복의 시도와 망각의 시도라는
경로로 진행되는 동화(assimilation)의 시도를, 그리고 합치성 및 수용의 동기
에

따라

자기의

무너짐으로

개념화되는

부정적

조절(negative

accommodation)의 사례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부정적 조절의 사례에서도 통
제 및 극복의 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oseph과 Linely의 부정적 조절
은 그 경로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동화(assimilation)의 시도로 이어진다는 점
이 본 연구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이러한 조절(accommodation)과 동화
(assimilation)의 과정 속에서, 합치성 및 수용의 동기가 관계 속에서 작동할
때, 그리고 일관성 동기가 외상의 이해 속에서 작동할 때 자기의 재연결과 정
체성 확장, 즉 Joseph과 Linely의 긍정적 조절(positive accommodation)의 경
로로 귀결됨이 나타났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이론은 역경 후 성장이라
는 유기체적 가치 이론과 일치하였고 이 경로를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참여자들은 또한 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내레이션을 완성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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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은 외상을 드러내고, 이해하고, 수용 받는, 즉 자기 재연결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신뢰로운 사람과의 내러티브 형성 과정 그 자체는 참여자들에게 정체
성을 회복해 나가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Calhoun과
Tedeschi(1998)는 외상 전과 후에 생이 어떠했는가에 관한 내러티브는 자기
를 드러내는 주요한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자기에 관한 다양한 측면에 주목
하게 되면서 정체성이 정교해지며, 이는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게 한다고 하였다. 이는 중요한 치료적 함의를 전달
한다. 외상을 경험하고 완전한 단절을 체험한 사람과의 치료 작업에서, 정체성
의 왜곡을 통합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초에는 ‘말할 수 없음’에서 ‘말하고 드
러내었음’의 계기가 요구된다. 고문 피해자의 심리치료는 생존자를 자기 인생
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힘 있는 회복의 주체로 보고, 동등한 동료이자 신뢰로
운 안내자로서 이들이 외상 기억과 삶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의미있
고 일관된 이야기로 재구성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된다.
한편, 사회문화적 환경이 범주의 중요한 속성을 구성한다는 점이 나타났다.
자신의 경험을 사회 안에서 ‘말하고 드러내었음’과 ‘인정받았음’은 이들의 정체
성 통합 과정에서 중요했다. 자신의 경험이 진실로 인정받고 사회의 정의가 지
켜졌다는 느낌은 신뢰로운 세상에 대한 기본 가정(Janoff-Bulman, 1992)과 관
계속의 정체성(Herman, 1997)을 재확립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심리치료 장면에서도 이러한 맥락을 포괄하는 구조주의적 접근이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정체성 유형 구분에 대한 가
설 모형에 따라 유형을 탐색적으로 구분했을 때, 일부 참여자들이 네 가지 중
하나의 유형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이러한 구분은 근거이론방법을 통한 일부
범주 구분과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시도는 방법론상 불완전하지만, 가
설 모형에 따른 유형화 가능성을 탐색하고 연구 2와 3의 경험 연구를 촉진하
는 목적에서 기술하였다. 연구 2와 3에서는 양적 방법으로 정체성 유형 구분
에 대한 가설 검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질적 연구에서 결과의 타당도를
재검토하는 절차는 많을수록 좋을 것인데, 본 연구는 참여자가 직접 개념화를
검토하는 구성원 확인(member check; Sandelowski, 1993)을 거치지 않았다.
특히 참여자가 주체가 되는 내레이션의 구축이 본 연구의 주요 주제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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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를 통해 재검토 받지 못한 것은 한계점으로 보인다.
또한, 시대적 조건 속의 고문이라는 독특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정체성 통합 과정이라는 핵심 범주가 다른 유형의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을지 재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른 외상의 경험자
들, 특히 정체성의 뿌리를 찾기 어려운 발달 외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실증
자료를 수집하여 본 모형이 적합한지 모형의 보편성 확증(confirmability;
Lincoln & Guba, 1985)과 전이가능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의 회상을 기초로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이 한계가 될 수 있다. 정체
성은 기억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자기-일관성의 동기는 기억의 왜곡을 초래
하기도 한다는 점(Conway, Singer, et al., 2004)에서, 기억의 합치성을 검토
할 수 없다는 점은 이론 통합에서 한계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과거 외
상 경험 및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차원에 속한 참여자들의 경
우, 기억의 왜곡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면담자와의 소통에 한계가 있어 상
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체성은 곧 개인이 스스로 구축한 자서전 기억과 같
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억의 합치성 문제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참여자가 구성
하는 그대로가 곧 그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Uematsu(1996)는 이와 관련하
여, 참여자가 기억하는 것과 의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억의 정확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추후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정체성 통합 과정의 모형을 확증한
다면, 외상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이해하고 보다 효과적인 도움 방안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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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심리적 고통은 정체
성 변화와 그것을 통합해나가려는 분투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정체성의
급격한 변화는 그 자체로 고통스럽고, 심리적 외상의 부정적 결과를 가중시킨
다(예, Brewin, 2011; Moser et al., 2007). 따라서 심리치료에서 정체성 문
제는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외상후 정체성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방
안 마련이 중요한 바, 외상후 정체성 변화를 측정하는 특수하면서도 포괄적인
평가 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포괄적인 성격적 변형을 측정하는 기존 도구로는 구
조화된

면담도구로서

극단적

스트레스장애의

구조화된

면담(Structured

Interview for Disorders of Extreme Stress: 이하 SIDES; Pelcovitz et al.,
1997)과 다차원적 외상 회복 및 탄력성 인터뷰(MTRR-I; Harvey et al.,
2003)가 있다. SIDES는 정서조절, 신체화, 의식과 주의의 변형, 자기지각, 관
계, 의미체계의 군집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MTRR-I는 기억관장, 기억과 정서
의 통합, 정서감내 및 조절, 증상조절 및 긍정대처, 자존감, 자기통합, 안전애
착, 의미의 군집을 평가한다. 그러나 이는 임상가가 면담을 통해서 평가하는
도구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기보고형 평가 도구로는 Foa 등(1999)의 외상후 인
지 척도(Posttraumatic Cognition Inventory: 이하 PTCI), Briere(2000a)의
자기역량변화 척도(Inventory of Altered Self Capacities: 이하 IASC),
Briere(2000b)의 인지 왜곡 척도(Cognitive Distortions Scale: 이하 CDS),
Pearlman(2003)의 외상과 애착 신념 척도(Trauma and Attachment Belief
Scale: 이하 TABS) 등이 있다. PTCI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 사고, 세상에 대
한 부정적 사고, 자기비난의 요인 등 자기 내용의 측면을 측정한다. IASC는
정체성(정체성 손상 및 피암시성), 관계, 정서조절 등 자기 기능의 측면을 측정
하고, CDS는 자기비판, 무력감, 무망감, 자기비난, 위험에 대한 몰두 등 자기
내용의 측면을 측정한다. TABS는 안전, 신뢰, 존중감, 친밀감, 통제의 도식 주
제를 구분하여 이에 따른 자기신념을 측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들은 각각
자기의 일부 측면을 평가하고, 외상후 정체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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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서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는 장진이와 안현의(2011)가 포괄적인 도구로서 외상화된 자
기체계 체크리스트(Traumatized Self System Checklist, TSSC)를 개발하였
다. 이는 주체적 자기 손상(자기지속성, 자기반성, 자기자각, 자기주도성, 자기
통합성), 관계적 자기 손상, 대상적 자기 손상(부정적 자기, 죄책감, 수치심),
자기조절 손상(과소자기조절, 과잉자기조절, 자기파괴적 행동)의 하위영역을 평
가한다. TSSC는 한국 문화에서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자기 체계의 다측면을
이론적 개념에 따라 세부적으로 평가한다는 면에서 강점이 있다(장진이, 안현
의, 2011).
본 연구는 외상 정보 처리 양상이 반영되는 정체성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도구를 개발하였다. 특히 정체성 변화의 구조적 측면과, 정체성 변화의
내용 측면, 그리고 정체성 변화로 인한 기능의 측면을 크게 범주화하여 임상적
으로 효율적이면서도, 한 개인의 정체성 변화 양상을 타당하게 반영하는 도구
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구조, 내용, 기능이라는 정체성의 구조화된 측정은 Lerner(1998)의 자기에
관한 구성개념을 바탕으로 하였다. Lerner(1998)는 자기에 접근할 때 구조,
내용, 기능의 세 관점을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조는 일관성의 문제와 관련
되고, 내용은 자기개념이나 자기상과 관련된다. 기능의 측면은 다시 경험 기능
과 관찰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심리적 외상은 경험 기능과 관찰 기능 사
이의 분열을 야기한다(Spiegel, 1988: Lerner, 1998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이인증과 비현실감과 같은 해리 경험은 경험 자기와 관찰 자기의 분열을 반영
하는 상태로 볼 수 있다(Arlow, 1966: Lerner, 1998에서 재인용).
정체성의 구조로 측정할 요인은 외상후 정체성의 일관성 및 통합성 여부와
관련 있다. 정체성 구조의 하위 요인으로 Brewin의 개념에 따라 자서전 기억
의 통합성 부재 및 외상 기억의 과도한 지배(Brewin, 2011)를 반영하는 자기
일관성(coherency)의 문제와, 내면 자기의 통합성 부재(Brewin, 2011)를 반영
하는 자기 응집성(cohesion)의 문제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자기 일관성 문제는
외상 사건과 관련된 정체성의 침해, 자서전적 통합성 결여 및 정체성 일관성의
결여 개념이 포함된다. 자기 응집성은 외상 초점 이론으로서 외상의 영향을 받
는 자기의 측면에 대한 논의 중 Harvey(1996)의 자기 응집성(self-cohesion)
과 Allen(2005)의 자기 연속성(self-continuity) 개념을 포함하였다. 자기 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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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란 사고, 감정, 행동에서 통합되어 있느냐 혹은 파편화되어 있느냐 하는
경험의 정도로, 해리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 통제감을 획득하는 것으로, 자기와
세상에 대한 비밀과 구획화 없이 단일하고 통합된 상태로 나타난다(Harvey et
al., 2003). 자기 연속성이 손상된 경우는 내적인 모순 사이의 갈등이나 대인
관계 모순이 있는 상태로(Allen, 2005), Harvey의 논의에서 자기 응집 결여와
동의어로 보인다. 자기 연속성의 회복을 위해서 Allen(2005)은 애착의 회복에
주목하였다. 자기 응집성과 자기 연속성의 문제는 외상 정보 처리의 구조 문제
를 반영할 수 있다.
정체성 내용의 문제는 자기 가치감과 자기 비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
다.

자기

가치감은

Allen(2005)의

논의에

입각하고,

이와

유사한

Harvey(1996)의 자존감 측면을 포함하였다. Harvey가 논의한 자존감이란 스
스로가 가치 있다고 간주하는 역량이다. Allen이 논의한 자기 가치감은 외상에
의해 과도한 자기 비난과 자기 손상감으로 변형될 수 있으나, Allen은 자기 가
치감의 손상은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 비난 하
위 요인의 구성은 부정적 자기개념과 외상 사건에 대한 자기 비난이 서로 다
른 요인으로 구분된다는 Foa 등(1999)의 요인 분석 결과에 따랐다. 사건 당시
의 대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자기 비난과 자책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능의 측면은 외상으로 인한 관찰 자기와 경험 자기의 분열에서 비롯된 해
리 경험 및 정서조절 문제를 반영한다. 이는 임상가들이 언급한 자기조절 역량
과 유사한 개념이다. 한 예로 Briere(1992)의 자기외상모형은 심각한 아동 학
대 때문에 개인이 위험과 정서적 고통에 대처할 수 있는 원시적이고 강력한
회피 전략을 발달시키게 되고, 이후 내적인 고통을 조절하는 기제인 자기역량
(self-capacity)의 습득이 훼손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기 역량의 문제가 기
능 문제에 포함될 수 있다. 유사한 개념으로 Allen(2005)은 외상과 관련된 자
기 효능감의 개념을 제안했다. 자기 효능감 문제는 자기 능동성이 저조한 상태
로 무력감, 통제 불능감, 제압감과 관련 있고,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회복될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심리적 외상과 고유하게 관련된 정체성 변화를 타당하게
측정하는 도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외상후 정체성의 변화를 구조, 내용,
기능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개념화하여, 외상 정보의 구조에 따른 정체성의 개
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구조에는 자기 일관성 문제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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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응집성 문제를, 내용에는 부정적 자기개념과 자기 비난을, 기능에는 경험
자기와 관찰 자기의 해리 및 자기조절역량과 자기 효능감을 포함하였다. 이에
외상후 정체성 변화에 관한 문항을 개발하여 심리 측정적 유용성을 검토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정체성 변화의 주요 측면으로 가정하는 구조, 내용, 기능
측면을 검증하여 타당한 평가와 치료적 개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방 법
예비연구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를 개발하고자 예비문항 76개를 구성하였다. 문항
선별을 위해 외상을 경험한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신뢰도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 심리학 강의를
수강하는 서울시내 대학교 대학생과 심리학 관련 대중 강좌를 수강하는 일반
인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총 410명 중 외상을 경험한 사람 310명이 참여하
였다.

남성은

134명(43.2%),

여성은

176명(56.8%)이었다.

연령

범위는

18~57세였고, 평균 연령은 24.56세(SD=7.67)였다. 교육 수준에서 고등학교
졸업이 247명(79.7%), 대학교 졸업이 56명(18.1%), 대학원 졸업 이상이 7명
(2.3%)이었다.
외상 경험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심각한 만성 스트레스(예,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신체장애, 심각한 빈곤, 해고 및 실직) 경험자는 42명(13.5%)이었다.
단일 외상 경험자는 73명(23.5%)이었는데, 이 중에서 아동기 성폭력 경험자
는 5명(6.8%), 아동기 신체폭력 경험자는 2명(2.7%), 성인기 성폭력 경험자는
4명(5.5%), 성인기 신체폭력 경험자는 4명(5.5%), 아동기 가정폭력 목격 경험
자는 8명(11.0%), 심각한 사고 경험자는 9명(12.3%), 자연재해 경험자는 3명
(4.1%), 공권력에 의한 폭력 경험자는 1명(1.4%), 중요한 타인과의 사별 경험
자는 37명(50.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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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건을 경험한 다중 외상 경험자는 122명(39.4%)이었는데, 이 중에서
중복 경험을 포함하여 아동기 성폭력 경험자는 7명(5.7%), 아동기 신체폭력
경험자는 5명(4.1%), 성인기 성폭력 경험자는 22명(18.0%), 성인기 신체폭력
경험자는 17명(13.9%), 아동기 가정폭력 목격 경험자는 41명(33.6%), 심각한
사고 경험자는 28명(23.0%), 자연재해 경험자는 17명(13.9%), 고문 경험자는
4명(3.3%), 공권력에 의한 폭력 경험자는 10명(8.2%), 감금 경험자는 7명
(5.7%), 중요한 타인과의 사별 경험자는 60명(49.2%)이었다. 같은 사건을 반
복하여 경험한 복합 외상 경험자를 살펴보았을 때 아동기 반복적 신체 학대
경험자는 49명(15.8%), 아동기 반복적 성학대 경험자는 24명(7.7%)이었다.
도구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Traumatized Identity Questionnaire: TIQ) 예비
문항. 정체성의 구조, 내용, 기능의 세 측면에 따라 예비 76문항을 제작하였다.
Lerner(1998)가 제안한 구조, 내용, 기능의 측면을 기초로 하여, 외상후 자기
와 관련된 Janoff-Bulman(1992), Joseph & Linely(2005), Conway, Singer
등(2004), Harvey(1996), Allen(2005), Briere(2002)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
로 하였고, 외상후 자기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임상가들의 경험적 논의
를 반영하고자 하였다(예, Foa et al., 1999; Harvey et al., 2003; Pearlman,
2003; Pelcovitz et al., 1997). 이에 구조에는 자기 일관성(Conway, Singer,
et al., 2004), 자기 응집성(Harvey, 1996), 자기 연속성(Allen, 2005)에 해당
하는 문항을 구성하였고, SIDES(Pelcovitz et al., 1997)에서 의식과 주의의
변형 하위 척도의 문항을, MTRR-I(Harvey et al., 2003)에서 기억 관장, 기
억과 정서의 통합, 자기 통합의 문항, IASC(Briere, 2000a)의 정체감 융합의
문항을 참고하였다. 다음, 정체성 내용은 자존감(Harvey, 1996)과 자기 가치
감(Allen, 2005), 존중감(TABS; Pearlman, 2003)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PTCI(Foa et al., 1999)의 자기에 대한 부정적 사고, 자기 비난의 문항 내용
을 참고하였다. 또한 기능 문제는 자기보살핌 능력(Harvey, 1996), 자기 효능
감(Allen, 2005), 자기조절 능력(Briere, 2002)의 논의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MTRR-I(Harvey et al., 2003)의 정서 감내 및 조절, 증상 조절
의 하위 문항, SIDES(Pelcovitz et al., 1997)의 정서조절 하위 문항,
IASC(Briere, 2000a)의 정서조절 하위 문항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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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구 1의 주제 묶음이 문항 구성에 충분히 포함되는지 검토하였고 실
증 자료의 표현이나 용어를 참고하였다. 또한 한국의 임상 현장이나 외상 경험
자의 수기에서 나타나는 당사자의 표현과 언어 기록을 토대로 표현을 변형시
키거나 문항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시범 실시를 통해 어색하거나 모호한 표
현을 수정하였으며, 외상 경험자를 지원하는 경력이 풍부한 임상심리전문가와
임상심리전공 교수와의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문항을 검토, 수정하였다.
응답 방식은 6점 리커트 척도(결코 없음(0)-(1)-(2)-(3)-(4)-매우 많이(5))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체성의 부정적 변화를 반영한다.
사건경험질문지. 연구자가 개발한 질문지로 일생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외상 사건에 대한 목록 22가지가 제시되어 있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주관식
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사건 목록과 질문 방식은 외상초기면담(Briere, 2004)에
따랐다. 아동기 및 성인기의 성폭력 및 신체적 폭력, 아동기 가정폭력 목격, 심
각한 사고 및 신체 상해 경험, 전쟁, 고문, 감금 경험, 중요한 사람의 사별, 그
리고 신체 질환이나 신체장애, 빈곤, 해고 및 실직과 같은 만성 스트레스 경험
을 묻는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으며, 경험에 대한 유무와 반복성
여부만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본연구
예비연구에서 선별한 45문항을 바탕으로 외상을 경험한 대학생 및 일반인,
외상 경험과 관련된 자조 모임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신뢰
도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그 중 외상을 경험한 대학생
자료를 사용하여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참여자

서울시내 대학교에서 심리학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과 심리학 관련 대중
강좌를 수강하는 일반인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252명 중 외상을 경험한 사람
182명, 그리고 외상 경험과 관련된 자조 모임의 구성원 중 연구 참여에 동의
한 52명으로 총 234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남성은 114명(48.7%), 여성은
120명(51.3%)이었다.

연령의

범위는

18~79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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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령은

27.80세

(SD=12.66)였다. 교육 수준의 경우 중학교 졸업이 1명(0.4%), 고등학교 졸업
이 165명(70.5%), 대학교 졸업이 47명(20.1%), 대학원 졸업이 21명(9%)이었
다. 외상 경험 유형을 구분했을 때, 심각한 만성 스트레스(예,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신체장애, 심각한 빈곤) 경험자는 234명 중 24명(10.3%)이었다.
단일 외상 사건 경험자는 234명 중 66명(28.2%)이었다. 66명 중에서 아동
기 성폭력 경험자는 5명(7.6%), 아동기 신체 폭력 경험자는 6명(9.1%), 아동
기 가정폭력 목격 경험자는 5명(7.6%), 성인기 성폭력 경험자는 9명(13.6%),
성인기 신체 폭력 경험자는 2명(3.0%), 심각한 사고 경험자는 10명(15.2%),
자연재해 경험자는 5명(7.6%), 공권력에 의한 폭력 경험자는 1명(1.5%), 중요
한 대상과의 사별 경험자는 23명(34.8%)이었다.
복합 외상 사건 경험자는 234명 중 144명(60.7%)이었다. 144명 중 중복
경험을 포함하여 아동기 성폭력 경험자는 100명(70.4%), 아동기 신체폭력 경
험자는 58명(40.8%), 성인기 성폭력 경험자는 31명(21.8%), 성인기 신체폭력
경험자는 35명(24.6%), 아동기 가정폭력 목격 경험자는 29명(20.4%), 심각한
사고 경험자는 29명(20.4%), 자연재해 경험자는 15명(10.6%), 전쟁 및 전투
경험자는 3명(2.1%), 고문 경험자는 24명(16.9%), 공권력에 의한 폭력 경험자
는 28명(19.7%), 감금 경험자는 4명(2.8%), 중요한 사람과의 사별 경험자는
52명(36.6%)이었다.
이 중 타당도 검증에 활용한 대학생 참여자 147명의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남성은 90명(61.2%), 여성은 57명(38.8%)이었고 연령 범위는 18~30세로 평
균 연령은 21.36세(SD=2.55)였다. 교육 수준에 대학 재학이 140명(95.2%)이
었고, 대학 졸업이 7명(4.8%)이었다.
경험 유형에 심각한 만성 스트레스(예,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신체장애, 심
각한 빈곤) 경험자는 24명(16.3%)이었다. 단일 외상 사건 경험자는 55명
(37.4%)이었는데, 55명 중에서 아동기 성폭력 경험자는 5명(9.1%), 아동기 신
체 폭력 경험자는 5명(9.1%), 아동기 가정폭력 목격자는 5명(9.1%), 성인기
성폭력 경험자는 4명(7.3%), 성인기 신체 폭력 경험자는 2명(3.6%), 심각한
사고 경험자는 9명(16.4%), 자연재해 경험자는 4명(7.3%), 공권력에 의한 폭
력 경험자는 1명(1.8%), 중요한 대상과의 사별 경험자는 20명(36.4%)이었다.
다중 및 복합 외상 경험자는 68명(46.3%)이었다. 66명 중에서 중복을 포함
하여 아동기 성폭력 경험자는 26명(39.4%), 아동기 신체 폭력 경험자는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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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아동기 가정폭력 목격 경험자는 24명(36.4%), 성인기 성폭력 경험자
는 15명(22.7%), 성인기 신체 폭력 경험자는 21명(31.8%), 심각한 사고 경험
자는 16명(24.2%), 자연재해 경험자는 6명(9.1%), 공권력에 의한 폭력 경험자
는 18명(27.3%), 감금 2명(3.0%), 중요한 대상과의 사별 경험자는 27명
(40.9%)이었다.

도구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Traumatized Identity Questionnaire: TIQ) 본연
구 문항. 예비문항에서 선정된 45문항으로 구성된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
문항을 활용하였다. 예비연구에서 리커트 자료의 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
되어, 본연구에서는 리커트 문항을 전혀 아니다(1), 상당히 아니다(2), 약간 아
니다(3), 중간 정도(4), 약간 그렇다(5), 상당히 그렇다(6), 매우 그렇다(7)의 7
점 척도로 재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체성 변화를 반영한다.
사건경험질문지. 예비연구와 동일하다.
한국판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DS).
남보라, 권호인, 권정혜(2010)가 번안 타당화한 도구이다. 사건경험질문지에서
평가한 사건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한국판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는 외상후 스트
레스 장애의 재경험, 회피, 과각성의 주요 증상을 측정하는 17문항 도구로 외
상후 진단 척도(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DS; Foa et al., 1997)의
한국판이다. 남보라 등(2010)에서 내적 일관성(Cronbach's alpha=.90), 검사재검사 신뢰도(r=.81), 진단적 일치도(r=.84) 모두 매우 양호하였다.
자기역량 변화 척도(Inventory of Altered Self Capacities: IASC). IASC는
대인간 폭력 외상의 생존자가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정체성 문제, 대인관계
의 문제, 부적응적 정서 조절의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뉘어진 63문항의 척
도로 Briere(2000a)가 개발하였다. 국내에서는 박진미(2006)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97로 양호하였다. 이 중 정체성 문제와 부적응적 정서조절 문
제의 하위척도 36문항을 활용하였다. 정체성 척도는 자기의식 척도, 정체성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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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척도, 영향력에 대한 민감성(피암시성)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적응적 정
서조절 척도는 정서조절 기술 결함 척도와, 정서 불안정성 척도, 긴장 감소 행
동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외상후 인지 척도(Posttraumatic Cognition Inventory: PTCI). Foa 등
(1999)이 개발한 척도로 PTCI는 외상과 관련된 사고와 신념을 측정하며, 자기
에 관한 부정적 인지, 세상에 관한 부정적 인지, 자기비난의 세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97)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r=.74)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PTSD 진단 유무에 따른 변별력이 양호하
였다. 본 연구는 조용래(2012)의 타당화 연구를 참고하여 문항을 번안하였고
자기에 관한 부정적 개념과 자기비난의 29문항을 활용하였다.
한국판 유병률 연구센터-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CES-D). 우울증 역학 연구에 널리 활용되는 Radolff(1977)의
20문항 척도로 본 연구는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번안 타당화한 한국
판을 활용하였다.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91)는 양호하였다(전겸
구 등, 2001).
외상후 성장 척도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 PTGI는 외상
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고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로 새로운 가능
성, 타인과의 관계, 개인의 힘, 영적 변화, 삶의 수용이라는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였다. 이는 사건에 대한 의미
를 비롯하여 자기와 타인에 대한 지각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유용하게 평
가한다. 내적 일관성(Cronbach's alpha=.90)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r=.71)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Tedeschi & Calhoun, 1996). 본 연구는 임선
영(2013)이 번안한 한국판 21문항을 활용하였고,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
수는 .91로 양호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Ryff(1989)
가 개발하였으며, 개인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자아 수용, 긍정적 대
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 성장의 하위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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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의 번안 척도 중 자기
및 과거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측정하는 자아 수용 척도 8문항을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69의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자료 분석
예비연구와 본연구 모두 문항 선별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CEFA(Comprehensiv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3.04를 사용하여,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추정으로 oblique-varimax 회전을 활용
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SPSS 18.0을 사용하여 문항-총점 상관과 문항
간 상관, 내적 일관성 계수, 하위 요인 내적 일관성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어
문항 요인의 위계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AMOS 18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147명의 대학생 자료를 활용하여 유사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로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살펴보았고, 관련된 외상후 심리적 증
상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 분석
예비연구에서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을 기준으
로 선별했을 때 7요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χ2(2339,

N=310)=4988.51,

p=.000로

적합하지

않았으나,

절대

적합도

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은 0.061로 양호한 적
합도에 해당하였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2). 문항 중 요인
부하량이 .30 이하에 해당하거나, 여러 요인에 걸쳐 .30 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이는 경우 삭제하였다. 또한 요인 부하량은 적합하지만 문항 내용의 안면 타
당도가 저조한 경우 삭제하였다.
이론 구성의 정체성 구조에서 자기 일관성을 구성하는 문항 중 자서전 기억
의 통합성 부재와 자기 응집성을 구성하는 문항이 단일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
기 일관성 문항 중 외상 기억의 과도한 지배는 단독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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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부정적 정체성, 관계 고립, 자기비난의 요인이 발견되
었고, 자기조절문제, 그리고 정체성 긍정 통합 요인이 발견되었다. 정체성 긍정
통합은 모두 역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문항 총점과의 상관이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체성 긍정 통합의 측정치는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와는 독립적인 개념을 측정할 가능성이 나타나는 바, 이 요인은 삭제
하기로 판단하였다. 이에 최종 45문항이 선별되었다. 45문항의 문항과 문항
총점 간 상관은 최소 .425(p <.001)에서 최대 .841(p <.001)로 보통 수준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구에서 45문항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을 때, 고유치가 1 이상
에 해당하는 요인 수는 5개였다. 이 때 χ2(775, N=234)=1804.10, p=.000로
적합하지 않았으나, 절대 적합도 지수 RMSEA 값이 0.075로 양호한 적합도에
해당하였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2). 문항 중 .40 이상의 요
인 부하량이 있고, 문항이 묻는 바가 명료하여 안면 타당도가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다중 요인 부하량이 없는 문항을 선별하였다. 각 하위요인 별 요인
부하량을

표

5에

제시하였다.

하위

요인은

정체성

과잉조절

(over-accommodation), 정체성 통합결여, 정체성 혼란, 부정적 정체성, 정체
성 기능문제로 구분되었다. 최종 24문항이 선별되었다.

신뢰도 분석
24문항의 문항-총점 상관은 최소 .529(‘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나 때문이
다.’)에서 최고 .813(‘내 인생이 내가 겪은 사건에 지배당하는 것 같다.’, ‘나 자
신이 껍데기처럼 느껴진다.’)로 나타났다. 문항 간 상관은 최소 .255(‘나는 불
행한 사람이다.’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나 때문이다.’)에서 최고 .757(‘나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다.’와 ‘내 인생이 내가 겪은 사건에 지배당하는 것 같
다.’)로 나타났다. 총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는 .965로 매
우 양호하였다.
하위 요인별 문항과 하위요인 총점 간 상관, 해당 문항 제거 시 내적 일관
성 계수, 하위 요인 별 내적 일관성 계수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내적일관성 계
수(Cronbach's alpha)는 정체성 과잉조절은 .903, 정체성 통합결여는 .891, 정
체성 혼란은 .887, 부정적 정체성은 .887, 정체성 기능문제는 .882로 높은 수

- 89 -

준이었다. 하위요인별 문항 총점과 문항 간 상관도 정체성 과잉조절에서 최소
.811에서 최고 .886, 정체성 통합결여에서 최소 .737에서 최고 .859, 정체성
혼란에서 최소 .838에서 최고 .892, 부정적 정체성에서 최소 .678에서 최고
.910, 정체성 기능문제에서 최소 .837에서 최고 .893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표 5.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의 하위요인별 요인 부하량과 신뢰도 계수

정체성 과잉조절 (Cronbach's alpha=.903)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 사건에 의해 나는 돌이킬 수없이 망가졌다.
내 인생이 내가 겪은 사건에 지배당하는 것 같다.
내가 겪은 고통스러운 사건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겪은 고통은 마치 내 인생의 시커먼 얼룩 같다.
정체성 통합결여 (Cronbach's alpha=.891)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나자신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는 어떤 부분이 내게 있다.
내 인생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꿈처럼 느껴지는 시기
나 사건이 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
나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
정체성 혼란 (Cronbach's alpha=.887)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혼란스럽다.
내가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부정적 정체성 (Cronbach's alpha=.887)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나 때문이다.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무가치하다.
삶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정체성 기능문제 (Cronbach's alpha=.882)
나를 해치려는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나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나는 영혼이 죽어버린 것 같다.
나 자신이 껍데기처럼 느껴진다.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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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시

요인

하위요인총점

부하량

-문항상관

0.55
0.75
0.63
0.57
0.58

0.811***
0.886***
0.886***
0.816***
0.849***

0.891
0.869
0.870
0.892
0.885

0.53
0.59

0.859***
0.812***

0.860
0.872

0.48

0.737***

0.889

0.42
0.48
0.61

***

0.782
0.826***
0.830***

0.875
0.867
0.866

0.49
0.77
0.59
0.44

0.838***
0.891***
0.892***
0.840***

0.867
0.837
0.846
0.867

0.44
0.52
0.60
0.76
0.78

0.678***
0.858***
0.880***
0.881***
0.910***

0.924
0.857
0.845
0.849
0.834

0.72
0.44
0.43
0.41

0.843***
0.837***
0.867***
0.893***

0.853
0.866
0.844
0.828

내적
일관성

하위요인 간 상관 및 위계요인 구조 탐색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정체성 과잉조절의 평균은 13.53점(SD=8.37), 정체성 통합결여의 평균은
18.40점(SD=9.48), 정체성 혼란의 평균은 10.38점(SD=6.37), 부정적 정체성
의 평균은 10.85점(SD=6.95), 정체성 기능문제의 평균은 8.81점(SD=5.83),
전체 척도의 평균은 61.97점(SD=32.99)이었다.
표 6에서 하위요인 총점과 전체 총점 간 상관은 최소 .876(부정적 정체성)
에서 .899(정체성 기능문제)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위 요인 간 상관도 최소
.691(정체성 통합결여와 부정적 정체성), 최고 .786(정체성 혼란과 정체성 기
능문제)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표 6.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의 총점과 하위요인총점 간 상관
정체성

정체성

정체성

부정적

정체성

과잉조절

통합결여

혼란

정체성

기능문제

***

정체성통합결여

.
729

정체성혼란

.
738***

.
759***

부정적 정체성

.
723***

.
691***

.
751***

정체성기능문제

.
767***

.
735***

.
786***

.
783***

TI
Q 총점

.
893***

.
894***

.
896***

.
876***

***

.
899***

p<.
001.

각 하위 요인간 상관이 높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척도의 위계 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에 따라 정체성 과잉조절과
정체성 통합결여로 구성된 정체성 구조 문제, 정체성 혼란과 부정적 정체성으
로 구성된 내용 문제, 그리고 정체성 기능문제의 5-3-1 위계 요인을 구성하였
다.
대안 모형으로 정체성 과잉조절, 정체성 통합결여, 정체성 혼란, 부정적 정
체성, 정체성 기능문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5-1 위계 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모든 문항이 단일 요인에 포함되는 단일수준 모형을 구성하였다. 표 7에
각 모형에 따른 적합도 지수를 제시하였다.
5-3-1 위계 모형과 5-1 위계 모형은 적합도 지수 기준을 대체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1 위계 모형은 χ2(247)=658.97, p=.000, NNFI=.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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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911, RMSEA=.085로 나타났다. 5-1 위계 모형은 χ2(247)=651.21,
p=.000, NNFI=.902, CFI=.913, RMSEA=.084로 나타났다. 적합도 기준(홍세
희, 2000; Browne & Cudeck, 1992)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두 모형 모두

NNFI 및 CFI 값의 적합도 지수는 양호하게 나타났고, RMSEA 값의 적합도
지수는 .08 이하 기준에 미치지는 않으나 근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단
일수준 모형에 비하여 위계 모형이 보다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림 4에 5-3-1 위계 모형, 그림 5에 5-1 위계 모형 및 경로 계수를 제시하였
다.
표 7.확인적 요인 분석에 따른 모형별 적합도 지수
χ2
5-3-1 위계

df

NNFI

CFI

RMSEA

658.97***

247

.901

.911

.085

***

247

.902

.913

.084

252

.799

.817

.120

5-1 위계

651.21

단일 수준

1101.41***

***

p<.
001.

그림 4.5-3-1위계 모형 및 경로 계수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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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1위계 모형 및 경로 계수
***

p<.
001.

타당도 분석
외상 경험 유형에 따른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 측정치의 차이
외상 경험 유형에 따라 외상후 정체성 변화의 하위 요인 측정치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 표 8에 제시하였다. 복합 외상, 단일 외상, 만성 스트
레스 경험을 비교하였다. 정체성 과잉조절, F(2, 231)=19.59, p < .001, 정체
성 통합결여, F(2, 231)=16.91, p < .001, 정체성 혼란, F(2, 231)=3.34, p <
.05, 부정적 정체성, F(2, 231)=4.33, p < .05, 정체성 기능문제, F(2,
231)=4.77, p < .05, 에서 외상 경험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을 실시했을 때 외상후 정체성 변화 총점과 정체성 과잉조절, 정체성 통합결여
측정치에서 복합 외상 경험자는 단일 외상 및 만성 스트레스 사건 경험자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체성 혼란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정
적 정체성과 정체성 기능문제에서는 복합 외상 경험자가 단일 외상 경험자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 분석과 외상후 심리적 결과와의 상관
147명의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외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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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변화, 자기역량 변화, 외상후 인지, 외상후 심리적 결과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8.외상 경험 유형에 따른 외상후 정체성 변화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
차와 집단 간 차이 검증
전체

총점
*

1

만성

2

스트레스3

외상

외상

df

Schef
f
é

***
8
.
4
6
(
5
.
0
7
) 1
9
.
5
9
4

2
,2
3
1

1
>2
,
3

***
1
8
.
4
0
(
9
.
4
8
) 2
1
.
0
4
(
9
.
2
4
) 1
4
.
6
4
(
8
.
9
0
) 1
2
.
8
8
(
6
.
1
9
) 1
6
.
9
0
8

2
,2
3
1

1
>2
,
3

(
N=234)

정체성
과잉
조절
정체성
통합
결여
정체성
혼란
부정적
정체성
정체성
기능
문제

단일

복합
(
n=144)

(
n=66)

F

(
n=24)

1
3
.
5
3
(
8
.
3
7
) 1
6
.
0
2
(
8
.
6
5
) 9
.
9
2
(
6
.
4
1
)

1
0
.
3
8
(
6
.
3
7
) 1
1
.
2
2
(
6
.
6
5
) 9
.
0
0
(
5
.
7
2
)

9
.
1
3
(
5
.
6
0
)

*
3
.
3
4
1

2
,2
3
1

-

1
0
.
8
5
(
6
.
9
5
) 1
1
.
8
9
(
7
.
4
0
) 9
.
3
6
(
6
.
0
4
)

8
.
7
5
(
5
.
3
3
)

*
4
.
3
3
3

2
,2
3
1

1
>2

8
.
8
1
(
5
.
8
3
)

7
.
2
5
(
4
.
6
5
)

**
4
.
7
6
8

2
,2
3
1

1
>2

2
,2
3
1

1
>2
,
3

9
.
7
2
(
6
.
1
6
)

7
.
3
8
(
5
.
0
8
)

***
6
1.
97
(
32.
99
) 69
.
9
0(
33
.
76) 5
0.
30
(
28.
78
) 46
.
4
6(
23
.
67) 1
1
.
9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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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타당도 분석에 활용된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 (
N=147)
척도

M (SD)

척도

M (SD)

외상후 정체성변화척도 총점

50.44(24.93)

PTCI 자기비난

11.
9
5(
6
.
61)

정체성 과잉조절

10.27(5.86)

PTCI 부정적 자기개념

44
.
63(
22.
6
0)

정체성 통합결여

15.41(8.42)

PTSD 재경험

1
.
23(
1.
94
)

정체성 혼란

8.75(5.03)

PTSD 회피

2
.
62(
3.
43
)

부정적 정체성

8.84(5.09)

PTSD 과잉각성

1
.
77(
2.
37
)

정체성 기능문제

7.18(4.41)

우울

16.
1
9(
8
.
96)

IASC 자기의식

13
.
16(
4.
16
)

심리적 안녕감

24.
3
4(
4
.
96)

IASC 정체성융합

7.
87
(
3.
2
4)

외상후 성장

45
.
23(
24.
6
2)

IASC 피암시성

21
.
05(
5.
91
)

IASC 정서조절문제

15
.
57(
4.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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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 정체성 변화척도가 자기조절역량 및 외상후 자기 인지 측정치(부정적
자기개념, 자기 비난)와 보이는 상관을 표 10에 제시하였다. 외상후 정체성 변
화 하위 요인은 모두 부정적 자기개념 측정치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r=.578~.759). 자기조절역량 변화 측정치와의 타당도를 살펴보았을 때, 정체
성 과잉조절은 상관이 낮아 변별되는 속성을 보였다(r=.326~.377). 부정적 정
체성

측정치

또한

자기역량

변화

측정치와

변별되는

양상을

보였고

(r=.397~.478), 자기 비난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r=.542). 반면 정체성 통합결
여 측정치는 자기조절역량 변화 측정치와 .5에 근접한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
였다(r=.489~.575). 마찬가지로 정체성 혼란은 자기역량 변화 측정치 중 자기
의식, 정체성 융합, 피암시성 측정치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r=.507~.611). 그
러나 정서조절문제와는 상관이 낮아 변별되는 양상을 보였다(r=.344). 정체성
기능 문제는 자기역량 변화 측정치와 상관이 높았는데, 이 중 정체성 융합
(r=.539)과 정서조절문제(r=.539)에서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10.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

정체성
과잉조절
정체성
통합결여
정체성
혼란
부정적
정체성
정체성
기능문제
***

I
ASC
자기의식

I
ASC
정체성융합

I
ASC
피암시성

I
ASC
정서조절문제

PTCI
자기비난

PTCI
부정적
자기개념

.
353***

.
326***

.
366***

.
377***

.
358***

.
700***

.
489***

.
574***

.
575***

.
493***

.
453***

.
652***

.
611***

.
582***

.
507***

.
344***

.
333***

.
578***

.
478***

.
409***

.
397***

.
440***

.
542***

.
753***

.
512***

.
539***

.
443***

***
.
539

.
40
1***

.
75
9***

p<.
001.

표 11에는 외상후 심리적 결과와의 상관을 제시하였다. 정체성 과잉조절은
PTSD 증상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r=.563~.624). 정체성 통합 결여는 재경험
증상과의 상관은 높지 않았으나(r=.442), 회피, 과잉각성 증상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r=.538~.581), 우울 증상과의 상관도 높게 나타났다(r=.565). 정체성
혼란은 PTSD 중 회피 증상(r=.500)과 상관이 높은 수준이었다. 부정적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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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PTSD보다는(r=.360~.467) 우울 증상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r=.505). 정
체성 기능문제는 PTSD와 우울 증상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r=.451~.611).
외상후 정체성 변화 측정치는 심리적 안녕감 측정치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
고(r=-.304~-.436), 외상후 성장 측정치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와 외상후 심리적 결과 측정치의 상관

정체성
과잉조절
외상
통합결여
정체성
혼란
부정적
정체성
정체성
기능문제
*

PTSD
재경험

PTSD
회피

PTSD
과잉각성

우울증상

심리적
안녕감

외상후
성장

.
578***

.
624***

.
563***

.
481***

-.
375***

-.
072

.
442***

.
581***

.
538***

.
565***

-.
304***

-.
104

.
416***

.
500***

.
397***

.
476***

-.
400***

-.
157

.
360***

.
467***

.
409***

.
505***

-.
401***

-.
171*

.
451***

.
611***

.
505***

.
582***

-.
436***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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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의
본 연구는 외상 경험이 개인의 정체성에 야기하는 변화를 개념화하였고, 이
를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 하였다. 외상후 정체성 변화는
정체성 과잉조절(over-accommodation), 정체성 통합결여, 정체성 혼란, 부정
적 정체성, 정체성 기능 문제의 5 요인으로 구성된 위계 요인 구조로 나타났
다.
정체성 변화의 구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정체성 과잉조절과 정체성 통합결
여 하위요인이 구성되었다. Janoff-Bulman(1992)은 Piaget(1952)의 논의를
바탕으로 외상 정보를 기존 도식에 적합하도록 변형시키는 동화(assimilation)
와

기존

도식을

변화시켜

외상

정보와의

적합성을

최대화하는

조절

(accommodation)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정체성 과잉조절은 Janoff-Bulman의
조절(accommodation)의 개념을, 정체성 통합 결여는 동화(assimilation)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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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반영하였다. 정체성 과잉조절은 외상으로 인한 정체성의 손상, 외상에 지
배받음, 불행감 등이 포함되었다. 즉, 외상이 정체성에 미친 강력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측정한다. 이는 기존 개념 중에서 외상이 정체성의 핵심을 차지해버
리는 ‘사건 중심성(centrality of event; Berntsen &

Rubin, 2006)’과

Brewin(2011)이 설명한 정체성 파편화 중 ‘외상 기억의 과도한 지배’와 유사
한 개념이다. 연구 1에 대입했을 때 범주 중 ‘자기의 단절’ 범주에서 ‘파괴된
자기’에 관한 주제묶음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정체성 과잉조절은 자기역량 변화 보다는 부정적 자기개념과 더 관련되었
고, PTSD 측정치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이와 유사하게 사건 중심성에 관
한 연구들은 외상이 정체성의 핵심을 차지할수록 PTSD 증상 심각도와 관련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예, Berntsen & Rubin, 2007; Brown, Antonius,
Kramer, Root, & Hirst, 2010; Robinaugh & McNally, 2010, 2011).
정체성 통합결여는 자기 내면, 기억, 관계 속에서 불일치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갈등 요소의 존재를 반영하였고, 자기 응집성(Harvey, 1996) 및 자기 연
속성(Allen, 2005), 자기 일관성(Conway, Singer, et al., 2004)의 개념을 측
정한다. Brewin(2011)이 개념화한 정체성 파편화 중 ‘자서전 기억 및 내면 자
기의 통합성 부재’와 유사하다. 정체성 통합결여의 측정 내용은 연구 1에서 나
타난 범주 중 ‘외상 경험 망각의 시도’로 개념화된 참여자들의 경험을 반영한
다. 이들에게 외상 정보는 망각되거나 억제되어 있었고, 이들은 정체성, 관계,
기억에서 단절감을 경험하며 자신의 내적 경험을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본 척도의 정체성 통합결여 측정치의 문항 구성으로 나
타났다.
외상후 증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때, 정체성 통합결여는 PTSD 회피
및 과잉각성 증상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다른 자서전 기억 내에 외상 정보
를 통합하지 못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PTSD와 연관된다는 기존 논의(예,
Ehlers & Clark, 2000; Herman, 1992)와 일치하는 점이다. 특히 재경험 증
상에 비교했을 때 회피 증상과의 상관이 뚜렷하다는 점은 정체성 통합결여가
외상 정보의 회피로 인한 정보처리 지연과 관련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정체성 변화의 내용은 예비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체성, 관계 고립, 자기 비난
으로 구분되었는데, 본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체성과 정체성 혼란으로 구분되었
다. 부정적 정체성 요인은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 무의미감, 자기 비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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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외상후인지척도의 부정적 자기개념 및 자기 비난 측정
치와 높은 관련을 보였다. 또한 부정적 정체성은 자기역량 변화 측정치와 변별
되었다는 점에서 정체성 혼란 요인과는 구분되었다. 정체성 혼란 요인은 자기
역량 변화 측정치와 수렴되었으나 자기 비난 측정치와는 변별되었다. 특히 정
체성 혼란 측정치가 자기역량 변화 측정치 하위 요인 중에서도 자기의식 측정
치와는 수렴되었고 정서조절문제와는 변별되었다는 점에서, 정체성 내용을 측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외상에 따른 정체성 변화의 내용은 정체성 혼란, 즉,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와, 부정적 정체성, 즉, ‘나는 의미 없고 무가치한 사람이다.’의 내용
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는 연구 1 결과에서 외상후 ‘자기 단절’의 개념화 중
각각 ‘존재 혼란’과 ‘자기의 무너짐’의 주제묶음을 반영한다.
한편, 예비연구에서의 관계 고립과 자기 비난 하위 요인은 본연구에서는 다
른 요인에 분산되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고립 문항의 분산은, 정
체성 문제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관계의 고립이 구분되는
별도의 요인이 아닌 정체성 변화의 주요한 성분으로서 정체성 체험 전반에 연
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사하게 정체성 문제와 PTSD의 관계를 살핀 다른
연구에서, 정체성 개념 중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단절의 요소가 PTSD와 가장
밀접하다고 하였는데(Brewin et al., 2011), 이는 이러한 고립의 문제가 외상
후 정체성 문제를 포괄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상에서 정체성 문제는 ‘관계
속의 자기’ 체험이며 관계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는 Herman(1997)의 논의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자기 비난의 문항은 4개 중 3개 문항이 본연구에서는 선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나 때문이다.’라는 자기
비난의 문항은 부정적 정체성 요인에 포함되었지만, 외상 당시 자신의 대처를
평가하는 다른 문항은 탈락하여, 정체성과는 별도의 개념을 측정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실제로 사람은 외상 당시 대처를 잘 할 수가 없다. 대처를 잘 할
수 없는 것이 부정적 정체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대처를 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했다면 외상후 정체성 변화의 문제가 아니다. 관련된 경험 연구에
서 Foa와 Rauch(2004)는 심리치료 개입 이후 자기비난 측정치의 변화량과
PTSD 증상의 변화량 사이에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밝혔다. 따라서 자
기비난은 고통스러운 정체성 변화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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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관찰 자기와 경험 자기의 해리(Lerner, 1998) 및 자기조절 역
량(Briere, 2002)을 반영하는 정체성 기능문제 요인이 구성되었다. 선행 연구
는 해리를 비롯하여, 자살 가능성, 물질 남용, 자기 파괴적 행동을 역기능적 회
피 행동으로 개념화하였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각할수록 이러한 역기능적 회
피가 증가한다고 하였다(Briere, Hodges, & Godbout, 2010). 정체성 기능 문
제는 자기역량 변화 측정치 중 정서조절문제와 높은 수렴 타당도를 보였고, 자
기의식 측정치와는 변별되었다는 점에서 기능의 문제를 측정하는 것이 분명하
다. 또한 PTSD 회피 증상과 상관이 유의하였다. 외상에 따른 고통을 조절하려
는 시도로서 기능문제는 정체성을 구성하고, 정체성으로 인한 고통을 심화시킨
다는 점이 시사된다.
외상 경험 유형과 외상후 정체성 변화 측정치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때, 복합 외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단일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 보다 정체성
변화에서 높은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체계의 문제가 복합
외상과 더욱 밀접하다는 기존 논의(예, 장진이, 안현의, 2011; Brewin, 2011;
Herman, 1997)와 일관된 결과이다. 따라서 이어진 연구에서 복합 외상 경험
자에 집중하였다.
다만 정체성 혼란 하위 척도는 외상 경험 여부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는데, 정체성 혼란의 경우 외상 경험이 고유한 원인이 되기보다는
정체성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Marcia, 2002)을 포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본연구의 참여자 중 일부를 차지하는 대학생 표본이 이
러한 결과와 관련될 수 있다. 즉, 정체성 혼란의 경우 자연스러운 정체성 발달
과정이 반영될 수 있고 외상 특징적이지 않다. 그러나 복합 외상 경험인 경우
단일 외상 사건에 비해서는 정체성 혼란 측정치에서 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였
다.
외상후 정체성 변화 측정치는 자기 및 과거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측정하는
심리적 안녕감 척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외상후 성장 측정
치와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우선 타당도는 대학생 표본을 중심으로 분석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본 대학
생 표본은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 측정치 및 PTSD 측정치 수준이 매우 낮
아, 외상후 성장 측정치와의 상관을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의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후속 연구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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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본의 한계 외에 본 결과에 대해 해석해 볼 때,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외상후 성장이 서로 독립적인 개념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예비연구
에서 정체성 긍정 통합 요인은 정체성 변화 척도 총점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
았는데, 마찬가지로 외상후 성장은 정체성 긍정 통합을 반영하는 개념일 수 있
다. 외상후 성장에 관한 기존 연구로, 외상후 성장과 심리적 고통 수준은 독립
적으로 발현되고, 특히 PTSD와 외상후 성장은 한 직선상 반대 극단의 개념이
아니며 외상 이후 겪는 다양한 과정에 속한다는 논의가 있다(Joseph &
Linely, 2008). 자기보고형 심리측정 도구에서 정체성의 부정적 변화와 긍정적
변화는 독립적인 개념으로 측정해야 하는 점이 시사된다.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한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우선 다양한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본 결
과의 문항 및 요인구조를 재검증해야 한다. 특히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 중 임
상 장면에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외상 경험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동질 집단을 대상으로 요인 구조를 재검증하는 것도
요구된다. 본 연구 표본은 대학생 집단, 일반 성인 집단, 그리고 외상 경험 관
련 자조모임의 구성원 집단 등 서로 다른 분포를 지닐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
혼재되어 있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엄격하게 통제된 표본 집단
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차 타당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타당도 분석에서는 증상 수준이 매우 경미한 대학생 표본만을 활용한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앞서 외상후 성장 측정치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를 논의
했듯이, 다양한 연령층의 집단, 특히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타당도 분석으
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별하지 않은 외상후 정체성 긍정 통합의 문항을 별도로
개발하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정체성의 부정적 변화와 긍정적 통합이
어떻게 다른 개념인지, 관련 변인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한다면, 외
상후 정체성 변화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외상후 정체성 변화를 개념화하고 측정도구를 개발 타
당화 하는 첫 번째 시도로 의미가 있으며, 외상후 정체성 변화 개념을 임상 장
면에서 활용하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 하는데 미약하게나마 기초를 제공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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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자기정의기억 양상
연구 3에서는 외상후 정체성 변화를 자기정의기억 양상을 통해 설명하였다.
정체성 변화의 핵심은 자기정의기억 양상에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여, 자기정의
기억 양상을 수정하는 심리치료 접근(예, Foa & Rothbaum, 1998; Schauer,
Neuner, Elbert, 2012)이 정체성 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외상 기억의 재구성이 PTSD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것
은 잘 알려져 있으나(예, Bradley, Greene, Russ, Dutra, & Westen, 2005;
Foa, Molnar, & Cashman, 1995), 외상을 겪은 사람들의 정체성 변화와 자기
정의기억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고 논의 또한 활발하지 않
으며 치료적 함의는 탐색조차 되지 못하였다.
연구 3에서는 자기정의기억 양상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고, 이러한 측
정 도구를 활용하여 자기정의기억 양상이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보이는 관계
를 탐색하였다. 또한 기억 과제를 활용한 실험 방법을 기반으로 감각기반기억
양상과 개념자기 기억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2에서 개발한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의

하위요인인

정체성

과잉조절

(over-accommodation)과 정체성 통합결여 척도로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서
론의 가설 모형에 따른 외상후 정체성 변화 유형 구분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유형에 따라 관련 외상 경험 유형, 자기정의기억 양상, 그리고 심리적 대처양
상에서 차이가 발견되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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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1. 외상후 맥락기억양상 질문지 개발 및 타당화
연구 3.1에서는 외상과 관련된 자기정의기억 양상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도
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외상후 맥락기억을 평가할 수 있는 자기보고형 질문지
를 제작하였다. 특히 Brewin과 동료들(1996, 2010)의 이중표상이론을 중심으
로 하여, 감각기반기억과 맥락기억 표상을 독립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중표상이론을 바탕으로 감각기반 기억표상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외상성기억양
상질문지(Trauma

Memory

Quality

Questionnaire,

이하

TMQQ;

Meiser-Stedman, Smith, Yule, & Dalgleish, 2007)가 유용하다. 원저자인
Meiser-Stedman 등(2007)의 연구에서는 감각기반기억과 맥락기억 표상을 별
도로 평가하지 않고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였으나, 국내의 고문외상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최현정, 이훈진, 이화영(출판중)은 TMQQ가 감각기반 기억표상을
하위 요인 별로 측정하지만 맥락기억 표상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에서 TMQQ의 감각기반 기억표상은 해리성 재체험 감각기반
기억표상과 파편적 시각체험 기억표상의 2 요인으로 나타났다. 해리성 재체험
감각기반 기억표상은 과거 외상 기억의 다양한 감각적 요소들이 현재에 다시
체험되는 표상으로, 시간적 맥락(temporal context)이 없고(현재성의 강화), 통
제되지 않는 감각기억이 있다는 측면에서 명명하였다. 파편적 시각체험 기억표
상은 분절된 시각 체험이 특징적이었으나, 시간적 맥락의 문제는 없는 표상으
로 구성되었다. 해리성 재체험 감각기반 기억표상은 파편적 시각체험 기억표상
과 달리, PTSD와 우울 증상 전반에 대한 설명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최
현정 등, 출판중).
TMQQ 이외에, 이중표상이론에서 맥락기억 표상을 측정하는 도구는 부재한
다. 이중처리를 설명하는 가장 유사한 개념은 Ehlers와 동료들이 제시했다. 이
들은 외상 당시의 부호화 과정의 이중처리를 구분하여 자료기반(data-driven)
처리와 개념기반(conceptually-driven) 처리를 설명하였고(Ehlers & Clark,
2000), 기억의 맥락화란 개념기반 부호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였다(예,
Halligan, Michael, Clark, & Ehlers, 2003). 이들은 자기보고형 척도를 제작
하여 경험 연구에 활용하였으나 타당화 연구는 출판되지 않았다.
맥락기억의 측정 방법을 논의하기 이전에, 맥락기억이란 무엇인지 구체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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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Brewin 등(2010)이 개정된 이중표상이론에서 심상기억을 감각기반표
상과 맥락표상으로 구분했을 때, 이들은 언어표현의 가능성, 내러티브 기억, 다
른 자서전 기억과의 조직화, 의식적 접근가능성, 환경 중심성, 맥락 의존성을
맥락기억의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인간의 기억에 맥락이 주어졌다는 것은 ‘언
어’가 결합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하나, Brewin 등(2010)은 ‘언어성’ 보다는
‘맥락성’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시각 심상은 언어 형태는 아니지만 맥락 형성
이 가능하다.
사실상 맥락기억의 문제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외상기억 조직화의 논의를
반영한다. 이것은 Foa와 동료들(예, Foa & Rothbaum, 1998)의 기억기록 조
직화 논의에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조직화 문제는 ‘비조직화된(disorganized)’
혹은 ‘파편화된(fragmented)’의 표현으로 설명되었다. ‘비조직화’와 ‘파편화’의
용어는 혼용된다. 외상과 기억기록의 비조직화 문제는 두 가지로 논의할 수 있
다. 첫째는 외상 기억 자체가 맥락화 되어 있지 못하다는 측면, 둘째는 외상
기억이 전체 자서전 기억 속에서 맥락화 되어 있지 못하다는 측면이다(안현의,
주혜선, 2012).
우선 외상 기억 자체의 맥락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PTSD가 있는 사람들의
외상 기억 내러티브를 평정하여, 내러티브가 파편화되어 있고 완결되지 못하며
정교하지 못하다는 점을 검증하였고(Foa et al., 1995), 이는 이후 PTSD의 발
현을 예측한다고 밝혔다(Amir, Stafford, Freshman, & Foa, 1998). 강간 피
해자에게 외상 기억의 심상 재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노출치료를 실시했을 때,
외상 기억 내러티브의 파편화 감소는 불안 완화와, 내러티브의 조직화 상승은
우울 완화와 관련을 보였다(Foa et al., 1995). 또한 PTSD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핫스팟을 기술하도록 했을 때, 미완성 사고, 과거 기술
에서 현재 시제 사용, 저조한 인지적 처리 등 핫스팟 기억이 비조직화된 특징
을 보였다(Jelinek et al., 2010). 또 다른 연구에서 강간 외상 사건의 내러티
브는 정서를 보다 ‘반영했으나’, 정서를 ‘지칭하는 언어’는 저조하게 활용되었
고, 기억의 명료성이 저조하였다(Tromp, Kiss, Figueredo, & Tharan, 1995).
전체 자서전 기억 내 외상기억의 맥락화에 관한 논의에는 다음이 있다.
Schauer 등(2011)은 자서전 맥락기억 혹은 차가운 기억(cold memory)이라는
설명을 하였다. 이는 Conway와 동료들(2000, 2004)의 자기기억체계 중 시간,
위치, 맥락 정보를 담은 자서전지식기반(autobiographical knowledg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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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유사하다. PTSD가 있는 경우, 외상 사건 기억에는 자서전 맥락기억 혹
은 차가운 기억이 없다. 즉, 외상 사건은 생애시점에서 시공간적 조직화가 되
어 있지 않고, 맥락이 변별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Schauer et al., 2011).
Schauer 등은 특히 복합 외상에서 이것이 악화됨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실험 연구에서, Kleim, Wallott과 Ehlers(2008)는 PTSD가 있는 사람
들은 외상 기억이 활성화될 때, 외상 외의 다른 자서전 기억을 인출하는 역량
이 저하되었음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기억이 자서전 기억에 통합
되어 있지 못하여 PTSD 증상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연구 3.1에서 외상후 맥락기억 양상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기억표상의 이중성을 가정한 맥락기억의 측
정 도구는 부재한 상태로, 본 연구는 외상후 맥락기억양상 질문지에서 외상 기
억의 조직화와 외상 기억의 자서전 기억 내 조직화를 반영하도록 구성 하였다.

방 법
예비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서울시내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강좌를 수강하는 대
학생 249명 중 외상 경험이 있는 102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남성은 64명
(62.7%), 여성은 38명(37.3%)이었고, 연령의 범위는 18~30세로 평균 연령은
21.69세(SD=2.73)였다. 교육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대학 재학생이 96명
(94.1%), 대학 졸업이 6명(5.9%)으로 나타났다. 외상 경험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단일 외상 경험을 한 사람은 49명(48%), 복합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11명
(10.8%), 아동기 복합 외상 경험자는 42명(41.2%)이었다. 구체적으로, 중복을
포함하여, 아동기 성학대 경험은 31명(30.4%), 아동기 신체 학대 경험은 24명
(23.5%), 성인기 성폭력 경험은 19명(18.6%), 성인기 신체폭력 경험은 23명
(22.5%),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은 29명(28.4%), 심각한 사고 및 재해는 35명
(34.3%), 고문 및 공권력으로 인한 폭력 17명(16.7%), 감금 경험 2명(2.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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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도구

외상후

맥락기억양상

질문지(Posttraumatic

Contextualized

Memory

Questionnaire: PCMQ) 예비문항. 맥락기억 양상에 관한 Brewin과 동료들(예,
Brewin, 2011; Brewin et al., 1996, 2010)과 Schauer 등(2011)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외상 사건 자체의 조직화와 외상 사건의 자
서전 기억 내 조직화(안현의, 주혜선, 2012)를 포함하였다. 외상 이후 나타나
는 외상사건의 조직화를 묻는 4문항, 자서전 기억 내 조직화를 묻는 3문항, 그
리고 기억 통제를 묻는 3문항으로 총 10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
으로, 외상 사건 자체의 조직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외상 기억이 정리된 정도,
시공간 정보와 정황 및 전개 과정에 대한 기억, 시간적 변별 능력의 문항을 구
성하였고, 외상 기억의 자서전 내 조직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른 자서전 기억
과의 동등성과 연결 가능성, 긍정적 자서전 기억의 활성화 가능성을 포함하였
다. 또한 기억 통제 문항은 기억에 대한 주의 통제, 발화 시의 정서 조절 역량
과 조리 있는 전달 능력에 대해 묻도록 하였다.
사건경험질문지. 연구 2와 동일하다.

본연구
참여자

심리학 관련 워크샵에 참여한 일반인 중 복합 외상 경험이 있는 사람 117
명과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조모임 중 복합 외상 경험이 있는 구성원 25
명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총 142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남성은 23명
(16.2%), 여성은 119명(83.8%)이었고, 연령의 범위는 19~63세로 평균 연령은
38.61세(SD=9.38)였다. 교육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고등학교 졸업이 41명
(28.9%), 대학교 졸업이 71명(50.0%), 대학원 졸업이 30명(21.1%)으로 나타
났다.
복합 외상 경험의 시기를 살펴보았을 때 성인기에 발생한 경우는 총 1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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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41명(28.9%)이었다. 중복을 포함하여, 41명 중 성인기 성폭력 경험자는 17
명(41.5%), 성인기 신체폭력 경험자는 12명(29.3%), 고문 경험자는 2명
(4.9%), 감금 경험자는 1명(2.4%), 성인기 충격적인 사별 경험자는 20명
(48.8%), 성인기 자연재해 경험자는 7명(17.1%), 성인기 심각한 사고 경험자
는 16명(39.0%), 전투 경험자는 1명(2.4%), 성인기 심각한 신체질환 경험자는
9명(22.0%)이었다.
아동기의 복합 외상을 포함하는 경우는 총 142명 중 101명(71.1%)이었다.
중복을 포함하여, 101명 중 아동기 성학대 경험자는 54명(53.5%), 아동기 신
체학대 경험자는 41명(40.6%), 성인기 성폭력 경험자는 23명(22.8%), 성인기
신체폭력 경험자는 12명(11.9%), 고문 경험자는 8명(7.9%), 감금 경험자는 3
명(3.0%), 아동기 충격적인 사별 경험자는 26명(25.7%), 성인기 충격적인 사
별 경험자는 29명(28.7%), 아동기 자연재해 경험자는 18명(17.8%), 성인기 자
연재해 경험자는 12명(11.9%), 아동기 심각한 사고 경험자는 18명(17.8%), 성
인기 심각한 사고 경험자는 17명(16.8%), 전투 경험자는 3명(3.0%), 아동기
심각한 신체질환 경험자는 15명(14.9%), 성인기 심각한 신체질환 경험자는 17
명(16.8%)이었다.
도구

외상후

맥락기억양상

질문지(Posttraumatic

Contextualized

Memory

Questionnaire: PCMQ). 예비연구에서 선별한 9문항을 활용하였다.
외상성기억양상질문지-한국판(Trauma
TMQQ).

Meiser-stedman

Memory

등(2007)이

제작한

Quality

Questionnaire:

외상성기억양상질문지는

Brewin 등(1996)의 이중표상이론에 따른 외상기억표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되었다. 이를 번안 타당화한 한국판은 외상과 관련된 감각기반표상을 측정하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최현정 등, 출판중). 해리성 재체험 감각기반 기억표
상 하위 요인은 지금-여기에서 나타나는 상황접근성 감각 기억의 재체험을 측
정하고, 파편적 시각체험 기억표상 하위 요인은 파편화되고 분절된 시각 양상
의 기억을 측정한다. 최현정 등(출판중)에서 내적 일관성은 .93으로 양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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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경험질문지.

연구자가 개발한 질문지로 일생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외상 사건에 대한 목록 13가지가 제시되어 있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주관식
으로 표기할 수 있다. 사건 목록과 질문 방식은 외상초기면담(Initial Trauma
Review, ITR; Briere, 2004)과 외상후 진단 척도(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DS; Foa, Cashman, Jaycox, & Perry, 1997)를 기초로 제작하였다.
자연재해, 심각한 사고 혹은 상해, 전쟁 및 전투,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 질환,
가까운 이의 급작스러운 죽음(사고, 범죄, 자살 등), 무기 공격, 신체 구타, 성
폭력(중요한 이 혹은 낯선 이), 성희롱, 고문, 감금 경험이 포함되었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으며, 경험에 대한 유무, 사건 발생 연령대, 반복성 여
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mpact of Events Scale-Korean-Revised:
IES-R-K). 외상과 관련된 재경험, 회피, 과다각성, 해리 및 둔감화 증상의 외
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Weiss와 Marmar(1997)의 척도를 국내
에서 타당화된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은헌정 등, 2005)을 활용하였다.
은헌정 등(2005)에서 내적 일관성은 .69~.83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 Depression scale).
연구 2와 동일하다.

자료 분석
예비연구에서 CEFA 3.04를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뒤, 추가로
PARSCALE을 사용하여 다분문항반응이론의 등급반응모형(Samejima, 1969)에
따른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적합한 문항을 최종 선별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본연구에서 선별 문항에 대해 CEFA 3.04를 활용하여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한 뒤에, 문항의 위계 요인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AMOS 18
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관련 척도와의 상관을 통해 타당
도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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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예비연구의 문항 선별
예비연구에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추정으로

oblique-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을 기준으로 선별했을 때 3요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 때 χ2=(18, N=102)=16.204, p=.578, RMSEA 값이 .000으로 매우 양
호한 적합도에 해당하였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2). 요인 부
하량이 .30 이상인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여섯 문항이 제 1요인에,
두 문항이 제 2요인에, 그리고 두 문항이 제 3요인에 해당하였다. 제 1요인에
다분문항반응이론의 등급반응모형(Samejima, 1969)을

적용하여 문항 분석을

실시했을 때, 한 문항(‘내 인생에는 이 사건 경험 이외에 좋은 기억들도 있
다.’)은 변별도가 0.246으로 다른 문항의 변별도(1.069~2.248)에 비하여 지나
치게 낮고, 이 문항을 제외한 다른 문항은 문항특성곡선이 개별적으로 분리된
곡선의 양호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이 문항만은 직선을 이루고 있어, 이는
제 1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항으로 생각되어 제외하였다. 이에 아홉 문항을
최종 선별하였다.

본연구 결과
본연구에서 문항 총점과 각 문항의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최저 .560(‘이 사
건 경험들을 내 삶의 다른 경험들과 연관 지을 수 있다.’)에서 최고 .729(‘만약
이 경험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면, 조리있게 전할 수 있다.’)의 범위로
나타났다. 문항 간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최저 .207(p <.05, ‘사건 당시 들었
던 내 생각/감정이 기억 속에 정리가 되어 있다.’와 ‘이 사건 경험들을 내 삶의
다른 경험들과 연관 지을 수 있다.’)에서 최고 .764(p <.01, ‘만약 이 경험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면, 감정/느낌에 방해받지 않고 전할 수 있다.’와
‘만약 이 경험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면, 조리있게 전할 수 있다.’)로
나타났다. 총 아홉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는 .83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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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하였다.
요인 분석 및 상관 분석
이어 아홉 문항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추정으로
oblique-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 요인일
때 χ2=(6, N=142)=8.601, p=.197, RMSEA 값이 .055로 양호한 적합도에 해
당하였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2). 요인 부하량이 .30 이상
인 문항을 구성하였을 때, 문항 5(‘이 사건 경험들을 내 삶의 다른 경험들과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가장 높은 요인 부하량이 .30 미만이었으므로 제거하
였다. 이 문항은 앞선 상관 분석에서도 상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각 요인은 두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서전 조직화 요인, 맥락
통제 요인, 외상기억 조직화 요인, 발화 조절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어 각 요인별 문항 총합과 감각기반기억 측정치와의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문항 6과 7로 구성된 외상기억 조직화 요인의 총점은 해리성 재체험 감각
기반기억 측정치와 r=.266, p<.01, 로 정적 상관을, 또한 파편적 시각체험 기
억 측정치와 r=.414, p<.001, 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이는 맥락기억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 요인을 제거하였다.
위계 요인 구조 탐색
나머지 세 개 요인이 맥락기억이라는 상위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는가를 판
단하기 위해서 위계 요인 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외상후
맥락기억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과 하나의 상위요인으로 구성된 위계 3-1 요
인 모형으로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대안모형으로 단일 수준 모형으로 구성했을 때, χ2(9, N=142)=74.55,

p=.000, NNFI=.622, CFI=.773, RMSEA 값은 .227로 적합도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계 3-1 요인 모형을 구성했을 때, χ2(6, N=142)=5.81, p=.445,

NNFI=1.002, CFI=1.000, RMSEA=.000로 적합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2). 따라서 위계 3-1 모형을 수
용하였다. 그림 3에 여섯 문항과 해당하는 하위 및 상위 요인과 경로 계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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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외상후 맥락기억 척도의 3-1위계 요인 모형
***

p <.001.

타당도 분석
외상후 맥락기억척도 측정치와 감각기반기억을 측정하는 TMQQ와의 상관을
표 12에 제시하였다. 맥락기억 하위요인 중 맥락 통제와 발화 조절은 해리성
재체험 감각기반기억과 경미한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서전 조직화 하
위요인은 해리성 재체험 감각기반기억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파편적 시각체
험기억은 맥락기억의 하위요인과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외상후 맥락기억 측정치와 감각기반 기억표상 측정치의 상관
감각기반기억총점
맥락기억 총점
자서전조직화
맥락통제
발화조절
*

-0.067
0.101
-0.104
-0.136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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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성 재체험

파편적

감각기반기억
-0.160
0.038
-0.197*
-0.201*

시각체험기억
0.045
0.154
0.013
-0.045

표 13.외상후 맥락기억 측정치와 외상후 정체성 변화 및 심리적 증상 측정치
와의 상관

*

정체성

정체성

과잉

통합

맥락기억 총점

조절
-.378***

결여
-.299***

-.403

자서전조직화

-.154

-.089

-.170*

정체성

부정적

혼란

정체성

***

정체성
기능

PTSD

우울

-.314

문제
-.302***

-.196*

-.318***

-.075

-.072

.056

***

-.099

맥락통제

-.338

-.247

-.372

-.293

-.333

-.227

-.317***

발화조절

-.387***

-.355***

-.397***

-.355***

-.293***

-.268**

-.321***

p <.05.

**

***

p <.01.

***

**

***

***

***

**

p <.001.

또한 외상후 맥락기억 척도가 외상후 정체성 변화 측정치, 외상후 심리적
증상으로 PTSD와 우울의 측정치와 보이는 상관을 표 13에 제시하였다. 맥락
기억 측정치는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의 하위 요인 측정치와 낮은 수준이지
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우울 증상과의 상관도 유의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외상 기억의 이중표상이론을 바탕으로 외상후 맥락기억을 평가하
기 위한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개발하였고 타당화 하였다. 외상후 맥락기억척도
는 자서전 조직화, 맥락 통제, 발화 조절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위
계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자서전 조직화
는 외상 기억이 하나의 자서전 기억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수준을, 맥락 통제
는 기억의 자발적 통제 가능성과 외상 기억의 시간 맥락 변별 가능성을, 그리
고 발화 조절은 외상 사건에 대한 발화 시에 정서 조절 및 조직화된 전달 능
력의 수준을 측정한다. 이러한 문항으로 구성된 외상후 맥락기억 척도의 위계
구조는 양호한 적합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맥락기억표상과 PTSD의
논의에서 등장한 기억 맥락화의 논의를 일부 잘 반영하고 있다. 자서전 조직화
(예, Brewin, 2011; Schauer et al., 2011; Conway, 2005)와 맥락 통제(예,
Brewin et al., 2010; Michael, Ehlers, Halligan, & Clark, 2005; Hellawell
& Brewin, 2002; Schauer et al., 2011)에 해당하는 내용은 기존 PTS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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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표상의 논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부분과 일치하고, 발화 조절은 일관된
내러티브 구성과 언어화(Brewin et al., 1996)와 같은 발화 시의 통제 역량을
반영하므로 맥락기억표상의 구성에 적절해 보인다.
이 척도를 활용하여 외상에 대한 감각기반기억의 측정치와의 상관을 살펴보
았을 때, 유의미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감각기반표상과 맥락표상이
병렬적으로 부호화된다는 가정(Brewin, 2011)을 뒷받침 한다. 다만 해리성 재
체험 감각기반기억이 맥락기억척도 중 맥락 통제와 발화 조절의 하위 요인과
경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맥락 통제와 발화 조절의 요인은 감각기반기억이
얼마나 맥락표상과 연결되어 통제되고 있는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Brewin(2001)은 외상 기억의 맥락화란 외상 기억에 선언기억 정보가 포함되
어 있어 자극 변별이 가능한 정도를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본 측정 도구에도
외상의 감각기반기억이 맥락표상에 의해 하향 통제되는 측면이 반영되었다.
자서전 조직화 하위 요인은 감각기반기억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
는 외상 기억이 자서전 기억 내에 정리된 정도는 감각기반기억의 통제 가능성
과 별개의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자서전 기억의 조
직화에 감각기반기억의 조직화가 선행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감각기
반기억이 맥락화되지 못한 상태에서도 개인은 기억이 자서전 조직화를 구성하
고 있다고 지각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감각기반기억에 회피 대처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기억의 과
잉일반화 양상으로 설명되었는데, PTSD가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기억을 발
화하지 못하고 과잉 일반화된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Moore & Zoellner,
2007; Williams et al., 1999). 이러한 개인들은 외상 기억은 구체적으로 회상
하지 못하면서도, 이 사건 기억에 대한 시공간적 맥락을 ‘알고’ 있으며 마치 개
념자기 기억과 통합된 것처럼 지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자서전 조직화 단일 요인만으로는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외상후 심리적 증상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에 역부족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
우는 정체성 유형에 대한 가설 중 외상 기억이 비조직화된 상태로 자서전에
동화된 과잉조절 및 외상억제 유형에 가까울 것으로 가정이 된다. 가설에서도
과잉조절 유형은 외상 사건에 대한 2차 정서와 부정적 평가의 몰두가 특징적
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외상억제 유형은 외상 정보가 결여된 개념적 사고의 형
태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이후 외상후 정체성 변화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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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긍정적 자서전 기억의 조직화(‘내 인생에는 이 사건 경험 이외에 좋은
기억들도 있다.’)를 묻는 문항은 예비연구에서 탈락하였다. 단서 단어에 따라
자서전 기억을 인출하는 자서전기억검사(Autobiographical Memory Test)를
활용한 일련의 연구에서 PTSD는 긍정적 자기정의기억의 인출 저하와 관련이
있었다(예, Sutherland & Bryant, 2005). 이러한 선행 연구에 따라 이 문항을
포함했지만, 문항반응이론에 따른 변별도가 현저히 저조하여, 긍정적 자서전
기억의 경합 역량은 본 척도의 다른 문항과는 구분되는 맥락기억 표상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상기억의 조직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했던 일부 문항(‘이 경험이
일어난 시기, 장소, 혹은 정황이 기억난다.’, ‘이 경험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해가 된다’)은 감각기반기억과 정적 상관이 발견되어 탈락시켰다. 이는 외상
기억이 파편화된 상태에서 통합된 역기능적 맥락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능적 통합을 반영하고자 했던 본 외상후 맥락기억 측정과는 구분해야 한다
고 판단하였다. 맥락을 반영하고자 했던 이러한 문항이 감각기반 기억표상과
이루는 정적 상관은, 외상 기억이 인생 이야기 안에서 일관적인(coherent) 양
상을 띠거나 통합될(integrated) 때 부적응이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예,
Berntsen & Rubin, 2007)들을 설명할 수 있다. 과도한 통합(‘enhanced
integration’)이 역기능을 일으킨다는 이러한 논의는 ‘통합’과 ‘일관성’의 개념
에 생생함, 시간적 회귀, 재체험, 정서 강도, 감각 심상과 같은 감각기반표상의
활성화를 포함시킨다(예, Thomsen & Berntsen, 2009). 또한 Rubin, Schrauf
와 Greenberg(2004)가 개발한 자서전기억질문지(Autobiographical Memory
Questionnaire: AMQ)는 ‘기억이 조각난 파편으로 떠오른다.’와 같은 파편화를
역문항으로 포함하기도 하지만, 사건의 장면, 행위, 전개, 순서가 명료한가 등
외상 사건의 구체적 기억을 묻는데, 연구자들은 이것이 일관된 조직화 역량을
측정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문항들은 본 연구에서 탈락한 외상 사건의 조직
화 문항들과 유사하다. 따라서 과도한 통합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기
억 측정에는 역기능적 통합, 즉 감각기반 기억표상이 활성화된 상태에서의 맥
락 기억의 조직화를 반영하는 개념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혼재
는 Brewin(2011)이 지적했듯이, 외상 기억의 이중표상의 문제를 반영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이중표상이론에 입각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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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역기능적 통합 내용을 제거하였으며, 기능적 통합을 선별하여 반영하였
다.
외상후 맥락기억양상 측정치와 외상후 정체성 변화 및 심리적 증상의 상관
분석에서, 경미하지만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외상 사건의 맥락화
와 PTSD의 관련성을 보고했던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예, Ehlers &
Clark, 2000; Foa et al., 1995; Halligan et al., 2003; Jelinek et al.,
2010).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외상후 맥락기억양상 질문지는 독립적인 개
념으로서 외상 사건에 대한 기능적 맥락화의 수준을 양호하게 측정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예비 문항 수가 적었고, 최종 문항 수 역시 여섯 문항으로 적은 편
에 속한다. 따라서 맥락기억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기 위한 내용 타당도 측면
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문항을 보완하여 내용 타당도를
강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표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되었고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예비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외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로
문항을 선별하였으나, 본연구는 복합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참여로 이루어졌
다. 복합 외상의 경우 단일 외상 경험자들에 비교했을 때 기억의 조직화 수준
이 보다 저조하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Schauer et al., 2011). 복합 외상 경
험자의 맥락기억의 특징을 기반으로 타당화 연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는 의의
가 있으나, 추후에는 단일 외상 및 복합 외상 경험자들 간에 나타나는 차이를
검토하는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로 구성된 동질 표본의 다양
한 자료를 통한 교차 타당화 및 차이 비교 연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맥락기억을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 연구는 주로 자서전 기억을 ‘발화’한 자료를 임상가
가 평정한 측정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O'Kearney & Perrott, 2006), 발
화 과정이 유발하는 심리적 고통과 이에 따른 회피 현상은 기억표상 측정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Halligan 등(2003)은 자기보고 방식의 기억
측정은 ‘발화’가 매개되어 작용할 수 있는 측정 왜곡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언급하였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외상후 맥락기억양상 질문지
는 자기보고형 기억 측정도구의 이러한 장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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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2 외상 기억의 감각기반표상에 따른 개념자기기
억의 억제조절능력: 망각지시실험의 적용
연구 3.2에서는 기억의 암묵적 통제 역량을 측정하는 실험 방법인 망각지시
실험(directed forgetting paradigm; Bjork, 1989)을 활용하여 외상의 감각기
반 기억표상 수준에 따른 개념자기 기억의 억제조절 역량을 탐색하고자 하였
다. 자기보고형으로 감각기반 기억표상을 측정하는 TMQQ를 통해서 감각기반
기억표상과 정체성 변화의 관계를 살피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감각기
반 기억표상은 비자발성 및 상황접근성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실험 방법을
활용하여 TMQQ와 개념자기기억 간 관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망각지시실험 과제를 통하여, 외상 사건에 대한 감각기
반 기억표상의 문제 수준이 개념자기 판단 및 개념자기 기억 억제조절 역량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자기정의기억
양상의 관계를 뒷받침 하고자 하였다.
망각지시실험에서 나타나는 망각지시효과란 ‘망각’을 지시했을 때 망각하는
역량을, 그리고 기억효과란 ‘기억’을 지시했을 때 기억하는 역량을 말한다. 즉,
망각지시실험은 ‘망각’ 혹은 ‘기억’이라는 주어진 과제에 합당한 기억의 억제조
절 능력을 평가한다(Bjork, 1989). 망각지시실험을 통해서 인출 경쟁을 하는
기억 중 과제에 합치하는 적절한 정보를 인출하는 능력을 추론해볼 수 있는데,
망각의 지시는 정보의 유효성(availability)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접근성
(accessibility)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키고, 의식 외부에서 개인의 경험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nier et al., 2007).
그 동안 외상과 관련된 망각지시실험은 PTSD가 있는 사람들의 외상 단서
에 대한 회피적 기억 전략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Brewin & Andrews,
1998). Myers, Brewin과 Power(1998)에서 불안을 억압하는 사람들은 부정
적 단어에 대하여 망각을 지시했을 때 망각을 보다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PTSD 연구자들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회피
하거나 망각하려는 동기를 보인다고 하였고 이를 망각지시실험을 통해 검증하
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수렴되지 않았다. McNally, Metzger, Lasko,
Clancy와 Pitman(1998)은 이와 같은 회피 부호화 양상(avoidant en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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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 외상, 긍정, 중립 단서 단어를 제시하여 망각지
시실험을 실시했는데, 가설과 달리 PTSD가 있는 아동 성학대 생존자들은
PTSD가 없는 생존자 혹은 외상경험이 없는 통제 집단에 비하여 외상관련 단
어의 망각지시효과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다만 기억 지시 상황에서 긍정
및 중립 단어를 기억하는 역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PTSD가 정
보처리 능력의 저하를 야기하고, 이 제한된 주의 자원이 외상과 관련된 자료에
집중적으로 할당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 논하였다.
Cottencin 등(2006)은 정서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중립 단어만을 활
용하여 망각지시실험을 실시하였다. PTSD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망각지시에도
불구하고 망각을 하지 못하는 저조한 망각지시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들은
PTSD에서 상황접근 기억(Brewin et al., 1996)의 활성화가 전반적인 기억 억
제 역량을 저하시킬 가능성에 대해 논하였다. 마찬가지로 국내 연구에서도 김
바라와 안현의(2009)는 외상을 경험하고 PTSD 증상 수준이 높은 참여자들은
외상을 경험하지 않은 참여자에 비교했을 때 망각지시효과가 저하된 경향을
보였으며 이에 외상 경험이 기억억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하였다.
연구자들은 망각지시실험이 자서전 기억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
는데, 자서전 기억 역시 망각지시에 의해 의도적으로 망각될 수 있음이 드러났
다(Barnier et al., 2007; Joslyn & Oakes, 2005). 특히 Barnier 등은 망각지
시효과가 복잡한 정서적 자서전 기억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들은 다
양한 실험 통제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자기와 관련된 자서전 기억에는 억제
조절 능력이 저하된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연구 3.2에서는 복합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외상 기억의 감각
기반표상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개념자기 기억 단서에 대한
망각지시효과의 차이를 밝혀, 감각기반 기억표상의 활성화가 개념자기 기억의
효율적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상 사건에 대한 감각기반 기억표상의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뒤, 개념자
기 관련 단어(성격 특질 단어)를 실험자극으로 하여, 개념자기 판단 과제를 동
반하는 망각지시실험에서 나타나는 개념자기 기억의 억제조절 능력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개념자기(Brewin, 2011; Conway, Singer et al., 2004)는 자기 자신에 대
한 개념적 지식으로서, 자기 특질(Klein & Loftus, 1993) 판단과 유사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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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Conway, Singer et al., 2004). 외상사건에 대한 감각기반 기억표상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과제가 주어졌을 때 관련 정보와 무관 정보를 변별하는
능력과, 무관 정보를 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예,
Cottencin et al., 2006). 이것이 개념자기 기억을 조절하는 데에는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를 실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서로 반대되는 성격특질 단어의 쌍에서 자기 특질을 선택하는
과제를 통해 개념자기 기억을 활성화시킨 후, 망각 혹은 기억 과제 지시를 하
여 과제 변별을 조건으로 두었다. 이어서 지시와 무관한 모든 단서 단어의 회
상을 요구하는 기억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과제(망각 혹은 기억)와 관
련된 특질 단어만을 변별하는 능력을 살펴보았다. 외상 기억의 감각기반표상이
높은 사람들은 개념자기 기억에 대한 억제 역량이 저조하므로, 과제 변별에 실
패할 것이고, 따라서 망각 지시 상황에서도 기억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
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자기와 관련된 특질 단어인가 자기와
반대되는 특질 단어인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자기에 대한 판단이란 자기정의기억에서 개념자기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개
념자기의 활성화에는 일화기억의 억제 및 활성화가 관여한다(Conway &
Playdell-Pierce, 2000). 즉, 외상의 감각기반 기억표상 수준이 높은 참여자들
은 개념자기의 판단 이후 활성화될 일화기억의 억제조절 수준이 저하될 가능
성이 높고, 이는 망각지시실험에서 망각효과의 저하로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는 복합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 중 외상 기억의 감각기반표상 수준이
높은 참여자를 실험 집단으로 하여, 이들이 과제에 따라 관련 단서를 변별, 억
제 조절하지 못하여 망각지시효과가 저하될 것으로 보았다. 더하여 이들은 일
반 정보처리능력의 저하로 기억효과에서도 낮은 수행을 보일 것이다. 특히 일
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관련 기억은 기억효과가 증진된다는 결과를
토대로(예, Barnier et al., 2007), 외상의 감각기반 기억표상의 상승은 이러한
일반 기억 역량을 훼손시킬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중 및 복합 외상을 경험했지
만 외상 기억의 감각기반표상 수준이 낮은 참여자를 통제 집단으로 구성하여,
이들은 실험 집단과 비교했을 때 자기관련 단서의 망각지시효과와 기억 효과
가 양호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복합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 중, 외상의 감각기반 기억표상 수준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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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감각기반 기억표상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망각지시 실험 조
건에서 전체 기억 단어 중 자기관련 단어를 기억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2. 복합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 중, 외상의 감각기반 기억표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감각기반 기억표상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기억 지시 조건에
서 전체 기억 단어 중 자기관련 단어를 기억하는 비율이 낮을 것이다. 자기반
대 단어를 기억하는 비율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방 법
실험 설계
실험 설계는 2(집단; 복합 외상 경험자 중 외상 기억의 감각기반표상 수준
이 높은 집단, 복합 외상 경험자 중 외상 기억의 감각기반표상 수준이 낮은 집
단) x (2)(지시; 망각, 기억) x (2)(자극 단어; 개념자기 단어, 개념자기 반대단
어)를 활용하였다. 지시와 자극단어 변인은 집단 내 변인이었다.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서울시내 대학교 대학생과 심리치료 관련 워크샵에 참여한
일반인 중에서 본 실험 연구에 참여에 동의한 사람 35명 중 복합 외상을 경험
한 사람 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3.1에서 측정한 감각기반기억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점수(M=15.62, SD=5.49)를 기준으로 하여, 1 표준편차 이
상에 해당되는 높은 감각기반 기억표상 척도 점수를 보이는 사람들을 실험 집
단으로, 평균 이하에 해당되는 낮은 수준의 감각기반 기억표상 척도 점수를 보
이는 사람들을 통제 집단으로 선별하였다. 이에 실험 집단 10명과 통제 집단
10명, 총 20명으로 구성하였다.
실험 집단에 포함된 참여자의 외상 경험 종류를 살펴봤을 때, 중복을 포함하
여, 아동기 성폭력 경험자 2명, 아동기 신체폭력 경험자 2명, 성인기 성폭력

- 118 -

경험자 3명, 성인기 신체폭력 경험자 1명, 심각한 사고 경험자 3명, 충격적인
사별 경험자 7명, 심각한 신체 질환 경험자 3명, 고문 경험자 2명으로 나타났
다.
통제 집단은 중복을 포함하여, 아동기 성폭력 경험자 5명, 아동기 신체폭력
경험자 1명, 성인기 성폭력 경험자 1명, 성인기 신체폭력 경험자 1명, 심각한
사고 경험자 6명, 자연 재해 경험자 4명, 충격적인 사별 경험자 5명, 심각한
신체 질환 경험자 4명, 감금 경험자 1명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관련 심리측정치의 수치를 표 14에 제시하였다.
표 14.실험 및 통제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심리측정치 비교
실험집단

통제집단

(n=10)

(n=10)

성별

남성 4명,
여성 6명

연령
학력

통계치

df

여성 10명

χ2=5.000*

1

34.60(9.31)

35.00(10.93)

t=-0.088

18

고졸이하 3명,
대졸이상 7명

고졸이하 3명,
대졸이상 7명

χ2=0.000

1

외상경험 시기

성인기 4명,
아동기 6명

성인기 6명,
아동기 4명

χ2=0.800

1

외상의 감각기반기억

24.00(3.09)

12.80(1.87)

t=9.798***

18

외상후 맥락기억

15.50(4.58)

16.30(3.83)

PTSD 증상

47.10(17.81)

18.60(14.41)

t=-0.424

18

**

18

**

t=3.934

우울증상

24.40(8.46)

14.30(6.13)

t=3.057

18

정체성 과잉조절

18.80(9.07)

11.30(7.42)

t=2.024

18

정체성 통합결여

23.20(10.16)

15.90(6.01)

t=1.955

18

정체성 혼란

14.40(6.79)

6.50(3.95)

t=3.182

14.5a

부정적 정체성

15.00(7.76)

8.90(3.31)

t=2.286*

12.2a

정체성 기능문제

13.00(7.26)

t=3.403**

9.4a

5.10(1.10)

**

a

주.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

p <.05.

**

p <.01.

***

p <.001.

우선 외상 기억의 감각기반표상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집단 구분
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았을 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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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성별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실험의 종속
측정치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망
각지시-기억 자기관련어 비율, t(18)=-0.462, ns, 망각지시-기억 자기반대어
비율, t(18)=0.765, ns, 기억지시-기억 자기관련어 비율, t(18)=-1.582, ns, 기
억지시-기억 자기반대어

비율, t(18)=1.641, ns,

망각지시-기억

쌍맞춤,

t(18)=0.375, ns, 기억지시-기억 쌍맞춤, t(18)=1.108, ns). 이에 성별 변인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령, 학력, 성인기 및 아동기 발생으로
구분한 외상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외상후 맥락
기억 수준, 정체성 과잉조절, 정체성 통합결여 수준에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정체성 혼란, 부정적 정체성, 정체성 기능문제, PTSD 및 우울
증상에서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구
외상경험질문지. 연구 3.1과 동일하다.
외상성기억양상질문지-한국판(Trauma

Memory

Quality

Questionnaire:

TMQQ). 연구 3.1과 동일하다.
외상후

맥락기억양상

질문지(Posttraumatic

Contextualized

Memory

Questionnaire: PCMQ). 연구 3.1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mpact of Events Scale-Korean-Revised:
IES-R-K). 연구 3.1과 동일하다.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 Depression scale).
연구 2와 동일하다.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Traumatized Identity Questionnaire: TIQ). 연구
2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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웩슬러 기억 검사-III(Wechsler Memory Scale-III: WMS-III) 언어쌍 연합
기억 과제. Wechsler(1997)의 웩슬러 기억검사-III의 하위 검사로 중립 단어
의 쌍을 기억하는 과제이다. 서로 의미가 무관한 중립 단어 자극의 쌍을 청각
으로 제시받은 뒤 단서가 주어졌을 때 회상하는 단기 연합 기억 능력을 평가
한다. 총 8쌍에 대하여 4번의 반복 시행에서 회상해 낸 쌍기억의 정답 수가
점수로 평정된다.

실험자극
한덕웅(1992)의 성격특질단어 목록 중에서 외상으로 변형되는 자기도식범주
로 알려진 4가지 주제(신뢰, 통제, 친밀감, 자존감; McCann, Sakheim, &
Abrahamson, 1988)에 해당되는 단어를 선택하였다. 이는 외상으로 변형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특질 단어를 고려하기 위해서였다. 쌍을 지을 때에는 한덕
웅(1992)에 따라 사용빈도가 유사하고 음절수가 비슷하도록 고려하였다. 도식
범주 내에서 반대어로 쌍을 구성하였고 각 범주 마다 4개의 쌍, 범주별 8개
단어, 총 32개 단어를 선택하였다. 신뢰 범주에는 ‘사려깊다-경솔하다’, ‘의리
있다-이기적이다’, ‘결백하다-기만하다’, ‘진실하다-가식적이다’ 쌍이, 통제 범
주에는 ‘굳건하다-나약하다’, ‘용감하다-비굴하다’, ‘주도적이다-의존적이다’,
‘현명하다-어리석다’ 쌍이, 친밀감 범주에는 ‘친근하다-고독하다’, ‘원만하다배타적이다’, ‘다정하다-냉정하다’, ‘사교적이다-폐쇄적이다’ 쌍이, 마지막으로
존중감 범주에는 ‘평범하다-괴상하다’, ‘고결하다-천박하다’, ‘활기있다-우울하
다’, ‘선량하다-악독하다’ 쌍이 구성되었다. 쌍을 구성할 때에는 명백한 반대어
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예, ‘긍정적이다-부정적이다’). 명백한 반대어의 경우
쌍 자체의 연합 속성으로 인하여 기억 인출 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단어의 사용빈도를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긍정가를 반영하는 단어의 사용빈
도가 부정가를 반영하는 단어의 사용빈도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15)=2.689, p <.05. 단어의 정서가가 실험의 종속 측정치에 미칠 영향을 판
단하기 위해, 참여자 20명이 기억한 단어에서 정서가의 주효과 검증을 하였고,
이 때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기억한 개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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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9)=0.705, ns. 따라서 긍정가의 특질단어와 부정가의 특질단어의 사용빈도
차이가 미친 영향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비교 자극으로 초두 및 최신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외상성 자기도식범주나
긍정-부정 판단과 무관한 단어 4쌍 총 8단어를 한덕웅(1992)의 단어 목록에
서 선택하였다(‘현실적이다-낭만적이다’, ‘재미있다-진지하다’, ‘검소하다-후덕
하다’, ‘겸손하다-자랑하다’). 40개 특질단어의 반대어 쌍 구성의 적합성을 검
토하기 위해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9명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 본 실험 자극
목록의 쌍을 맞춘 정답율 평균이 95.6%로, 반대어 쌍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절차
흰색 컴퓨터 화면의 중앙에 검은 글씨로 자극 및 지시를 제시하였다. 우선
단어 쌍 자극이 10초간 제시가 되었고, 참여자들은 시선을 컴퓨터 화면에 고
정하도록 지시받았다. 10초간 참여자들은 ‘쌍 중에서 자신과 관련 있는 단어’
를 선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좌측 긍정 정서가 단어가 자신과 관련이 있으면
키보드의 ‘1’번 키를, 우측 부정 정서가 단어가 자신과 관련이 있으면 키보드
의 ‘0’번 키를 판단이 되는 즉시 누르도록 하였다. 반응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모든 참여자가 10초 이내에 반응을 하였다. 10초가 지난 뒤, 이어 앞서 제시
된 단어 쌍을 ‘망각’ 혹은 ‘기억’하라는 지시가 화면에 3초 동안 제시되었다.
참여자들이 지시에 따라서 단어쌍을 망각하거나 기억하도록 하였다. 단어 및
지시의 순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2(기억, 망각 조건) x 범주 제시 시퀀스
24개(신뢰, 통제, 친밀감, 존중감 제시), 총 48개의 시퀀스를 마련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자극을 각기 다른 무작위의 시퀀스로 제시받았다.
초두 및 최신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비교어군 중 ‘현실적이다-낭만적이다’와
기억

지시, ‘재미있다-진지하다’와 망각 지시는 과제 첫 두 자극으로 고정하

였다. ‘검소하다-후덕하다’와 기억 지시, ‘겸손하다-자랑하다’와 망각 지시는
과제 마지막 두 자극으로 고정하여 제시하였다.
총 20쌍의 자극 제시가 완료된 이후에 참여자들은 5분 동안 망각 및 기억
지시와 무관하게 제시된 모든 단어를 충분히 회상해야 하는 자유 회상 과제를
수행했다. 앞선 망각지시실험이 완료된 후에는 일반 연합 기억 능력을 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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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WMS-III의 언어쌍 연합 기억 과제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
지 작성 이후, 실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결 과
각 참여자의 전체 기억단어 개수, 전체 기억 단어 수 대비 망각지시에 기억
한 단어 비율, 기억지시에 기억한 단어 비율, 자신과 관련 있다고 선택한 단어
(자기관련단어)의 기억 비율,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단어(자기반대단어)의 기억
비율을 구하였다. 또한 전체 기억 단어 수 대비 망각 혹은 기억의 두 가지 지
시 조건에 따라 회상된 자기관련단어와 자기반대단어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표 15.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실험 종속 측정치의 차이 비교
실험집단

통제집단

(n=10)
23.10(5.92)

(n=10)
23.80(4.92)

18

-0.288

2.25(0.96)

2.13(0.82)

18

0.280

12.00(2.83)

13.70(2.95)

18

-1.316

전체 기억단어 개수

6.80(3.36)

9.00(3.37)

18

-1.463

망각지시-기억 비율

.43(.17)

.38(.28)

18

.498

기억지시-기억 비율

.57(.17)

.63(.28)

18

일반연합기억능력 (WMS-III)
반응시간 (초)
자기관련단어 중 긍정 단어 개수

자기관련단어-기억 비율

.65(.23)

.53(.12)

df

t

-0.615

13.6

a

1.466

a

-1.631

자기반대단어-기억 비율

.35(.23)

.48(.12)

13.3

자기관련단어 망각지시-기억 비율

.25(.17)

.26(.22)

18

-0.134

자기반대단어 망각지시-기억 비율

.18(.11)

.12(.13)

18

1.143

자기관련단어 기억지시-기억 비율

.41(.23)

.27(.13)

18

1.577

자기반대단어 기억지시-기억 비율

.16(.15)

.36(.19)

18

-2.556*

망각지시-단어쌍 기억 개수

.70(.82)

.60(.97)

18

0.249

기억지시-단어쌍 기억 개수

.40(.70)

2.30(1.95)

18

-2.905**

a

주.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

p <.05.

**

p <.01.

표 15에 집단별 종속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차이비교 통계치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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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우선 WMS-III로 측정한 일반연합 기억능력에서 집단 간 차이는 발견
되지 않았고, 개념자기 판단에 걸린 반응시간과 전체 기억 단어의 개수 또한
동등한 수준이었다. 각 집단 별 긍정 정서가 단어를 자기 관련 단어라고 선택
한 개수에서 집단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시의 주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망각지시에 따른 기억 단어 비율과 기억지
시에 따른 기억 단어 비율의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극의 주효과
검증에서, 자기관련단어와 자기반대단어의 기억 비율에서 집단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전체 기억 단어 중에서 지시에 따른 자기관련단어와 자기반대단어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서 자기관련 단어와 자기반대 단어
자극 모두에서 망각지시효과는 동등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억지시에서 기억
한 단어의 비율, 즉, 기억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자기관련단어에서 두 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나, 자기반대단어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자기반대어를 기억하는 효과가 유의미하게 저하되었다. 양
쪽 쌍 단어를 모두 기억한 쌍 개수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망각지시 조건에
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억지시 조건에서는 실험집단이 통
제집단에 비하여 쌍으로 단어를 기억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논 의
본 연구는 망각지시실험을 통하여 복합 외상 경험자 중 외상 기억의 감각기
반 기억표상이 우세한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개념자기 기억을 억제
조절 하는 능력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였다. 가설은 실험 집단에
서 망각지시 효과가 저하될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것이 이들의 개념자기 기억
의 억제조절 능력의 저하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망각지시효과는 실험과
통제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억효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억지시 조건에서 자기관련단
어에 대한 기억효과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등했지만, 자기반대단어에 대
한 기억효과는 실험집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즉, 실험 집단은 자기와 반대되
는 특질 단어를 기억해야 할 때, 통제 집단에 비하여 덜 기억했다.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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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쌍으로 단어를 기억하는 능력 역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로 McNally 등(1998)의 망각지시실험에서도 PTSD 유무 집단에
따른 망각지시효과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외상단서에 대한 기억효과는
PTSD 유무와 상관없이 동등하였지만, 긍정 및 중립단서에 대한 기억효과는
PTSD가 있는 참여자들에게 저하되어 나타났다. McNally 등은 이들에게 외상
외 자극에 대한 기억 용량 할당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도 마찬가지로, 기억 지시 과제에서 자기관련단어에 주의가 주로 할당되어
자기반대단어의 부호화 저하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감각기반표상
이 활성화된 사람들의 기억 역량 문제를 반영할 수 있다. 기억지시 조건에서
실험 집단의 단어쌍 기억비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점도 이
들의 기억 용량 저하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WMS-III의 일반단어
연합과제의 수행 수준은 두 집단이 동등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개념자기기억 과제에서 기인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Klein, Cosmides, Tooby와 Chance(2002)의 범위가설(scope hypothesis)
을 적용한다면, 감각기반표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개념자기를 판단할 때에,
이들은 감각기반표상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일화기억의 인출 양상에
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개념자기의 판단에는 도식 수준의 판단뿐만 아니라
일화기억의 인출이 관여하는데, Klein 등(2002)은 특질 판단이라는 과제는 일
반적 개념 정보인 특질요점(Conway, Singer 등(2004)의 개념자기)에 더하여
일화기억이라는 두 가지 기억 체계를 이끌어낸다고 하였다. 이들의 범주가설에
의하면, 개념자기의 판단을 위해서는 특질 요점과, 이와 불일치하는 일화기억
의 인출이 필요하다. 즉, 특질 판단은 개념자기라는 의미 기억의 인출에 더하
여, 특질 판단에 일치하는 일화기억의 인출이 아닌, 특질 판단에 반대되는 일
화기억의 인출을 통해 확증이 이루어진다. Klein,

Cosmides, Tooby와

Chance(2001)는 실험과제를 통해 일반 참여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검증하였다. 일반 참여자들 중 한 집단은 자기특질을 ‘판단’하는 과제 이후, 이
개념과 관련된 자서전 기억을 인출하는 과제를 수행하였고(판단 과제-표적 과
제), 다른 집단은 특질과 관련된 사전적 의미를 ‘정의’하는 과제 뒤에 이 개념
과 관련된 자서전 기억을 인출하는 과제(정의 과제-표적 과제)를 수행하였다.
표적 과제의 수행 속도는 정의-표적 과제보다 판단-표적 과제의 속도가 더 빨
랐고, 이는 ‘판단’이 일화기억의 ‘인출’을 준비시킨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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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표적 과제의 단어 자극이 판단 과제에서 제시한 단어 자극과 반대되는
개념일 때 회상 속도가 더 빨랐는데, 이것은 자기특질 판단 직후, 이 개념과
반대되는 일화기억이 더 자동적으로 점화(prime)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범주 가설을 적용해 본다면, 외상기억의 감각기반표상이 높
은 사람들에게는 ‘특질 판단에 이어 특질과 반대되는 일화기억의 점화 강화’라
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통제 집단의 경우 범주가설에 따라 자
기관련단어라고 판단한 뒤에는, 자기반대단어에 대한 일화기억이 인출될 가능
성이 높고, 따라서 자기반대단어에 대한 기억효과가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실험집단에서 자기반대단어에 대한 기억효과가 낮은 점은, 자기반대 일
화기억의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는 점, 즉, 기억 연결망 내에서 개념
자기와 반대되는 일화기억이 융통성 있게 조직화되어 있지 못할 가능성을 시
사한다. Barnier 등(2007)의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사 생애시점과
관련된 자서전 기억 혹은 군집을 이루고 있는 자서전 기억을 바탕으로 망각지
시실험을 실시했을 때, 이와 같이 연결망을 이루고 있는 기억 간에는 망각지시
효과가 저하되고 기억효과가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기억의 조직화 수
준이 망각지시효과의 저하와 기억효과의 증진을 불러일으켰다는 논의이다. 본
연구에서 외상 기억의 감각기반표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보였던 자기반대단
어의 상대적인 기억효과 저하는 자기정의기억 체계에서 개념자기와 반대되는
일화기억의 조직화 수준이 저하되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양한
일화기억이 조직화된 상태에서 서로 경합하면서 통합적인 개념자기의 형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오직 개념자기에 일치하는 일화기억에 몰두하는 상태로 반대
되는 일화기억에 할당되는 기억 용량이 저하된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개념자기 판단은 편향되거나 경직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를 더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Barnier 등(2007)의 방법처럼 실제
개념자기의 판단에서 인출되었던 일화기억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제와,
개념자기 ‘단어’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일화기억’ 그 자체에 대한 회상을 묻는
과제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념자기 판단과 관련된 일화기억 자체의 억
제조절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개념자기 판단과 기억조절능력의 관계를, 단어쌍으로 구성된 자극의
개념자기 판단 과제와 결합한 수정된 망각지시실험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독특한 점이 있다. 또한 감각기반기억의 높은 활성화 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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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자기 판단에서 기억역량의 저하와 대안적인 개념자기 판단을 위한 일화기
억의 경합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자기정의기억 양상이 외상을 경험한
개인의 정체성 문제에 관여한다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참여자의 수가 적고, 인구통계학적 변인 혹은 실험 자극의 엄격
한 통제가 우선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감각기반 기억표
상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인 단어로 판
단하는 지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개념자기 판단에서 지나치게 이분
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과제의 속성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외상후 정체성 변
화척도 측정치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자기관련 판단 단어 자극의 정서가
와 무관하게 억제조절역량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 본 실험의 중요한 결과
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로 외상후 정체성 변화의 수준이 개념자기 기억의
억제조절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감각기반 기억표상의 타당한 측정에 대해서 언급해야 한다. 시
간적 맥락이 결여된 비자발적 감각기반 기억표상을 측정할 때에는 외상 기억
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와중에 평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Brewin,
2014). 속성 그대로, 감각기반 기억표상이란 자동적으로 촉발되기 때문에 정확
한 측정의 문제는 중요하다. Brewin은 특히 PTSD가 만성화되면서 플래시백
을 성공적으로 억제하는 경우 플래시백의 존재에 대해서 탐지할 가능성은 낮
아지기 때문에 측정의 문제가 등장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도 외상
억제 유형에 관한 가설을 제시했는데, 감각기반 기억표상이 역기능적으로 억제
된 경우를 통제해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본 연구에 있다. 그러나 억제 성향의
사람들이 보이는 망각지시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억제 성향의 사람들이
특별히

강한

망각지시효과를

보인다는

가설을

검증하는데

실패하였다

(McNally, Clancy, Barrett, & Parkerm 2004; McNally, Clancy, Schacter,
2001: Brewin, 2007에서 재인용). 따라서 억제 성향의 집단을 통제하지 못한
문제의 영향력은 적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기억의
속성을 회상하여 외상성기억양상질문지의 문항을 바탕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대안적으로 활용되고 있다(Brewin, 2014).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Barnier 등(2007)의 실험 방법을 적용하여, 망각지시실
험에 앞서 외상에 대한 구체적 일화기억을 인출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감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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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억 표상을 평정하는 선행 작업을 마친 뒤에, 이러한 일화기억이 망각지시
실험의 과제 중에 등장하는지, 또한 망각 및 기억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하는 방법을 추후 활용할 수 있다.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복합 외상 경험에 대한 감각기반 기억표상
이 높은 사람들의 외상후 정체성 회복을 위한 치료적 함의를 발견하였다. 외상
후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는 첫째, 감각기반 기억표상의 조직화가 요구된다. 감
각기반 기억표상의 조직화는 기억 역량 회복에 기여하며 따라서 대안적인 자
극의 부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둘째, 부정적인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자기
정의기억에 반대되는 대안적인 자기정의기억의 인출을 증진하고, 이를 자기정
의기억 연결망 내에 조직화하는 것이 치료 개입에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
로는 외상 기억에 비해 억제되었던 긍정적인 자기정의기억의 인출을 활성화하
고 자서전 기억 내에 조직화하는 처치가 유용할 것이다. 자기정의기억의 조직
화에 초점을 두는 내러티브노출치료(Schauer et al., 2011)는 이러한 처치가
포괄된 접근법으로서, 연구 4에서 실험 처치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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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3 외상후 정체성 변화 유형에 따른 외상 경험
유형, 자기정의기억 양상과 심리적 대처 양상의 차이
연구 3.3에서는 본 연구의 서론 및 표 3에서 제시했던 정체성 유형에 대한
가설 모형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 2의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 하위요인
에서 구조를 측정하는 정체성 과잉조절(over-accommodation)과 정체성 통합
결여의 측정치를 바탕으로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정체성 변화 유형을 구분하
고 유형 간 관련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외상 경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정체성 변화라는 개념과 그 유형 구분을 통해 보다 통합
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정체성 변화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차이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임상장면에 방문하는 정체성 변화 유형은 대개 특징적이다. Brewin 등(1996)
은 정서처리 유형에 따라 외상 경험자들을 유형으로 구분했을 때, 외상화 된
만성처리 유형의 참여자 수가 외상의 조기억제 유형에 비하여 임상 및 연구
장면에서 보다 많을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임상 및 연구 장면에서 만나는 사
람들은 외상에 대한 인간 반응의 일부를 보여줄 뿐이고, 임상 장면에서 개념화
한 PTSD 진단 중심의 이해 역시 개인 변화의 일부분만을 보여줄 뿐이다. 정
체성 변화의 유형을 구분하는 경우, 임상 혹은 연구 장면에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시도할 수 있으며, 희소한 정체성 변화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을 위한 보다 적합한 개입법 역시 개발할 수 있다. 정체성 변화 유형에 따
른 자기정의기억 양상의 차이를 밝혀, 변화 유형에 따른 치료적 접근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다.
정체성 유형 구분 시도는 현재 외상기억과 PTSD에 관한 연구에서 일어나
는 두 갈래의 논의를 보완해 줄 수 있다. 두 갈래란, 외상기억의 파편화가
PTSD를 야기하느냐(예, Brewin, 2011) 혹은 외상 기억의 과도한 통합
(‘enhanced integration’)이 PTSD를 야기하느냐(Berntsen & Rubin, 2007)이
다. 본 연구는 파편화가 PTSD를 야기한다는 점을 기본 가설로 삼고 있으며,
특히 이중표상이론을 바탕으로 하였다. 반면, 외상기억의 단일표상이론에서는
이와 반대로, 외상 기억이 자서전 기억에 과도하게 중심이 될 때 문제가 발생
한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사건 중심성(centrality of event)이 높을 때, 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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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인생사를 지배할수록 오히려 부적응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Berntsen &
Rubin, 2006). 그런데 이는 연구 2에서 탐색되었듯이 본 연구에서 정체성 과
잉조절(over-accommodation)에 해당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사
건 중심성 논의는 개념자기 수준, 즉, 도식 수준에서 외상의 과잉 지배가 보다
큰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자기 수준에
서의 사건 중심성은 구체적인 기억표상에서는 파편화를 동반할 수 있다. 이는
외상이 인생사에 ‘역기능적으로’ 통합된, 즉, 정체성을 부정 조절(negative
accommodation)시킨 결과로서, 이러한 역기능적 조절(accommodation) 혹은
과잉통합(‘enhanced integration’; Berntsen & Rubin, 2007)과 기능적 통합은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체성 변화 유형을 구분하고, 자기정의기
억의 이중표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정체성 내 외상 기억의 조직화 수준
에서 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체성 변화 유형 간 차이를 보일 것으로 검토한 변인들로는
외상 경험 유형에서의 차이, 자기정의기억 양상의 차이, 심리적 대처 양상의
차이가 있다. Brewin(2011)은 강도 높고 지속적인 아동기 및 성인기 외상을
경험했을 때, 정체성 파편화의 경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였고, 안현의 등
(2009)은 자기체계의 손상을 논할 때 복합 외상을 염두에 두었다. 따라서 정
체성 변화 유형에 따라 경험한 외상 유형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겼다. 본
연구는 복합 외상에 주목하여, 복합 외상이 가장 심각한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관련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유형별 자기정의기억 양상의 차이를 통해, 기억의 파편화가 정체성의
파편화를 야기한다는 논의(예, Brewin, 2011)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에 유형
별로 외상 기억에 대한 감각기반 기억표상과 외상후 맥락기억표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외상 기억에 대한 자기정의기억 양상은 외상 정보라는 내적 자
극에 대한 심리적 대처 방식과 관련이 클 것으로 가정하였다. PTSD와 관련된
심리적 처리 기제로는 크게 대처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 해리, 반추, 감정표
현불능 등이 주목 받았다.
Foa와 Rauch(2004)는 성학대 경험으로 PTSD를 보이는 여성들에게 점진적
노출치료를 실시한 이후, 자기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완화가 PTSD 증상의 완
화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자기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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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나 증상 대처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주요하게 구성되어 있어, 결
국 자신의 대처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완화가 PTSD 증상 완화로 이어졌
다고 논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스트레스 혹은 증상에 대한 자신의 대
처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의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한편, 지속적 해리, 반추, 감정표현불능증은 고통스러운 외상 정보를 회피하
는 기능을 지니며, 장기적으로 외상정보 처리를 방해하여 증상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논의되었다. 지속적 해리증상은 외상기억의 처리를 방해하여
PTSD 증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eim, Ehlers, & Glucksman,
2012; Murray, Ehlers, & Mayou, 2002; Panasetis & Bryant, 2003;
Werner & Griffin, 2012). 역기능적 반추 또한 외상기억처리를 방해하는
PTSD 유지 변인으로 주목되었고(Ehlers & Clark, 2000; Kleim et al., 2012;
Murray et al., 2002; Williams et al., 2007), 이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우울증상을 설명하기도 하였다(Ehring, Ehlers, & Glucksman, 2008). 특히
반추는 기억의 과잉일반화 경향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주목되었다(Williams et
al., 2007). 감정표현불능증은 마찬가지로 PTSD 증상 지속과 관련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Frewen, Dozois, Neufeld, & Lanius, 2008; Frewen, Lanius,
Pain, Hopper, & Densmore, 2008).
정체성 유형 구분에 관한 본 연구의 가설 모형에서 외상 정보에 따른 조절
(accommodation) 혹은 외상 정보의 동화(assimilation)라는 처리 양상에 따라
크게 해리 유형, 과잉조절 유형, 외상억제 유형과 통합 유형으로 정체성 변화
유형을 나눈 바 있었다. 또한 연구 2에서 외상후 정체성 변화척도를 개발하면
서, 외상 정보의 처리 양상을 반영하는 정체성 구조의 측면으로 정체성 과잉조
절과 정체성 통합결여의 두 가지 하위요인을 개념화하였다. 이에 연구 3.3에서
는 이를 활용하여, 조절(accommodation)을 반영하는 정체성 과잉조절 측정치
와 동화(assimilation)를 반영하는 정체성 통합결여 측정치를 기준으로, 유형
구분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 분석의 결과 각 군집의 차별성이 표 3의 가설 모형에서 제시한
자기정의기억 양상의 차이와 심리적 대처 양상, 심리적 증상의 차이로 나타나
는지 확인하였다. 우선 해리 유형은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외상 기억의 감각기
반표상이 매우 높고 맥락기억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외상 정보
의 만성처리 과정에서 역기능적 대처 양상의 수준도 가장 높을 것이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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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수준의 정체성 혼란, 부정적 정체성 및 정체성 기능문제와 외상후
심리적 증상 수준이 나타날 것이다.
과잉조절 유형은 마찬가지로 만성처리 과정에 있지만, 외상정보의 동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해리 유형에 비하여 감각기반 기억표상의 수준은 상대적으
로 낮고 맥락기억표상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
전히 감각기반 기억표상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맥락기억표상은 감각
기반 기억표상의 비조직화 상태에서의 역기능적 맥락화에 기반하므로, 대처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반추 등 역기능적 대처 양식 수준이 높을 것이다. 또한 정
체성 혼란, 부정적 정체성, 정체성 기능 문제와 PTSD, 우울의 증상에서도 유
의미한 수준을 보일 것이다.
외상억제 유형은 정체성 통합결여에 기반하고, 외상의 감각기반 기억표상은
억제되어 낮은 상태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맥락기억 역시 외상을 통합하
지 못한 상태에서 역기능적으로 조직화된 상태로, 맥락기억은 높은 수준을 유
지할 수는 있으나 정체성 혼란, 부정적 정체성, 정체성 기능 문제와 PTSD, 우
울 등의 심리적 문제 수준 역시 높은 수준일 것이다. 특히 외상 정보의 억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적 회피 대처로서 해리와 감정표현불능 수준이 높을 것
으로 가정하였다.
통합 유형은 외상 정보처리가 완결된 상태로 감각기반 기억표상의 활성화가
낮고, 맥락표상이 강화된 상태로 가정할 수 있다. 이는 앞선 외상억제 유형과
패턴은 유사하지만, 정도에서 감각기반 기억표상은 보다 낮고, 맥락표상은 보
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상 정보의 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역기능적인
대처 양상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다른 심
리적 증상의 측정치가 매우 낮을 점이 외상억제 유형과의 구분이 타당한 지점
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에서 정체성의 구조를 반영하는 정체성 과잉조
절(over-accommodation)과 정체성 통합결여 측정치를 기준으로 군집 분석을
실시했을 때, 정체성 과잉조절과 정체성 통합결여가 모두 높은 해리 유형, 정
체성 과잉조절만 높은 과잉조절 유형, 정체성 통합결여만 높은 외상억제 유형,
마지막으로 정체성 과잉조절 및 통합결여가 모두 낮은 통합 유형이 구분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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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리 유형은;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의 내용 및 기능 문제, 그리고
PTSD 및 우울 증상에서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복합 외상 경험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을 것이며, 외상 기억의 감각기반표상 수준이 높고, 맥락기억표상
수준은 낮을 것이다. 대처 양상에서는 대처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반추, 해리,
감정표현불능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3. 과잉조절 유형은;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의 내용 및 기능 문제, 그리고
PTSD 및 우울 증상에서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해리 유형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이다. 외상 기억의 감각기반표상 수준이 높고, 맥락표상 수준도
높을 것이다. 대처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반추 수준이 높을 것이다.
4. 외상억제 유형은;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의 내용 및 기능 문제, 우울
증상에서 앞선 두 유형 보다는 낮지만 유의미한 상승을 보일 것이다. 외상 기
억의 감각기반표상 수준이 낮고, 맥락표상 수준은 높을 것이다. 대처 양상에서
는 해리와 감정표현불능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이다.
5. 통합 유형은;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의 내용 및 기능 문제, PTSD 및
우울 증상에서 다른 유형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상태를 보일 것이다. 외상
기억의 감각기반표상 수준이 낮고, 맥락표상 수준은 높을 것이다. 부적응적 심
리적 대처 양상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듣는 수강생 및 심리치료
관련 워크샵에 참여하는 일반인 수강생 376명 중 외상을 경험한 사람 271명
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남성은 95명(35.1%), 여성은 176명(64.9%)였고,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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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8~61세로 평균 연령은 27.80세(SD=10.41)였다. 교육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고등학교 졸업이 194명(71.6%), 대학교 졸업이 64명(23.6%), 대학원 졸업
이 13명(4.8%)이었다.
외상 경험 유형을 보았을 때 아동기 단일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54명
(19.9%)이었다. 54명 중 아동기 성학대 경험자는 5명(9.3%), 아동기 신체 학
대 경험자는 8명(14.8%), 아동기 충격적인 사별 경험자는 12명(22.2%), 아동
기 자연재해 경험자는 15명(27.8%), 아동기 심각한 사고 경험자는 14명
(25.9%)이었다.
성인기 단일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21명(7.7%)이었다. 21명 중 성인기
성폭력 경험자는 6명(28.6%), 성인기 충격적인 사별 경험자는 8명(38.1%), 성
인기 자연재해 경험자는 1명(4.8%), 성인기 심각한 사고 경험자는 6명(28.6%)
이었다.
성인기의 복합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38명(14.0%)이었다. 이 중 중복을
포함하여, 성인기 성폭력 경험자는 18명(47.4%), 성인기 신체폭력 경험자는
12명(31.6%), 고문 경험자는 1명(2.6%), 감금 경험자는 1명(2.6%), 성인기 충
격적인 사별 경험자는 17명(44.7%), 성인기 자연재해 경험자는 6명(15.8%),
성인기 심각한 사고 경험자는 11명(28.9%), 전투 경험자는 2명(5.3%), 성인기
심각한 신체질환 경험자는 9명(23.7%)이었다.
아동기 발생을 포함하여 복합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158명(58.3%)이었
다. 이 중 중복을 포함하여 아동기 성학대 경험자는 55명(34.8%), 아동기 신
체학대 경험자는 54명(34.2%), 성인기 성폭력 경험자는 23명(14.6%), 성인기
신체폭력 경험자는 9명(5.7%), 성인기 고문 경험자는 4명(2.5%), 성인기 감금
경험자는 3명(1.9%), 아동기 충격적인 사별 경험자는 51명(32.3%), 성인기 충
격적인 사별 경험자는 33명(20.9%), 아동기 자연재해 경험자는 51명(32.3%),
성인기 자연재해 경험자는 10명(6.3%), 아동기 심각한 사고 경험자는 47명
(29.7%), 성인기 심각한 사고 경험자는 16명(10.1%), 성인기 전투 경험자는 2
명(1.3%), 아동기 심각한 신체질환 경험자는 33명(20.9%), 성인기 심각한 신
체질환 경험자는 16명(10.1%)이었다.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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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경험질문지. 연구 3.1과 동일하다.
외상후

맥락기억양상

질문지(Posttraumatic

Contextualized

Memory

Questionnaire: PCMQ). 연구 3.1과 동일하다.
외상성기억양상질문지-한국판(Trauma

Memory

Quality

Questionnaire:

TMQQ). 연구 3.1과 동일하다.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 Depression scale).
연구 2와 동일하다.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mpact of Events Scale-Korean-Revised:
IES-R-K). 연구 3.1과 동일하다.
외상후정체성변화척도 (Traumatized Identity Questionnaire: TIQ). 연구
3.1과 동일하다.
외상후인지척도 (Posttraumatic Cognition Inventory: PTCI). Foa 등
(1999)이 제작한 척도로 외상과 관련된 사고와 신념을 측정하며, 자기에 관한
부정적 인지, 세상에 관한 부정적 인지, 자기비난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는 조용래(2012)가 번안한 한국판을 활용하였고, 한국판 요인 분석
에 따라 외상반응 관련 부정적 자기와 대처 능력 관련 부정적 자기의 두 가지
하위 척도 14문항을 사용하였다. 내적 일관성 계수는 외상반응 관련 부정적
자기는 .89, 대처 능력 관련 부정적 자기는 .80으로 양호하였다(조용래,
2012).
외상도중

해리척도-개정판

(Peritraumatic

Dissociative

Experience

Questionnaire-R: PDEQ-R). Marshall 등(2002)이 개발한 질문지로 최현정
(2006)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는 외상 도중 일어난 해리
경험을 측정하는 8문항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 도중 일어난
해리 경험이 현재까지 지속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현재에도 체험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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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경험에 평정을 하도록 지시문을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
관성 계수는 .86으로 양호하였다.
반추-반성질문지 (Rumination-Reflection Questionnaire: RRQ). Trapnell
과 Campbell (1999)이 개발한 척도로 두려움을 피하는 동기와 관련된 반추와
호기심과 관련된 반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박성현(2006)이 번안한
한국판 중 반추 척도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90으로 양호하였다.
한국판 감정표현불능증 척도 (Korean Alexithymia Scale: KAS). 신현균과
원호택(1997)이 개발한 척도의 하위 요인 중 정서 확인 및 정서와 신체 감각
구별 능력을 측정하는 요인과 정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요인을 포함한
14문항을 선별하여 실시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 및 타당도는 대학생과 정신
과 환자 집단에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신현균, 원호택, 1997). 본 연구
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87로 양호하였다.

자료 분석
외상후 정체성 변화척도 하위 요인 중 구조를 측정하는 두 요인을 기초로
SPSS 18.0을 활용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 분석 결과를 토대로 외
상후 정체성 변화 유형을 구분하였고, 유형에 따른 외상 경험 유형의 비율, 외
상후 심리적 증상 및 외상후 정체성 변화의 내용 및 기능 문제의 수준, 심리적
대처 양상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 과
군집 분석
외상후 정체성 변화척도의 하위요인 중 구조를 반영하는 정체성 과잉조절
(over-accommodation)과 정체성 통합결여 측정치를 기준 변인으로 하여 유
클리디안 거리 측정 방식으로 4개의 군집을 가설로 고정하여 군집 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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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2개 및 3개 군집을 가설로 고정했을 때 군집 품질은 모두 ‘좋음’에
해당하였으나, 정체성 과잉조절과 정체성 통합결여의 심각도 수준에 따른 상,
하(2개 군집) 혹은 경, 중, 심도(3개 수준) 수준의 군집 구분에 그쳐 4개 군집
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4개 군집 가설로 군집 품질을 살펴본 결과 평균 실루엣이 0.6으로 ‘좋음’에
해당하였다. 정체성 과잉조절의 중요도는 1.00이었고 정체성 통합결여의 중요
도가 0.78로 정체성 과잉조절이 보다 중요한 기준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
1군집은 정체성 과잉조절 평균이 6.58점이고 정체성 통합결여 평균이 10.97점
으로 156명(57.6%)이 이에 해당하였다. 제 2군집은 정체성 과잉조절 평균이
14.49점, 정체성 통합결여 평균이 21.48점으로 80명(29.5%)이 이에 해당하였
다. 제 3군집은 정체성 과잉조절 평균이 9.44점, 정체성 통합결여 평균이 29.8
점이었고 9명(3.3%)이 이에 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4군집은 정체성 과잉
조절 평균이 25.69점, 정체성 통합결여 평균이 31.12점으로 26명(9.6%)이 이
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정체성 과잉조절 및 정체성 통합결여의 평균 점수를 통하여, 제 1군
집은 통합 유형, 제 2군집은 과잉조절(over-accommodation) 유형, 제 3군집
은 외상억제 유형, 제 4군집은 해리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분석에 의한 외상후 정체성 변화 유형에 따른 차이 비교
표 16에 제시했듯이, 네 개 집단에 대한 성별 및 연령의 차이는 없었다. 교
육 수준 분포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차이 비교 검증에서 교육 수준을
통제하였다.
외상 경험 유형에 따라, 아동기 및 성인기의 외상 발생 시기에 따른 외상
경험 유형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단일과 복합 외상으로 외상 경
험 유형을 구분했을 경우 차이가 나타났다. 군집 분석의 결과에서 아동기 복합
외상의 경험 비율은 해리 유형에서는 73.1%, 과잉조절 유형에서는 67.5%, 외
상억제유형에서는 55.6%, 통합유형에서는 51.3%로 나타나, 아동기 복합 외상
경험은 해리 유형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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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정체성 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외상 경험 유형 차이

성별
(남성)

해리

과잉조절

외상억제

통합

(n=26)

(n=80)

(n=9)

(n=156)

통계치

df

7(26.9%)

22(27.5%)

4(33.3%)

63(40.4%)

χ2= 4.719

3

31.08(10.17)

28.33(10.56)

27.22(9.83)

27.02(10.38)

F = 1.231

3,267

교육 수준
(고졸이하)

13(50.0%)

56(70.0%)

5(55.6%)

120(76.9%)

χ2= 9.377*

3

복합
외상경험

22(84.6%)

71(88.8%)

6(66.7%)

97(62.2%)

χ2=20.911***

3

아동기
외상경험

22(84.6%)

61(76.3%)

8(88.9%)

121(77.6%)

χ2= 1.448

3

연령

주.성별, 교육 수준, 외상경험에 대한 수치는 명수와 괄호 안의 퍼센트를 의미함. 연령에서 괄호 안은 표준편차

를 의미함.
*

p < .05.

***

p < .001.

이어서 교육 수준을 통제했을 때, 유형 간 자기정의기억 양상, 외상후 심리
적 증상과 정체성 변화, 심리적 대처 양상 별 차이를 표 17에 제시하였다.
정체성 과잉조절과 정체성 통합결여 측정치의 평균 비교를 했을 때, 정체성
과잉조절은 해리, 과잉조절, 외상억제, 통합 유형의 순서로 높았다. 정체성 통
합결여 측정치는 해리와 외상억제 유형이 과잉조절 및 통합 유형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에 따른 군집 구분이 양호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
였다.
정체성 과잉조절과 정체성 통합결여의 하위 요인 간 상관이 높다는 점에 대
하여, 271명 전체 표본에서 정체성 과잉조절과 정체성 통합결여의 두 하위 요
인 측정치의 상관은 r=.744, p <.001, 로 높았으나, 과잉조절 및 외상억제 유
형 집단만을 대상으로 두 측정치의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r=.068, ns, 로 유의
하지 않았다. 상관에 해당하지 않는 분포에 속한 과잉조절 및 외상억제 유형을
발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에 일치한다. 또한 군집 분석 및 차이 검증 결과
두 유형이 타당하게 나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두 하위 요인 간 상관이 높
은 것의 문제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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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정체성 변화 유형에 따른 종속 측정치의 차이 비교
해리1

과잉조절2

외상억제3

통합4

(n=26)

(n=80)

(n=9)

(n=156)

F

Schef
f
é

정체성
과잉조절

25.69(3.50)

14.49(3.71)

9.44(3.75)

6.58(2.10)

343.044

정체성
통합결여

31.12(3.83)

21.48(4.68)

29.89(4.37)

10.97(4.30)

196.012

TMQQ
해리재체험

10.23(3.28)

7.98(2.66)

7.44(2.70)

6.35(2.10)

17.677***

1>2>4
1>3

TMQQ
파편시각

10.15(2.56)

7.95(2.49)

7.33(2.60)

6.78(2.37)

11.963***

1>2>4
1>3

TMQQ
총점

20.38(5.35)

15.93(4.62)

14.78(4.68)

13.13(3.95)

18.431***

1>2>4
1>3

CMQ
자서전조직

5.31(1.23)

5.56(1.35)

6.44(1.33)

5.71(1.54)

1.379***

CMQ
맥락통제

4.73(1.25)

5.81(1.54)

6.22(1.39)

6.19(1.71)

7.012***

1<2,4

CMQ
발화조정

3.65(1.38)

5.14(1.69)

4.33(2.12)

5.83(1.76)

11.855***

1<2<4

CMQ
총점

13.69(2.88)

16.51(3.38)

17.00(3.20)

17.72(3.66)

9.685***

1<2,4

PTSD

43.42(15.19)

28.89(13.82)

29.11(22.49)

14.44(12.57)

35.354***

1>2>4
3>4

우울

29.04(13.14)

18.46(7.43)

21.78(8.23)

13.10(6.72)

34.483***

1>2>4
3>4

정체성혼란

16.35(5.75)

10.84(3.89)

13.33(5.92)

5.38(2.17)

96.188***

1>2>4
3>4

부정적
정체성

18.15(6.66)

11.39(4.15)

13.11(6.53)

6.29(2.08)

89.239***

1>2=3>4

정체성
기능문제

15.42(5.17)

8.19(3.85)

10.56(5.39)

4.91(1.64)

95.453***

1>2=3>4

56.31(11.48)

30.41(8.92)

30.44(13.17)

17.74(4.78)

193.237***

1>2=3>4

지속적
해리

15.27(5.10)

11.79(3.87)

17.11(4.62)

9.60(2.91)

27.041***

1=3>2>4

반추

50.19(7.67)

43.93(8.79)

46.00(8.41)

37.66(8.75)

20.904***

1>2>4
3>4

감정
표현 불능

24.92(8.58)

16.84(7.55)

26.67(13.65)

11.76(6.72)

33.297***

1=3>2>4

대처에대한
부정적평가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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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

***

1>2,4
3>2,4

자기정의기억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해리 유형은 해리성 재체험 감
각기반기억과 파편적 시각체험 기억 표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의하게 보
였다. 과잉조절 유형은 해리 유형 보다는 낮았지만 통합 유형보다는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외상억제 유형은 해리 유형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
다. 이를 살펴보았을 때, 해리에 이어 과잉조절 및 외상억제, 그리고 통합 유형
의 순으로 감각기반기억의 수준이 높았다.
외상후 맥락기억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해리 유형은 과잉조절 및 통합 유
형에 비하여 맥락기억의 형성이 유의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조절
유형은 발화 조절의 측면에서는 통합 유형보다는 저하된 양상이었으나, 자서전
조직화와 맥락 통제의 측면에서는 통합 유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외상억제 유형은 다른 모든 집단과 비교했을
때 자서전 조직화와 맥락 통제 측정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
다. 발화 조절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요컨대, 발화 조절을
제외하고는 과잉조절 및 외상억제 유형은 맥락기억 양상에서는 통합 집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발화 조절의 양상에서는 이 두 유형이 통합 유형에
비하여 문제가 있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증상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PTSD와 우울 증상에서 해리 유형이 유의하게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과잉조절과 외상억제 유형은 통합 유형보다 유의하
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체성 혼란, 부정적 정체성, 정체성 기능문제에서 역
시 해리 유형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그 다음 과잉조절 및 외상억제 유형,
그리고 통합 유형 순서로 높았다. 정체성 혼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외상억제 유형이 과잉조절 유형에 비하여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대처 양상의 차이 비교에서, 해리 유형은 모든 측정치에
서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특징적으로, 외상억제 유형은 지속적 해리와
감정표현불능에서 해리 유형과 동등한 수준의 높은 심각도를 보였고, 과잉조절
유형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과잉조절 유형은 통합 유형에 비하여 모
든 대처 양상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논 의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군집 분석을 실시했을 때,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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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유형 구분에 관한 본 연구의 가설이 타당하게 검증되었다. 해리유형은 외상
으로 인한 과잉조절(over-accommodation)과 정체성 통합결여가 모두 높은
유형으로 만성처리 상태에 놓이며, 부정적 정체성 및 정체성 혼란의 심각도가
가장 높고 기능문제에서도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TSD와 우울 증상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이들은 임상 장면에서
가장 흔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로서, PTSD와 우울장애가 진단될 가능성이 높
으며, 기능 문제를 포함한 상당한 수준의 정체성 파편화(Brewin, 2011)를 겪
을 것으로 보인다. PTSD 진단에서도 심각도 높은 플래시백이나 해리형 PTSD
가 높은 빈도로 발견될 수 있다. 외상 경험 유형에서도 복합 외상 경험에서 비
율이 높아, 이러한 경험 유형과의 높은 관련성을 시사한다. 외상 경험의 누적
은 이어지는 외상이 가하는 영향을 증폭시킨다는 점이 기존에 논의된 바 있으
며(Kolassa et al., 2010; Seidler & Wagner, 2006), 따라서 복합 외상의 경
험은 정체성 파편화 양상을 심화시켰을 것이다. 유사한 논의로, 많은 연구자들
은 신체적 해리(신체 경험, 신체 반응과 기능의 통합 상실)와 심리적 해리(심
리적 변인에서의 통합 상실)가 다중의 외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했고(예,
Nijenhuis, Spinhoven, van Dyck, van der Hart, & Vanderlinden, 1998;
Ross et al., 1991), van der Kolk와 Fisler (1995)는 이것이 기억의 파편화
와 관련된다고 설명하였다.
해리 유형의 자기정의기억 양상을 살폈을 때, 감각기반기억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반대로 맥락기억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감각기반기억이 만성 활
성화 상태에 놓이며, 참조할 수 있는 정체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맥락표상의 형
성도 반복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아동 성학대를 경험한 성인을 대상으
로 했던 Robinaugh와 McNally(2011)의 연구는, Berntsen과 Rubin(2006)의
사건 중심성 개념 중에서도 외상이 자신의 새로운 경험과 미래를 해석하는 참
조점이 될 때 PTSD와의 연관성이 가장 강하다는 점을 밝혔다. 다시 말해서,
해리 유형의 사람들은 사건 중심성을 반영하는 정체성 과잉조절의 수준이 높
으면서도, 경험을 해석하고 동화시킬 참조 정체성이 부재한 채 외상후 부정적
정체성만 형성되어 있으므로 정체성 과잉조절과 정체성 통합결여의 만성 처리
상태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다. Brewin 등(1996)은 복합 외상에서 특히 발달하
기 쉬운 해리 반응이 언어접근기억(VAM)의 생성을 방해할 수 있다고 논한 바
있다. 이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감각기반기억의 맥락화와 맥락기억의 강화를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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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체성과 기억의 해리 상태를 완화하고 외상정보의 처리를 촉진하는 개
입이 필요하다.
과잉조절

유형은

가설과

마찬가지로,

외상에

대한

과잉

조절

(over-accommodation)이 높지만 정체성 통합결여 수준은 통합 유형과 유사
한 수준인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해리 유형과 비교했을 때, 과잉조절 유형은
과잉 조절(over-accommodation) 수준은 이들에 비하여 낮고, 이어 외상후 정
체성 변화와 심리적 증상의 수준도 이들보다는 완화된 유형이었다. 정체성 통
합결여의 수준은 낮은 편인데, 해리를 통한 동화(assimilation)보다는 반추 사
고를 통한 동화(assimilation)를 꾀하는 사람들로 구분된다. 또한 이들은 감각
기반기억이 통합 유형 집단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정보처리가 미완인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동시에 맥락기억표상은 통합 유형과 유사
한 수준으로 이는 해리 유형과 차별되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이 기존 정체성을 고수하려는 동화의 시도 때문에 감각
기반기억의 파편화가 지속된 상태에서 맥락기억이 왜곡되어 조직화된 양상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상으로는 외상 기억의 왜곡, 2차 정서에의 몰두,
침투 사고 및 반추가 흔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가들은 외상 당시에는
공포 및 두려움과 같은 강도 높은 1차 정서를 경험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이러한 1차 정서는 조직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죄책감, 수치심, 슬픔, 분노 등
의 2차 정서가 지배하는 현상을 기술한 바 있었는데(예, Lee, Scragg, &
Turner, 2001; Olatunji, Ciesielski, & Tolin, 2010), 과잉조절 유형에게 이러
한 현상이 특징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기억의 과잉일반화 경향성(Moore &
Zoellner, 2007; Williams et al., 1999)도 이러한 역기능적인 맥락화와 관련
되는 논의이다. Robinaugh와 McNally(2010) 또한 수치심과 죄책감의 문제를
지닌 외상 경험자들에게서 사건 중심성이 높은 수준임을 밝혔는데, 이는 수치
심 및 죄책감과 정체성 과잉조절 유형의 관계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정체성 혼란과 부정적 정체성의 수준, PTSD와 우울
증상은 통합 유형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이들은 앞선 해리 유형만큼 심각
한 정체성의 파편화나 심리적 증상은 보이지 않으나, 통합 유형에 비해서는 높
은 수준을 보여 임상적 관심을 요하는 사람들이다. 부적응적 대처 양상 또한
통합 유형에 비하여 높았다. 지속적 해리와 감정표현불능, 특히 대처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반추 수준이 통합 집단에 비하여 높았던 점은 이 유형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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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밝혀준다.
과잉조절 유형은 해리 유형에 비했을 때 플래시백으로 대표되는 PTSD 특
징적인 증상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이 맥락 표상이 높고 반추 수
준이 유의한 점에서, 이들의 재경험 증상을 차지하는 것은 플래시백이기 보다
는 외상과 관련된 침투 사고 혹은 반추일 가능성이 높다. 일부 임상가들은 침
투 사고 혹은 반추는 PTSD 특징적인 증상은 아니며 다양한 진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범진단적 증상이라고 본다(Brewin, 2014; Brewin et al., 2010). 마
찬가지로 PTSD와 보다 밀접한 재경험 증상은 사고 과정으로서 침투 사고나
반추이기 보다는 감각적인 침투 기억이라고 보고되었다(Speckens, Ehlers,
Hackmann, Ruth, & Clark, 2007). 그러나 DSM-5에서는 침투 사고 역시 재
경험 증상으로 포괄함에 따라서(Brewin, 2014), 과잉조절 유형에서도 PTSD
진단이 나타날 수 있다.
과잉조절 유형의 경우, 감각기반기억이 왜곡 없이 맥락화될 수 있도록, 2차
정서를 유발하는 편견과 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과거 외상 기억을 구체적으로
회상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대안적인 명제 표상으로 연결 지은 뒤, 이러한
외상 정보가 통합된 새로운 정체성을 참조하여 의미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들의 왜곡된 맥락 표상이 기억의 과잉일반화를 이끌거
나 구체적 회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상억제 유형은 정체성 통합결여 측정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정체성
과잉조절(over-accommodation) 수준은 해리 혹은 과잉조절 유형보다는 낮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 유형에는 본 연구 참여자 중 9명이 포함되었으며
3.3%라는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Brewin 등(1996)에서도 외상정보처리
의 조기억제 유형은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외상억제 유형은 정체성 혼란, 부정적 정체성, 정체성 기능문제, 그리고 PTSD
와 우울 증상에서 통합 유형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 역시 임상적 관
심의 초점이 될 만한 유형으로 밝혀졌다. 감각기반 기억표상의 경우 해리 유형
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들은 본연구의 가설에서 설명한 바대로, 자신
이 경험하는 현상적 증상들과 외상간의 연결고리가 부재하여 회상 없는
(without recollection; Ehlers & Clark, 2000) 해리, 신체화, 공포증과 같은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즉, 기원을 알 수 없는 감각기억
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외상과 연결 짓지 못하기 때문에 외상 기억의 감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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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표상 수준은 낮게 측정될 수 있다. Nijenhuis 등(1998)은 해리성 장애 진단
이 있는 개인들이 아동기의 심각한 복합 외상을 높은 수준으로 보고했다고 밝
혔는데, 이렇듯 PTSD 진단은 불가능하더라도 외상 기원과 연결되지 않은 해
리성 장애로 진단되는 유형의 외상 경험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참여
자들에서 아동기 복합 외상의 경험 비율은 해리 유형 수준만큼 높지 않았으나,
외상억제 유형의 존재는 임상 장면에서 해리성 장애가 있는 개인들에게 아동
기 외상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Herman, 1997)을 시사한
다.
한편, 외상억제 유형에서 맥락기억표상은 통계적인 차이는 없으나 다른 집
단에 비하여 높은 수준에 해당하였다. 가설에서도 외상억제 유형의 맥락기억
표상은 정서 정보가 결여된 개념 편중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맥락
기억 표상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외상
정보에 대해 망각하거나 억제하려는 성향은 외상 정보가 결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조직화’되어 있거나 ‘통제되었다’라고 지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발화 조절 수준에서만큼은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낮은 경향성을 보였
는데, 회피가 불가능한 발화의 상황에서는 조절 역량의 저하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
이들의 자동적 회피 성향은 대처양상의 비교에서도 잘 드러났다. 지속적 해
리와 감정표현불능 수준의 경우, 가장 심각했던 해리 유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지속적 해리 수준에서는
해리 유형보다 높은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이들의 망각되고 억제된 ‘회상 없는’
감각기반표상은 대처 양상이자 증상으로서 해리로 발현될 점이 시사된다. 해리
는 그 자체로 증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한다.
외상의 억제와 망각이 관여하는 외상억제 유형은 회복된 기억(recovered
memory) 논쟁과 연관하여 논의할 수 있다. 외상 경험이 실제로 억제되거나
망각되었다가 추후 기억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Brewin, 2007). 아동기에 발생한 외상이 강도가 덜 심각했거나 당시에는 학
대로 지각하지 않았을 때(예, 아동 성학대) 기억이 망각되는 경향이 높다는 논
의와, 반대로 외상의 심각도와 폭력성이 강할 때 보다 망각되기 쉽다는 논의가
혼재한다. 대개 아동 성학대의 경우 발생 당시에는 강한 감정을 동반하지 않고
망각되더라도, 이후 성인기에 강한 감정이 동반되면서 회상이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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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ally, 2003). 이러한 기억 억제 및 회복 과정에 억압 혹은 해리와 같은
대처 양상이 기여하는가는 임상적으로 합의되고 있지만 경험 연구에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Brewin, 2007).
그렇다면 외상 경험이 확인된 외상억제 유형의 경우에는 회상없는 고통스러
운 증상에 대한 기원으로서 외상 기억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해주는 작업
(Herman, 1997)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정보처리
과정이 재시작 될 때, 활성화된 감각기반기억과 맥락표상이 연결되고 의미있는
정체성 도식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회상 없는 신체화 증상은 측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체
화와 관련이 높다고 가정되는 감정표현불능증(신현균, 원호택, 1997)의 높은
수준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외상억제 유형이 특징적으로 보
이는 심리적 증상이 무엇인지 밝히는 시도가 필요하다. 전형적인 PTSD 진단
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이들 유형에 대한 평가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외상억제 유형에 대해 조명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참여자 수가 다른 유형 집단에 비하여 적었기 때문에 이후에 표본수를
확장하여 통계 분석을 타당화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 유형은 모든 심리적 증상 및 정체성 변화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자기정의기억 양상에서도 다른 집단에 비하여 양호한 조
직화 수준을 나타냈다. 부적응적 대처양상도 다른 집단보다 낮은 수준으로, 통
합 유형은 외상의 정보처리가 완결되고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완화되
고 조절되는 상태이다. 그러나 통합 유형이 과연 긍정적 통합에 도달했는가는
별개 문제이다. 앞선 연구 2에서, 긍정적 통합은 단순한 정체성 문제의 완화와
는 다른 개념일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긍정적 정체성에 관한 평가 도구의 개발
과 긍정적 통합 집단이 보이는 독특한 강점을 발견하는 것은 추후 연구 과제
이다.
본 연구는 외상기억에 관한 이중표상이론 및 이에 따른 정보처리 양상의 유
형화를 기초로, 외상후 정체성 변화의 유형 구분을 시도하였고, 군집 분석과
차이 검증을 통해서 이를 검증하였다. 특히 유형에 따라 자기정의기억 양상에
서 보이는 차이와 심리적 문제의 차이를 논함으로써, 정체성 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치료 원리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검증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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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본 연구는 상관분석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자기정의기억 양상에 대한 개입
이 실제로 정체성 유형을 통합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처치 효과 연
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연구 4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보다 광범위한 표본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군집 분석
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더하여

실제로

정체성

과잉조절

(over-accommodation) 및 정체성 통합결여 측정치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
했을 때 이러한 차이가 재검증되는지 살펴야 한다.
각 유형과 관련될 수 있는 주요한 심리적 증상과 현상에 대한 종속 측정치
를 보완하여 차이 검증을 확장해볼 필요도 있다. 현재 맥락기억 측정치 결과
중 일부에서는 차이가 나타났지만 본 연구의 해석을 입증할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는 일부 없었기 때문에, 맥락기억의 측정에서 본 유형의 구분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본 연구는 정체성 유형 구분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서
유형 구분의 가능성을 밝혀냈으며, 유형 구분에 대한 이론적 임상적 유용성을
논의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 146 -

연구 4. 자기정의기억에 대한 치료적 개입과 외상후 정
체성 회복
연구 4에서는 자기정의기억의 처리와 조직화를 촉진하는 치료적 개입이 복
합 외상 경험을 한 사람들의 외상후 정체성 회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검
증하였다. 기억 처리를 촉진하는 치료는 이미 PTSD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것
으로 확증되었다(Foa & Rothbaum, 1998; Halligan, Clark, & Ehlers, 2002;
Schauer et al., 2011). 이러한 치료는 궁극적으로는 감각기반 기억과 맥락기
억의 연결 회복을 바탕으로 하는 기억 처리 과정에 개입하여 PTSD 재경험 증
상을 완화한다(Brewin, 2011). 본 연구에서는 외상후 정체성의 부정적 변화를
겪은 사람들의 자기정의기억 양상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앞선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자기정의기억에 치료적으로 개입할 때 결과적으로 정체성 문제가 완화
되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기억 통합을 촉진하는 치료 방법 중 내러티브노출
치료(Narrative Exposure Therapy: 이하 NET; Schauer et al., 2011)를 활
용하였다. NET는 회기 동안 긍정적 자서전 기억 및 외상관련 자서전 기억을
구체적으로 회상하면서, 감각기반기억을 맥락 기억으로 재구성하고 자서전 기
억을 완성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는 복합 PTSD에 대한 인지기억 이론을 기
반으로 인지행동치료에서의 노출치료 개입을 통한 습관화, 이야기 치료에서 의
미있는 일관된 내레이션 구성, 인본주의 상담의 비판단적 태도, 그리고 증언기
법(testimony method; Agger & Jensen, 1990)의 사회적 의미가 통합된 개입
방법이다(Schauer et al., 2011). NET는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람들의 PTSD,
우울, 죄책감과 같은 증상 완화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되었다(Schaal,
Elbert, & Neuner, 2009).
NET는 복합 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외상 기억을 조직화하기에 유용
한 연대기적 순서로 노출 처치가 진행되며, 따라서 단일 외상 기억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다른 기억처치 접근법(예, 점진적 노출치료)에 비하여 복합
외상 기억의 처리에 유용하다. 또한 NET는 연구 3에서 발견된 자기정의기억
양상의 문제에 직접 개입한다. 즉, 외상 기억의 조직화, 대안적인 긍정적 자기
정의기억의 조직화를 포함한다. 따라서 연구 4에서 복합 외상을 경험함 사람들
의 자기정의기억의 조직화에 유용한 NET를 처치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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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에 포함된 정서 습관화 및 정서조절훈련 처치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비교 집단으로 정서조절훈련 집단을, 그리고 NET에 동시 포함된 개인치료의
지지적 속성과 인본주의 상담의 태도 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비교 집단으로
정서초점의 지지치료 개입 집단을 구성하였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복합외상으로 인하여 심리치료를 찾은 사람들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들 22명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다. 연령은 20~55세로 평
균 33.59세(SD=9.18)였다. 교육 수준에서 고등학교 졸업은 7명(31.8%), 대학
교 졸업은 12명(54.5%), 대학원 졸업은 3명(13.6%)이었다.
외상 경험을 중복 응답으로 살펴보았을 때, 아동 성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
이 13명(59.1%)이었는데, 이 중 만성 아동 청소년기 성학대를 경험한 사람이
8명(36.4%), 친족 아동 성학대를 경험한 사람이 7명(31.8%)이었다. 아동기 만
성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1명(4.5%), 아동기 심각한 만성 가
정폭력 목격 외상은 4명(18.2%), 아동 청소년기 학교 등 집단 내 신체적 폭력
및 따돌림 외상은 2명(9.1%)이 있었다. 성인기 성폭력 외상은 4명(18.2%), 성
인기 충격적인 사별 경험 3명(13.6%), 성인기 강력범죄 피해 1명(4.5%)이 있
었다. 모두 둘 이상의 경험이 혼재하거나 만성적인 반복 경험이 있는 등 대인
간 복합 외상 경험이 있었다.

도구
외상후

맥락기억양상

질문지(Posttraumatic

Contextualized

Memory

Questionnaire: PCMQ). 연구 3과 동일하다.
외상성기억양상질문지-한국판(Trauma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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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Questionnaire:

TMQQ). 연구 3과 동일하다.
외상후정체성변화척도 (Traumatized Identity Questionnaire: TIQ). 연구 3
과 동일하다.
한국판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DS). 연구 2와 동일하다.

벡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 Ward, Mendalson,
Mock와 Erbaugh(1961)가 우울 증상 측정을 위해 개발한 21문항 자기 보고형
척도로 본 연구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한국판을 활용하였다. 내
적 합치도는 .98로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절차
외상 기억과 긍정 기억을 포함한 자기정의기억의 조직화에 초점을 두는
NET 처치, 부정적 정서의 습관화 및 정서조절기술 학습에 초점을 두는 정서
조절훈련 처치, 정서초점의 개인 지지치료의 처치로 구성된 세 처치 집단을 구
성하였다. 자기정의기억의 조직화는 NET 개인 치료에 기반을 두었고, 부정적
정서 습관화 및 정서조절기술 학습 처치는 변증법적행동치료 중 정서조절기술
훈련 집단 (Dialectical Behavior Therapy-Emotion regulation skill training
group; Linehan, 1993)의 프로토콜에 따랐다. 마지막으로 정서초점 개인 지지
치료(treatment as usual: 이하 TAU) 집단을 구성하여 세 처치 집단으로 구
분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22명에게 세 가지 처치에 대해 설명하였고 참여자의 선
택에 따라 배정하였다. 이에 7명이 NET 처치에, 8명이 정서조절훈련 처치에,
7명이 TAU 처치에 배정되었다. 자해행동의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 NET를 희
망하더라도 이에 바로 배정하지 않고 정서조절훈련과 TAU를 우선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 NET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NET를 선택한 2명은 자
해행동의 위험성이 발견되어 정서조절훈련 이후 NET를 실시하였다. 또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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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건의 탐색 및 정확한 진단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지지 확보를 위하여
NET를 선택한 4명은 처치 직전에 7~23회기(평균 13회기)의 TAU 처치가 있
었고, 정서조절훈련을 선택한 2명은 TAU 처치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표 18.세 처치 집단의 세부 진행 절차에 대한 요약
처치 집단

회기 진행 절차

외상 기억을 포함
한 자서전 기억의
노출 및 조직화
(NET)

내러티브 노출치료 (Schauer et al., 2011) 프로토콜
1회기: 심리교육 및 심리평가
2회기: 인생선 작업
3회기~ : 참여자가 보고한 인생경험에 대한 개별적인 노출치료 작업
종결 회기

부정적 정서의 습
관화 및 정서조절
전략 학습
(정서조절훈련집단)

변증법적행동치료 중 정서조절훈련(Linehan, 1993) 프로토콜
1회기: 심리교육 및 심리평가
2회기~4회기: 핵심 마음챙김 기술 훈련 (호흡 명상, 걷기 명상, 먹기
명상, WHAT 마음챙김, HOW 마음챙김)
5회기~9회기: 감정조절기술 훈련
(감정 교육, 감정기술하기, 일차정서와 이차정서 구분하기, 긍정감정
훈련, 취약성 줄이기 연습, 고통을 지나가게 하기 훈련, 반대로 행동
하기 훈련)
종결 회기

정서초점 지지치료
(TAU)

1회기: 심리교육 및 심리평가
2회기: 감정 알아차림 및 심리치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3회기~ : 참여자의 주제 선택에 따른 정서적 공감 및 지지. 정서 체험
과 명명을 중심으로 함.
종결 회기

회기의 진행자는 모두 임상 경력이 8년 이상인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였다. NET는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NET의 개발자에게 직접 훈련
받은 임상심리전문가인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NET의 개발자들은 단기 훈련을
통해서 임상가가 적극적으로 NET를 활용하기를 권장한다(Schauer et al.,
2011). 정서조절훈련은 인지행동치료 분야에서 전문 훈련을 받았으며, 변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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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행동치료에 관한 기초 교육을 이수한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보건임상심리
사가 진행했다. 정서조절기술훈련과 TAU는 매 회기 동료 슈퍼비전을 통하여
진행을 점검하였다.
각 처치 내용의 요약은 표 18에, 주요 회기 진행 내용은 부록 18에 제시하
였다. NET는 구조화된 개인치료로 진행되며, (1) 심리교육, (2) 연대기 순으로
인생의 긍정적 자서전 기억과 외상 사건에 노출, (3) 자서전 자료에 반복 노출
과 의미 부여, (4) 증언기록의 수정과 완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NET는 자기정의기억의 시간적, 언어적 맥락화와 습관화 그리고 일관된 의미
있는 자서전 기억의 완성에 초점이 주어졌다.
NET에는 자기정의기억의 조직화 및 통합뿐만 아니라 노출 도중 일어나는
부정적 정서에 대안적인 정서 및 이완 상태를 연합하는 고통 감내 및 정서조
절훈련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 습관화 및 정서조
절이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비교 집단으로 정서 습관화 및
정서조절전략을 학습하는 정서조절훈련 집단을 구성하였다. 이 훈련에서는 과
거 자서전 기억의 습관화 혹은 맥락화에 직접적인 초점을 두지는 않으나, 현재
의 감정을 언어적으로 맥락화하고, 현재 체험되는 부정적 감정에 노출되면서
습관화 전략을 습득하도록 한다. 이 처치는 변증법적행동치료 중 정서조절기술
훈련에 따라 10회기의 구조화된 집단 훈련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1) 심
리교육, (2) 마음챙김 훈련, (3) 감정에 대한 인식과 명명, (4) 구체적 정서조
절 전략의 훈련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집단 형태의 강의 및 훈련 방식으
로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NET의 기억 조직화 처치가 개인치료로서 지니는 관계 형성과
정서적 지지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NET의 비교집단으로 TAU 처치 집단
을 구성하였다. TAU는 비구조화된 개인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1) 심리교육,
(2) 정서초점 지지치료가 주된 요소였다. 여기에는 치료자와의 일대일 대면 속
에서 현재의 부정적 감정에 대한 노출과 언어적 명명이 개입되었고, 치료자와
의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 되었다.
평가는 처치 전, 처치 2-4주 후에 실시되었다. 처치 전에는 22명 모두가 평
가에 참여하였다. 처치 후 평가에서 NET 집단에서는 7명 중 6명이 평가를 완
성하였다. 이 중 한 명은 중도에 NET의 표준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정서조절훈련 집단에서는 8명 중 8명이 모두 처치 후 평가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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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였다. TAU 집단에서는 7명 중 7명이 처치 후 평가에 참여하였다. NET는
각 참여자 당 10-15회기로 한 회당 약 2시간, 평균 11.8회기(SD=1.94)가 소
요되었고, 정서조절훈련은 한 회당 약 2시간, 고정 10회기로 진행이 되었으며,
TAU는 각 참여자 당 8-14회기로 한 회당 약 1시간, 평균 10.7회기
(SD=1.90)가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
우선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처치 전 측정치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
다. 이어서 처치에 따른 전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전 측정치를 통제한
일반선형모형 분석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전-사후 감각기반기억과 맥락
기억 측정치의 변화량과 외상후 정체성 변화 및 심리적 증상 변화량 간의 상
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총 22명의 우울 증상의 총점은 평균 24.59(SD=10.73)이었고 16점 절단점
(이영호, 송종용, 1991)을 적용했을 때 17명(77.3%)이 절단점 이상에 해당하
였다. PDS로 측정한 PTSD 증상의 총점은 평균 27.27점(SD=11.93)으로 절단
점 20점(남보라 등, 2010)을 적용했을 때 16명(72.7%)이 그 이상에 해당하였
다. 세 집단의 사전 동질성 분석을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사전 측정치
에서 차이를 살펴보았다.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으므로 동등한 것으로 여겼다.
연령에서 NET는 평균 34세(SD=10.26), 정서조절훈련 집단은 평균 32.13세
(SD=6.06), TAU는 평균 35.14세(SD=12.58)였다. 교육 수준에서 고등학교 졸
업 이하와 이상을 나누었을 때 NET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2명(33.3%),
정서조절훈련 집단은 3명(37.5%), TAU에서는 1명(14.3%)이었다. 집단 간 연
령과, F(2, 18)=0.182, ns, 교육 수준에서, χ2(2, N=21)=1.079, ns,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집단 간 사전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차이 통계치를 표 19에 제시하
였다. 부정적 정체성, 외상의 감각기반기억표상 수준을 제외한 측정치에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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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체성, F(2, 18)= 3.589, p <.05,
외상의 감각기반기억은,

F(2, 18)= 3.691, p <.05, NET 집단에서 유의미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초기 측정치의 차이를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19.세 처치 집단 사전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차이 비교

정체성 과잉조절
정체성 통합결여
정체성 혼란
부정적 정체성
정체성 기능문제
PTSD
우울
외상감각기반기억
외상후 맥락기억
*

전체

NET

(N=21)
25.67(5.49)
30.52(6.19)
18.95(5.57)
19.52(7.26)
15.43(6.14)
26.67(11.87)
24.10(10.74)
20.76(6.71)
11.81(3.39)

(n=6)
28.83(2.93)
30.83(7.36)
22.00(4.34)
25.50(4.04)
15.83(6.31)
30.67(12.55)
24.50(13.40)
26.17(6.49)
12.50(1.76)

정서조절훈련
(n=8)
24.00(4.07)
30.75(6.86)
16.88(5.69)
17.25(4.53)
14.13(4.79)
24.63(9.53)
20.63(8.90)
17.63(3.38)
11.00(2.67)

TAU
(n=7)
24.86(7.71)
30.00(5.23)
18.71(5.91)
17.00(9.38)
16.57(7.87)
25.57(14.48)
27.71(10.53)
19.71(7.61)
12.14(5.08)

F
1.518
0.034
1.538
3.589*
0.292
0.462
0.804
3.691*
0.363

p <.05.

일반선형모형을 통한 차이 검증
NET 집단 참여자 중 2명은 NET 처치 직전 정서조절훈련을, 또한 이 중 4
명은 NET 처치 직전 TAU 처치 경험이 있었다. 또한 정서조절훈련 집단 참여
자 중 두 명은 TAU 처치를 동시에 받았다. 사전 측정치에서 보이는 차이를
통제하고, 직전의 처치가 추후 미칠 영향과 참여자 보호를 위해서 진행된 동시
처치의 혼재된 영향력을 배재하기 위하여, 사전 측정치와 NET, 정서조절훈련,
TAU 처치 경험이 사후 측정치에 대해 가지는 설명량을 일반선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표 20에 제시하였다.
사전 측정치를 통제했을 때 NET 처치, 정서조절훈련 처치, TAU 처치가 개
인의 정체성 변화 및 심리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NET 처치는
다른 처치와는 달리 외상후 정체성 변화, PTSD 및 우울의 유의미한 완화와
관련되었다. 또한 NET 처치는 감각기반기억을 유의미하게 완화시켰고, 맥락기
억을 유의미하게 증진시켰다. 효과 크기(부분 η2)를 판단할 때, Cohen(1988)의
기준에 따르면 .10 수준일 때에는 작은 효과, .25 수준일 때는 중간 효과, .40
이상일 때에는 처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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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외상후 정체성 변화 및 심리적 증상의 사후 측정에 대한 처치 경험의
일반선형모형 분석
제 III 유형
제곱합

정체성 과잉조절

사전측정치
NET
정서조절훈련
TAU
사전측정치
NET
정서조절훈련
TAU
사전측정치
NET
정서조절훈련
TAU
사전측정치
NET
정서조절훈련
TAU
사전측정치
NET
정서조절훈련
TAU
사전측정치
NET
정서조절훈련
TAU
사전측정치
NET
정서조절훈련
TAU
사전측정치
NET
정서조절훈련
TAU
사전측정치
NET
정서조절훈련
TAU

정체성 통합결여

정체성혼란

부정적정체성

정체성기능문제

PTSD

우울

감각기반기억

맥락기억

*

p <.05. **p <.01.

***

458.732
294.581
0.218
52.629
216.223
557.891
45.303
5.391
313.772
472.508
3.056
14.055
404.745
493.897
2.101
31.115
330.360
251.738
0.136
46.905
1267.178
1149.138
118.729
21.552
622.241
425.154
190.274
121.494
157.356
158.778
31.913
0.735
37.306
141.162
14.329
6.716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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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18.674
11.992*
0.009
2.142
8.286*
21.378***
1.736
0.207
12.969*
19.529***
0.126
0.581
16.532**
20.174***
0.086
1.271
29.941***
22.815***
0.012
4.251
9.309**
8.442*
0.872
0.158
7.649*
5.226*
2.339
1.493
4.783*
4.827*
0.970
0.022
3.225
12.204**
1.239
0.581

부분 η2

관측 검정력

0.539
0.428
0.001
0.118
0.341
0.572
0.098
0.013
0.448
0.550
0.008
0.035
0.508
0.558
0.005
0.074
0.652
0.588
0.001
0.210
0.368
0.345
0.052
0.010
0.323
0.246
0.128
0.085
0.230
0.232
0.057
0.001
0.168
0.433
0.072
0.035

0.982
0.901
0.051
0.280
0.771
0.991
0.236
0.071
0.922
0.985
0.063
0.111
0.968
0.988
0.059
0.185
0.999
0.994
0.051
0.491
0.817
0.779
0.142
0.066
0.738
0.574
0.301
0.210
0.538
0.542
0.153
0.052
0.393
0.906
0.182
0.111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와 맥락기억척도에서의 처치 효과는 .40 이상으로
효과 크기가 컸고, PTSD, 우울, 감각기반기억 척도에서는 중간 효과의 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력을 살펴보았을 때, .20 수준일 때 작은 수준,
.50 수준일 때 중간 수준, .80 이상일 때 높은 수준인 기준에 따랐을 때
(Cohen, 1988),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와 맥락척도에서는 검정력이 높았고,
PTSD 변화는 중간 수준, 그리고 우울과 감각기반기억은 작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변화량에서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자기정의기억 양상의
상관
감각기반기억과 맥락기억의 사전-사후 변화량과 외상후 정체성 변화 및 심
리적 증상에서 사전-사후 변화량의 관계를 표 21에 제시하였다.
표 21.전체 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량의 상관표 (
N=21)
1

2

3

4

5

6

7

8

1

감각기반기억 완화량
2

.
471*

맥락기억 증진량

3

.
601**

.
404

4

.
584**

.
283

.
657**

.
704**

.
552**

.
824**

.
679**

.
570**

.
458*

.
635**

.
765**

.
804**

.
558**

.
371

.
338

.
472*

.
516*

.
668**

.
814**

.
548*

.
660**

.
574**

.
729**

.
568**

.
412

.
282

*

.
260

정체성과잉조절 완화량
정체성통합결여 완화량
5

정체성혼란 완화량

6

부정적정체성 완화량

7

정체성기능문제 완화량
8

PTSD 완화량
9

우울 완화량
*

*

.
511

.
216

.
243

*

.
444

.
434

.
572**

p <.05. **p <.01.

감각기반기억의 완화량과 맥락기억의 증진량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
다, r=.471, p <.05. 감각기반기억의 완화는 외상후 정체성(r=.570~.704),
PTSD(r=.814), 우울의 완화량(r=.511)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맥락기억의 증
진은 외상후 정체성 변화 측정치 중에서 정체성 혼란(r=.552), 부정적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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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58), PTSD 완화량(r=.548)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요컨대, 사전-사후로 감각기반기억의 완화는 맥락기억의 증진과 관련이 있
고, 감각기반기억의 완화가 정체성 과잉조절, 정체성 통합결여, 정체성 혼란,
부정적 정체성, 정체성 기능문제, PTSD, 우울의 효과적인 완화와 관련되며,
맥락기억의 증진이 정체성 혼란, 부정적 정체성, PTSD의 효과적인 완화와 관
련되었다.

논 의
연구 4는 자기정의기억의 조직화에 개입하는 처치가 기억의 조직화와는 무
관한 다른 처치와 비교하여 외상후 정체성 변화 및 외상후 심리적 증상 수준
을 효과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자기정의기억의 조직화에 초점을
두는 내러티브노출치료의 처치는 외상 기억의 감각기반표상을 효과적으로 완
화하였고, 맥락기억의 유의미한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이는 기억처치에 중점을
두는 PTSD 치료 효과 연구와 마찬가지로(예, Amir et al., 1998; Bradley et
al., 2005; Foa & Rothbaum, 1998; Hackmann, Ehlers, Speckens, &
Clark, 2004; Schaal et al., 2009; Schauer et al., 2011; Walser &
Westrup, 2007),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는 기억 조직화에 중심을 두는 처치가 외상후 정체성 변화 수준에도 효과적으
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변화량 상관 분석은 처치에 따라 변화한 자기정의기억의 조직화 수준이 외
상후 정체성 변화 수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앞선 상관 연구를 재검증했다. 구
체적인 결과를 살펴볼 때, 감각기반기억의 조직화는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PTSD, 우울 증상 완화와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후 정체성
회복을 꾀하기 위해서는, 이중표상이론을 바탕으로 외상의 감각기반표상의 조
직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점이다.
맥락기억 표상의 강화는 부정적 정체성과 정체성 혼란, PTSD의 완화에 기
여하였다. 맥락기억의 강화는 특히 정체성의 내용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이는데, 맥락기억 형성이 자서전 기억의 새로운 개념 형성과 의미 부여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전-사후 감각기반기억의 완화가 맥락기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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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와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감각기반기억의 맥락화가 이루어졌고, 이를 바
탕으로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심리적 증상의 완화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한다.
이 결과는 치료 효과는 감각기반표상이 해당 맥락표상과 재연결 되어 감각적,
정서적

표상이

적절한

맥락에

놓이는

데에서

온다는

Brewin과

Burgess(2014)의 설명과 일치한다. 이들은 특히 외상의 맥락과 현재의 맥락이
변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감각기반기억의 완화와
맥락기억의 증진이 회복에 기여한 점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맥락기억 증진이란 명제와 의미 수준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단순히
외상 정보를 조직화하는데 그치는 개념은 아니다. 연구 1의 정체성 재연결과
확장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외상 전에 지녔던 가치 및 의미와의 일관성, 타인
의 수용 속에서의 조직화(발화 조절의 조건이 되는) 등의 조건이 변화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이 정체성 내용의 회복
에 기여했는지는 본 연구를 통해서는 검토할 수 없으나, 맥락 기억의 이러한
요소를 추후 맥락기억척도의 내용 타당도 보완에 고려한다면 유용할 것이다.
한편, 정서조절훈련과 지지치료의 처치는 사전 사후 비교에서 자기정의기억
양상의 변화에 기여하지 않았고,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외상후 심리적 증상의
완화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정서조절훈련의 경우 교육적인 요소가 강하여 훈
련의 지속적 적응이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경과된 뒤
의 추후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변증법적행동치료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성격문제에

대한

효과성이

이미

입증되었다(예,

Harned,

Korslund,

&

Linehan, 2014; Linehan et al., 200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대되는 효과
달성에는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그 중 정서조절기술훈련만을 선별하여 단회
실시하였다는 점, 또한 처치자 변인을 통제하지 못한 점이 요인일 수 있다. 그
러나 변증법적행동치료는 PTSD 증상 완화에 초점에 두지 않으므로 PTSD 초
점 치료(회복율 56%; Bradely et al., 2005)에 비하여 회복율이 낮다고 보고
된 바 있다(변증법적행동치료의 사후 회복율 13%, 추후 1년 회복율 35%;
Harned et al., 2008). 따라서 임상가들은 변증법적행동치료에 외상기억 초점
치료(예, 점진적 노출치료)를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Harned et al., 2014).
이러한 논의는 자기정의기억의 조직화가 중요하다는 본 연구의 입장을 뒷받침
한다.
지지치료 처치 또한 사전 사후로 유의미한 증상 완화 혹은 기억의 조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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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지 못했는데, 참여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추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다른 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서초점 지지치료 처치(TAU)는 외상
초점 치료(예, 노출치료, 인지치료)에 비하여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외상 초점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기 상태에 비해서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고 논의된 바 있다(Cloitre, 201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
은 바, 외상 기억에 초점을 두는 외상 초점 치료가 외상에 초점을 두지 않는
치료에 비하여 보다 효과적이라는 논의와 일관된다(Ehlers et al., 2010). 본
연구의 TAU 집단에는 다양한 증상 수준을 보인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었고,
TAU 진행 과정에서 외상의 감각기반 기억표상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 이들
에게 적합한 외상 초점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TAU 처치가 종결된 자료가 포
함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사실상 복합 외상 경험자들에게 단계적인 처치 개입
이 필요하다는 점(Cloitre et al., 2011; Courtois & Ford, 2009; Herman,
1997)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추후에는 증상의 심각도에 따른 TAU의 단일 효
과를 살피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자기정의기억의 조직화가 초점인 NET 집단은 부정적 정체성과 감각기반기
억의 사전 측정치 수준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높았다. 감각기반기억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 자체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집단 할당에서 NET 집단 처치를
보다 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전 측정치의 차이를 통제했을 때에도
감각기반기억의 조직화에 초점을 맞춘 NET의 절차는 효과적이었다.
정체성 유형에 따른 처치 효과를 명료히 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
다. 추후 다양한 사례 연구와 경험 연구를 통해서 정체성 유형에 따라 효과적
인 치료 프로토콜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NET 집단에 배정된 참여자 중 한명
은 외상억제 유형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NET 직전의 TAU 회기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해리와 신체화 증상이 발견된 바 있었다. 이 참여자의 초
기 해리성 재체험 감각기반기억의 측정치는 1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
으나, TAU를 마친 뒤에는 18점으로 상승하였다. 초기에는 외상 경험에 대한
자기비난이 상승된 상태로 외상 당시의 1차 정서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회상 없는 고통스러운 감각기억이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TAU 회기를 통하
여 이것이 외상과 관련된 감각기억이라는 점이 밝혀졌고, 이에 감각기반기억의
활성화 수준은 더 높아졌다. NET 처치 결과, 해리성 재체험 감각기반기억의
수준은 완화되었고, 외상후 정체성 변화 측정치와 PTSD와 우울을 비롯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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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증상의 측정치에서도 효과적인 완화가 이루어졌다. 이 참여자의 추후 평
가는 다른 처치가 지속된 이유로 실시되지 않았으나, 추후 평가를 포함하여 이
러한 사례 연구를 실시한다면 외상억제 유형의 참여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경
과를 기록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자기정의기억 양상에 개
입했을 때 정체성 변화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경과를 보이는지 알려줄 것이며,
따라서 유형에 따른 치료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기반이 된다.
사실상 NET 집단에 배정된 참여자들은 대체로 더 많은 처치(정서조절훈련
과 TAU)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증상이 보다 심각한 사람들로서,
지지적 관계를 다지고 자기조절문제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는 불가피
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선형분석을 통해 이러한 점을 통제하고자 하였고, 그럼
에도 여전히 NET 처치가 유효함이 나타났다.
사실상 다른 처치의 효과 혼재를 배재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여
겨지는 바, 임상 현장에서는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의
효과적인 조합으로 이루어진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것이 개별 처치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어떠한 처치가 효과적인가는 여전히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지만, 여러 임상가들
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에는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Cloitre et al., 2011; Courtois & Ford, 2009; Herman, 1997). 복
합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과 실시하는 기억 처치는 안전 확보가 달성된 이후에
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는 자기정의기억 양상의 변화가 효과적인 정체성 회복
과 더불어 나타났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은 참여자 수는 본 연구의 매우 큰
한계점이다. 따라서 참여자 수를 확대하여 본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각 처치 집단에 무선 할당하기 보다는 참여자의
선택과 보호를 우선한 점이 한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측정치의 차이를
통제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둘째, 자기정의기억 양상의 변화량과 외상
후 정체성 변화 측정치의 변화량을 상관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기에, 이 관계
가 인과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둘 관계가 인과를
이룬다고 보지는 않으며, 다만 자기정의기억에 초점을 두는 것은 외상후 정체
성 회복을 꾀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셋째, 자
기정의기억의 조직화, 정서조절훈련 학습, 지지치료 처치 간의 차별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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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서조절역량의 변화량 및 지지치료로 습득한 만족도
변화량을 측정하여 자기정의기억 양상의 변화량과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력이
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정치가 누락되어 비교가 불가능
했던 한계가 있다. 또한 복합 외상 증후군에 특수한 치료로서 개발된 내러티브
노출치료에서 목표로 하는 자기정의기억의 조직화가 복합 및 단일 외상에 관
한 구분 없이 외상기억에 초점을 두는 다른 인지치료, 점진적 노출치료, 안구
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기법과 같은 다른 외상기억초점 치료(예, Ehlers,
Clark, Hackmann, McManus, & Fennell, 2005; Rothbaum, Astin, &
Marsteller, 2005)와 보이는 차별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추후 연구로서
의미 있다. 넷째, 각 처치를 실행할 때의 처치자의 역량을 표준화할 수 있는
절차와, 세 처치 집단에 따른 프로토콜이 엄격히 실시되었는가를 검토할 수 있
는 장치가 없었다. 따라서 처치자 변인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
다. 또한 외상후 맥락기억척도의 보완을 바탕으로,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심리
적 증상의 효과적인 완화에 요구되는 ‘맥락화’란 과연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개념화하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검토한 정체성 유
형별 처치 효과와 완화 과정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 부족한 지점으로 추후 연
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자기정의기억 양상에 대한 개입이 외상후 정체
성 변화 및 심리적 증상의 회복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증하고, 복합 외상 경험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프로토콜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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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논 의
외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한 개인에게 일어났을
때 이는 삶이 부서지는 경험과 같다(Janoff-Bulman, 1992). Herman(1997)이
언급했듯이,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이후로 법학자, 신학자, 철학자가 된다.
그 철학자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묻고, 외상 이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필연적으로 던지게 된다. 따라서 외상후 적응을 논하는데 정체성
의 주제는 피할 수 없다.
학자들은 기본가정(Janoff-Bulman, 1992), 도식(Horowitz, 1986)의 변형이
라는 개념을 통해서 외상 이후 개인의 삶을 설명하고자 시도해 왔다. 최근 인
지기억이론에서는 외상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이러한 도식 수준의 변화와 다
양한 외상후 심리적 증상을 기억표상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해보고자 하였다(예,
Brewin, 2011; Dalgleish, 2004; Ehlers & Clark, 2000; Foa & Rothbaum,
1998).
본 연구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정체성 변화의 양상을 개념
화했고, 그것이 자기정의기억 양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증하였으며, 정체
성 변화의 유형을 구분하여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체험을 단순한 증상의 기
술을 넘어 통합적으로 설명해보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자기정의기억 양상의 변
화에 초점을 둔 개입이 외상후 정체성 변화에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 검토하
였다. 특히 복합 외상 경험에 집중하여, 복합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정체성
회복에 관한 이론적, 임상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연구 1에서는 근거이론 방법을 바탕으로 고문이라는 조직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내레이션 실증 자료를 분석하여, 개인이 외상 이후 정체성의 변화를
통합해 나가는 과정의 이론을 도출하였다. 내레이션은 참여자들의 기억 기술과
기억에 대한 해석으로 구성되었고, 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생성되었
다. 이러한 내레이션 자료는 정체성 단절과 통합 과정이라는 핵심범주로 설명
되었다. 참여자의 내레이션에서, 이들이 다중 다겹의 단절 경험에서 외상에 대
한 이해와 관계 속의 수용이라는 범주를 거쳐, 자기 일관성 동기와 합치성 및
수용의 동기라는 하위개념에 기반하여 분투하면서, 자기의 재연결과 정체성의
확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외상후 회복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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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언급되었던 자기-일관성(Conway et al., 2004; Tedeschi et al., 1998),
분투(Calhoun & Tedeschi, 1998; Tedeschi et al., 1998), 수용과 연결성
(Herman, 1997; McCann & Pearlman, 1990)의 개념을 재발견하였다. 또한
Joseph과 Linely(2005, 2008)의 역경후 성장에 관한 유기체적 가치이론에서
긍정적 조절(positive accommodation)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발견
하였다. 추가로 외상후 정체성 변화 유형에 관한 가설 모형의 네 가지 유형에
따라, 참여자의 일부 사례를 구분하는 시도를 하였고, 가설 모형의 검증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연구 2에서는 정체성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형 도구를 개발하여 타당화하였다.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는
정체성 과잉조절(over-accommodation)과 정체성 통합결여, 정체성 혼란, 부
정적 정체성, 그리고 정체성 기능문제의 다섯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
별 내적 일관성은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수렴 타당도도 양호하였다. 외상후 정
체성 변화 척도는 연구 1에서 나타난 외상후 정체성 변화 양상을 대체로 잘
반영하였고,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연구 3에서는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자기정의기억 양상의 관계를 다양한 방
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연구 3.1에서는 외상후 맥락기억표상을 측
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외상후 맥락기억 척도는 자서전 조직화, 맥
락 통제, 발화 조절이라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상위요인으로서 위계 요
인 구조가 가장 적합했다. 외상후 맥락기억척도는 외상 기억이 하나의 자서전
기억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수준, 기억의 자발적 통제 가능성과 외상 기억의
시간적 맥락 변별 가능성, 그리고 외상 사건에 대한 발화 시에 정서 조절 및
조직화된 전달 능력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도 검증에서 이
는 감각기반기억 측정치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외상후 맥락기억과
감각기반기억 측정 도구는 서로 독립된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으
며, 이는 기존 이론과 일치하는 부분이다(Brewin, 2011). 이 두 기억 표상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여 외상후 정체성 변화의 유형을 반영할 것으로 여
겨졌다. 외상후 맥락기억 척도의 총점은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의 하위요인
과 경미하지만 부적 상관을 보여, 정체성 변화와 자기정의기억 양상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하였다.
연구 3.2에서는 망각지시실험 방법을 바탕으로, 복합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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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외상의 감각기반표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개념자기 기억에 대한 억제조
절 역량이 저조하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감각기반표상 수
준이 높은 실험 집단은 낮은 수준의 통제 집단에 비하여, 자기와 반대되는 단
어에 대한 기억역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망각효과에는 두 집단 간 차이
가 없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감각기반표상 수준이 높은 경우 본인이 판단
한 개념자기와 반대되는 단서에 대한 기억 연합이 저조하기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개념자기에 대한 주의 할당이 과도하여 다른 단서에 대한 인지
역량이 저하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대안적인 개념자기에 대한 기억의 경합 가
능성이 낮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는 감각기반표상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개념자기의 경직성과 편향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따라
서 연구 3.2 역시, 자기정의기억 양상이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뒷받
침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연구 3.3에서는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에서 정체성 과잉조절과 정체성 통
합결여의 하위 요인을 중심으로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외상후 정체성 변화를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해리 유형, 과잉조절 유형, 외상억제 유형, 그리고 통
합 유형으로 군집이 나타났으며 가설을 뒷받침하였다.
첫째, 해리 유형은 정체성 변화 및 외상후 증상 수준이 가장 심각하였고, 복
합 외상을 경험한 경우가 높은 비율로 포함되었다. 또한 대처 능력에 대한 부
정적 평가, 지속적 해리, 반추, 감정표현불능의 심리적 대처 양상에서도 가장
부적응을 보였다. 자기정의기억 양상에서도 감각기반 기억표상이 높고 맥락기
억표상은 저조한 가장 파편화된 유형에 해당하였다.
둘째, 과잉조절 유형은 정체성 과잉조절 수준이 높은 사람들로서, 임상적 관
심을 요하는 정체성 변화와 외상후 증상 수준을 보였고, 대처 양상에서도 주목
할 만한 부적응 수준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 중 대처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반추 수준의 상승에 주목하였다. 자기정의기억 양상에서는, 감각기반기억은 활
성화 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나, 맥락기억에서는 통합 집단과 차이가 나지 않았
다. 이는 감각기반기억이 여전히 파편화된 상태에서 맥락기억이 형성된 유형으
로, 외상 과잉 동화에 따른 반추, 침투 사고, 2차 정서 문제가 높을 것으로 추
론하였다.
셋째, 외상억제 유형은 정체성 통합결여 수준이 높은 유형으로, 과잉조절 유
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임상적 관심을 요하는 정체성 변화 수준과 외상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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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증상 수준을 보였다. 특히 대처 양상에서 지속적 해리와 감정표현불능의 자
동적 회피 양상이 두드러지는 점이, 이 유형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었다. 자기
정의기억 양상에서 감각기반기억은 활성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맥락
기억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이들의 회피적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가설과 마찬가지
로, 이들은 정서가 결여된 스크립트 형태의 맥락기억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통합 유형은 외상정보의 처리가 완결된 상태로 가정되었는데, 정체성
과잉조절과 통합결여의 측정에서 모두 낮은 수준이었고, 그 외 정체성 변화 측
정치와 외상후 심리적 증상에 관한 측정치, 그리고 부적응적 대처 양상의 측정
치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연구 3.3은 외상후 정체성 변화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후 적응 과정을 정체성을 주제로 하여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자기정의기억 양상에 대한
개입이 정체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연구 4에서는 임상 장면을 방문한 복합 외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
로, 자기정의기억 양상의 조직화에 초점을 둔 개입과, 현재의 정서 조절 및 습
관화에 초점을 둔 정서조절훈련의 개입, 그리고 정서초점 지지치료가 중심인
일반 개인치료 개입이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PTSD, 우울 증상의 완화에 차별
적인 효과를 주는가를 검증하였다. 자기정의기억의 조직화는 외상의 감각기반
기억과 맥락기억 수준에 유의미한 호전을 일으켰으며,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PTSD, 우울 수준에도 유의미한 완화를 촉진하였다. 특히 감각기반기억의 조직
화는 전반적인 외상후 정체성 변화 및 심리적 증상의 완화 수준에 기여하였고,
맥락기억의 강화는 정체성 내용 문제의 완화에 기여하여, 자기정의기억의 조직
화가 정체성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재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론적, 임상적 시사점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외상후 정체성 변화란 외상관련 연구에서 주의깊게 논의되어 왔고 연구
의 초점이 되어오기는 했으나, 주로 모호한 질적 개념으로서 이론적으로 추정
되어 왔을 뿐이다. 정체성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도 없었고, 따라
서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는 매우 적은 수에 머물렀다. 이
에 본 연구는 외상과 관련된 자기 장해 및 정체성 문제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수렴하여(안현의 등 2009; Allen, 2005; Berntsen & Rubin, 2007; Br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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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Briere, 2000a; Briere, 2002; Brier & Scott, 2006; Foa et al.,
1999; Harvey, 1996; Harvey et al., 2003; Herman, 1992, 1997), 정체성
개념이 지니는 포괄성만큼이나 구조와 내용, 기능의 포괄적 측면을 아우르되
임상적으로 유용한 수준에서 정체성의 변화를 측정하는 도구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 타당화한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
한 수준으로 추후 외상후 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는 외상에 따른 정체성 변
화의 구조, 내용, 기능의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괄한다. 외상이 정체성의 핵심
을 차지하고 과도하게 지배하는 현상(Berntsen & Rubin, 2006; Brewin,
2011)은 정체성 과잉조절(over-accommodation) 하위요인이 측정하고, 외상
으로 자기 응집성과 자서전 기억의 통합성이 손상되는 현상(Brewin, 2011;
Conway, 2005)은 정체성 통합결여 하위요인이 측정한다. 또한 외상으로 인한
내면 자기 통합의 부재에서 오는 혼란스러운 자기개념(Allen, 2005; Brewin,
2011; Briere, 2000a; Harvey, 1996)은 정체성 혼란의 하위요인으로, 자존감
및 자기 가치감의 손상과 부정적 자기 신념(Allen, 2005; Foa et al., 1999;
Harvey, 1996)은 부정적 정체성 하위요인으로, 그리고 자기의 해리와 관련된
자기조절역량의 저하(Briere, 2002)는 정체성 기능문제 하위요인으로 측정한
다.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는 정체성은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내포하
고, PTSD를 비롯한 외상후 심리적 증상과의 유의한 상관을 보이며, 특히 복합
외상 경험과 높은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외상후 심리적 고통과 정체
성 문제에 관한 기존 논의(예, Brewin et al., 2011; Herman, 1997)와 일관된
결과로 이 척도가 외상에 따른 정체성 변화를 타당하게 측정한다는 근거이다.
본 연구의 주 내용 중 하나인 정체성 변화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은
마련되지 못했으나, 추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임상 장면에서는 유용한 안내 정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진다.
둘째, 외상후 정체성 변화에 대한 개입 원리 마련을 위하여 본 연구가 기반
한 것이 자기정의기억 양상이라는 구체적인 표상이라는 점을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척도 제작을 기반으로 한 상관 연구와, 기억과제 실험 연구 등 다양
한 방법을 활용하여 외상후 정체성 변화와 자기정의기억 양상의 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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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하였다. PTSD의 위험 요인 및 증상 유지 요인으로서 기억장해에
관한 논의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수렴되었고(예, Brewin, 2011; Conway &
Playdell-Pearce, 2000; Rubin, Berntsen, & Johansen, 2008; Williams et
al., 2007), PTSD와 외상 기억양상과 관련된 연구는 현재까지 다양하게 시도
되어 PTSD에서 특징적 기억현상에 관한 논의는 점차 합의에 이르고 있다
(Parry & O'Kearney, 2014). 인지기억이론 내에서 PTSD와 자기개념 혹은
PTSD와 정체성 문제에 대한 연구는 점차 실시되고 있으나(예, Brewin et al.,
2011; Moser et al., 2005; Sutherland & Bryant, 2005), 외상후 적응 과정
을 PTSD가 아닌 정체성으로 개념화하여 정체성 변화와 외상 기억양상의 관련
성을 살핀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억표상을 통해 외상후 정체성 변화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것은, 실제 임
상 장면에서 기억표상의 조직화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입의 원리를 제공
한다는 면에서 유용한 치료적 함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외상정보의 과잉 조절
(over-accommodation)과 과잉 동화(over-assimilation)에 따른 정체성 문제
가 외상에 대한 감각기반 기억표상과 맥락기억표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상관 연구로 밝혔고, 감각기반 기억표상의 활성화를 낮추고 대안적인 기
억을 조직화하는 것이 정체성 문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실험 방법으로 검
증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입각하여 개입한 처치효과 연구를 통해서 감각
기반기억과 맥락기억의 조직화를 꾀하는 처치가 외상후 정체성 회복을 촉진한
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특히 이중표상이론(Brewin et al., 1996, 2010)에 입각하여, 감각기반 기억
표상과 맥락기억표상이라는 각기 독립적인 기억표상의 조직화 수준에 따라 정
체성의 변화를 설명한 점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감각기반기억의 조직화가 외
상후 정체성 회복에 필수적이고, 이것이 선행되지 않은 맥락화는 오히려 정체
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Singer 등(2013)은 내러티브 정체성
이란 두 가지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하면서, 하나는 구체적 심상 기억을 생
성하는 기억 구체성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회상 경험을 자기라는 개념 구조로
연결하는 의미 만들기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 두 내레이션 과정이 융통성 있
게 통합될 때 심리적 건강이 달성된다고 한다(Singer & Conway, 2011). 이는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일치하는 논의로, 외상후 정체성 회복 역시 외상 기억의
감각기반표상을 조직화하고, 맥락표상과의 연결을 바탕으로 의미있고 일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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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통합해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연구 1의 질
적 분석 결과에서도, 구체적 외상 경험에 대해서 말과 글로 표현하면서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이 참여자들의 증상 완화를 유도했으며, 정체성 통합 과정에서
이러한 기억의 정리를 포함하는 외상 이해의 과정이 핵심임이 나타났다. 개입
원리에 적용하자면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구체적 외상 기억
에 개입하는 외상 초점 치료가 중요한 축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외상후 정체성 변화의 유형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를 논할 수 있다. 우선 정체성 변화의 유형화는, 서로 다른 여러 증상으로
개인을 명명하는 것을 넘어서, 외상후 개인의 현상 체험을 전체적으로 설명하
고 분류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임상 장면에서
외상 이후 완전 PTSD 진단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외상 이후 개인의 적응에
대한 개념화는 PTSD 진단 중심의 의학적 모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임상
현장에서는 PTSD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외상후 적응 과정에서 고통
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대다수 발견된다. Young(1997)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외상후 적응을 이해하는데 증상 진단 중심의 의학 모델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서 역설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대안적인 이해의 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PTSD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외상후 반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지만, 외상으로 인한 삶의 변형 전체를 대표해주지는 못한다. 개인의
삶은 증상 그 이상이며, 특히 복합 외상은 개인의 삶 전반을 파괴하므로 보다
종합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외상 이후 개인의 삶에 발생한 폭넓은 변화를 정체
성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단순한 증상 완화를 넘어서 개인을 온전한 전체로서
이해하고 외상 이후 그의 삶의 전환(transformation)을 도울 수 있다. 더하여
개인을 전체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외상으로 무력화된 인간성을 존중하는 관점
에서 비롯되며 이 역시 외상후 인간성을 박탈당한 개인을 지원할 때 요구되는
타당한 관점이다. 임상 현장에서는 PTSD 중심의 사례 개념화를 넘어서 외상
이 한 개인의 삶과 정체성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떠한 통합적 지
원이 그에게 필요한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편, PTSD에 대한 인지기억 이론 논쟁은 기억의 파편화가 증상 악화에 기
여하는지(예, Brewin, 2011; Ehlers & Clark, 2000; Foa & Rothbaum,
1998) 혹은 외상 기억이 인생 이야기 내에 지나치게 일관되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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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rent), 과잉 통합(enhanced integration)된 것이 증상 악화에 기여하는지
(Berntsen & Rubin, 2006, 2007; Boals & Rubin, 2011; Rubin, 2011;
Rubin et al., 2004; Thomsen & Berntsen, 2009)를 두고 벌어졌다. 본 연구
는 외상 정보에 따른 조절(accommodation) 혹은 동화(assimilation)의 정보처
리 양상에 따라 정체성을 유형화함으로써, 이 두 가지 논의가 서로 다른 정체
성 유형 측면에서는 다 옳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해리 유형은 외상후 정체성 변화 및 심리적 증상 수준이 높았
고, 감각기반기억과 맥락기억의 파편화 또한 발견되었다. 이는 기억의 파편화
와 증상 악화를 논한 임상가들의 설명에 부합하는 유형이다. 한편 과잉조절 유
형에는 감각기반기억은 파편화된 채 맥락표상 수준에서는 조직화가 이루어진
역기능적 상태가 드러났는데, 이 유형이 Berntsen과 Rubin(2006, 2007)이 집
중한 사건 중심성과 증상 악화에 관한 논의에 해당한다. 즉, 감각기반기억 수
준에서는 파편화되어 있지만, 맥락표상 수준에서는 역기능적으로 조직화된 상
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직화란

진정한

‘통합’이

아니며,

동화

(assimilation)의 시도로서 발현되는 왜곡되고 편향된 맥락기억의 조직화와 관
련될 가능성을 논하였다. 이는 외상 정보처리의 악순환, 즉, 끊임없는 조절
(accommodation)과 동화(assimilation) 상태가 지속되는 정체성 문제의 만성
화를 유발할 수 있다.
외상억제 유형도 마찬가지였는데, 감각기반기억은 유의하게 낮았으며, 맥락
기억은 높은 성향을 보였다. 이 역시 억제와 망각이라는 동화(assimilation)의
시도로 인하여 감각기반기억이 억제된 상태에서 정보가 결여된 채 맥락화 된,
즉 역기능적으로 조직화된 상태라고 논의하였다. 이 경우 외상 정보가 정체성
에 일관되게 조직되지 못한 측면이 오히려 역기능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유형은 다른 외상후 정체성 변화 및 심리적 증상 수준이 낮은 통합 유형과는
차별되는 군집으로, 역기능적 해리와 감정표현불능을 기반으로 외상정보처리가
만성적으로 지연된 유형으로 나타났다. 외상억제 유형에 심리적 문제 수준이
나타난다는

점은,

외상

중심성이

증상

악화를

야기한다는

Berntsen과

Rubin(2006, 2007)의 논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는 기존 연구에
서 아직 수렴되지 않은 억압된 기억 및 회복된 기억의 논의(Brewin, 2007)와
관련된 유형으로 보인다.
요컨대, 외상 정보의 어떠한 통합 혹은 조직화가 기능적인가가 중요하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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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 변화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표상 수준에서 역기능적 혹은 기능적 조직
화가 나타날 수 있음이 본 연구에서 시사되었다.
정체성 변화 유형에 따른 치료적 개입의 절차는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검
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논의를 기초로 시사점을 제시해볼 수 있
다. 가장 중요하게는, 복합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체계적인 단계적 지원
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첫 번째 안전 확보 단계(Herman, 1997)에서 해리 및
외상억제 유형은 특히 외상 경험과 현 증상의 연결고리를 파악하여 문제를 명
확히 인식하고 명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과잉조절 유형은 기억 처치에 도입
하기 이전에 반드시 2차 감정의 기능을 조명하고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해를 얻고 내부 귀인 및 자기 비난에서 벗
어나는 과제, 자기조절역량을 확보하는 과제가 이 단계에 포함이 되겠다. 두
번째 기억과 애도의 단계(Herman, 1997)에서는 안전 확보 단계의 역량을 기
반으로 감각기반기억을 완화하고 맥락기억을 강화하는 기억 처치 개입이 이어
져야 한다. 특히 언어나 의미 수준의 맥락 형성 이전에 보다 생생한 신체, 감
각지각, 정서적 일화기억의 조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
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 자신의 삶의 의미와 새로운 정체성을 통합하는 인지적
재구조화의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 더불어, 역량 강화와 긍정적 정체성 형성
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기억의 조직화 역시 중요하다. 마지막 재연결의 단
계(Herman, 1997)에서는 통합된 정체성을 기반으로 공동체 안의 구성원으로
서 생활하면서 새로운 자기정의기억을 형성하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
미와 정체성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각 연
구마다 상이한 표본의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1은 조직적
폭력의 생존자, 연구 2, 3은 다양한 외상 경험자들이 포함된 일반인 및 대학생
집단, 연구 4는 임상 장면에 방문한 복합 외상 경험자들의 자료를 사용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광범위한 유형의 외상을 경험하게 되며, 따라서 표
본은 이질적인 참여자들로 구성되는 것이 생태적 타당도 면에서는 더 높다는
논의가 있다(Breslau, Chilcoat, Kessler, & Davis, 1999; Kessler, 2000). 또
한 외상후 증후군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건 경험을 포괄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복합 외상 경험자에 집중하여 가설 검증을 진행하였으므
로 일관적인 면이 있으나, 유사 경험자들로 구성된 동질적인 표본을 활용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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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재검증이 요구된다. 기존 연구에서 특히 대인 간 폭력 외상의 경험을 포
함한 복합 외상이 대인 무관 외상의 복합 발생에 비하여 PTSD의 위험성을 높
인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Breslau et al., 1999), 추후에는 복합 외상과 단일
외상 경험자의 차이를 재검증하고, 복합 외상을 구성하는 개별 경험의 차이에
따른 비교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질적인 내레이션을 양적으로 코딩하여, 내레
이션에 반영되는 감각기반기억 혹은 맥락기억의 수준을 산출하고, 이것이 참여
자들의 외상후 정체성 유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상 기억의 파편화 및 조직화와 관련된 연구는 외상 기억 내레이션에 등장하
는 어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졌는데(O'Kearney & Perrott,
2006), 이를 활용하는 연구가 유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외상후 정체성 변화 유형의 발현을 재검증하는 것이, 유
형 구분의 임상적 활용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의 유용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이러한 요인구조가 재발견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맥락기억표상의 세부적인 발현을 명료하게 구분하여 측정
해내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과잉조절 유형과 외상억제 유형에서 나타나는 맥
락기억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론적으로 가정되었으나 경험적으로 변별되
어 확증되지는 못하였다. 연구 3.3의 상관연구에서도 일부 유의미하였으나 일
부는 경향성만이 발견되어, 이를 재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상 맥락기억은
구체적인 측정이 어려울뿐더러, 기존 연구에서도 PTSD와 맥락기억에 대한 논
의는 감각기반기억에 대한 논의만큼 수렴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Kearney & Perrott, 2006). 따라서 맥락기억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경험
적 검토가 추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외상후 맥락기억척도는 문항수도 상
당히 적고 내용 타당도 측면에서도 한계가 논의된 바 있는데, 맥락기억척도를
보완하여 외상후 정체성 변화 유형에서 맥락기억의 양상이 어떻게 달리 나타
나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외상정보가 결여된 개념중심의 맥락
표상, 혹은 감각기반기억을 왜곡한 채 2차 정서를 유발하는 맥락표상 등, 다양
한 측면으로 발생하는 맥락화의 실패를 포함하고, 긍정적 조직화, 일관된 정체
성에 합치하는 조직화, 타인의 수용 속에서의 조직화 등을 반영하여, 외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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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기억척도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체성 유형 구분의 시도는 탐색 수준으로 다양한 표본의 외상 경
험자들을 대상으로 군집 분석을 재실시할 필요가 있다. 동질한 외상 경험자를
대상으로 표본수를 확장하여 결론을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근거를 확증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또한 군집 분석을 활용하지 않고, 표본 내 외상후 정체성
변화 척도의 정체성 과잉조절과 정체성 통합결여의 측정치 수준에 따라 집단
을 구분하여 관련 변인들의 차이를 재검증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기정의기억을 조직화하는 개입이 지닌 치료 효과를 재검증
하기 위해 표본수를 확장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정체성 유형에 따른 처치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정체성 유형별로 자기정의기
억의 조직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양한 사례 연구와 처치 효과 연구
를 바탕으로 유형에 따른 개입 방법의 원리와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복합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단계적 치료 개입(예, Cloitre et
al., 2011)의 구체적인 프로토콜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외상후 정체성 변화를 탐색한 기초
연구로서, 정체성 변화의 유형 구분을 시도하였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정
의기억 양상과 외상후 정체성 변화의 관계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치료
개입 방안의 가능성을 탐색했다는 면에서 중요한 이론적, 임상적 유용성이 있
다. 또한 인지기억이론에서부터 구조주의적 관점까지 포괄하여 복합 외상을 경
험한 사람들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통합적인 이론 논의와 더불어
임상적 시사점 또한 제시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기여점이다. 본 연구는 외상
기억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관계 속에서 외상을 철저히 기억하고
조직화하며, 새로운 정체성으로 확장해 나아가 다시 관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 곧 회복 과정이라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외상 이후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론적, 임상적으로 유용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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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1의 주제 및 범주에 관한 표

주제묶음 (속성, 차원)
가난, 차별
공포와 불신
낙인
가치있는 삶
의미있는 삶
감수성, 신앙

하위 범주

하위 범주

범
주

성장 환경, 문화 조건
시대 조건

성장기 환경

정
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신념

성
신념의 뿌리

양육 방식: 통제적 양육-인정과 수용

양육자의 가르침과 양

뿌

양육자를 본받음

육 방식

리
찾

성장기 외상 경험이 정체성의 기원이 됨
성장기 외상 경험

성장기 외상 경험이 여전히 파편화됨

기

성장기 외상 경험이 축소됨
빈곤과 차별의 변화추구
불신의 변화 추구
통제의 변화 추구

외

성장기 환경의 변화추
구

가치, 의미, 양심, 신앙

성장기의 신념 실천

예상된 외상

신념에 대한 대가

급작스러운 외상

급작스러운 외상

개인 정체성 맥락

상
발
생
조

시대적 조건

건

신체 통제 불능-통제시도
죽음과 손상의 공포

신체폭력과 죽음체험

신체 안위를 예측할 수 없음
고립과 감시
성적 수치감과 위협

외
상

심리적 위협과 감시

과

가까운 이의 가해를 위협
섭식 위생 통제
비인간적 굴욕적 대우

인간성 박탈

증오의 언어
인간에 대한 회의와 불신
인간성에 대한 혼란

그
이

인간성에 대한 회의

신에게 배제됨
불명예 덧씌우기

외상의 속성

가해의 목적: 정체성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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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파괴된 자기:
인생에 대한 상실감
심리성격적 변화
신체의 나약함 직면
고독:
버려진 자의 고독
살아남기 위한 고독
단절에 대한 극단적 공포체험
자기의 무너짐:

외

자기의 단절

상

굴복한 무력감, 무가치감

과

나를 버림

외상후 정체성 변

나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

화

타인에 대한 죄책감

그

존재혼란:

이

존재가 없음

후

자해충동
자기 내면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함
외상을 말할 수 없음
인간성에 대한 회의와 혼란
관계에 대한 불신과 공포

관계의 단절

외로움
냉대와 배타
정의가 회복되지 않음

세상의 단절

구속, 고립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가치가 위반되는 상황

정체성과 신념 지키기

위계가 개입되는 상황
통제 행동
외상 해결로서의 인생 과업
외상당시의 용기

통제력 되찾기

외상 경험을 통제

생

하고

애

극복하려는

시도

과
제

외상의 매듭을 풀기

과거 잊기

외상 경험 망각의

기억의 파편 맞추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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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경험과 자기 생각과 감정을 정리
함-정리하지 못함

외상을 이해하려는 시
도

외상의 사회적 맥락과 배경을 앎

정

타인에게 드러내기와 지지받음-드러

체

내기와 지지받기가 결여됨
같은 경험을 겪은 사람들과의 동질성,
연민

외상 이후 삶 이어
연결 속의 정체성 수용

나가기

성
되
찾

종교적 수용

기

외상에 대한 사회적 정의 회복
신념과 자기상의 연결
정체성을 지키려 분투

자기의 재연결

새로운 정체성 통합의 도전
타인의 아픔을 위로
타인을 존중
시민의식

타인과 연결된 정

정

체성

체
성

정체성을 상징하는 직업 활동

새로운

타인과 연결된 정체성의 실천

정체성에

따른 삶 실천

상처입은 치유자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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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장

부록 2. 사건경험질문지
다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입니다. 다음 중 직접 경험하신 사건
이 있다면 ‘한번 경험’ 혹은 ‘여러번 경험’ 중 해당되는 칸에 o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해
서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건이 없으시면 23번 문항에 가장 힘들었던 사건을 간
략하게 적어주시고 해당되는 칸에 o 표시해주십시오. ※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떠올리거나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험

한번

여러번

없음

경험

경험

1. 만14세 미만이었을 때, 가족 혹은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및 위협

0

1

2

2. 만14세 미만이었을 때, 가족 혹은 아는 사람에 의한 신체적 학대

0

1

2

3. 만14세 미만이었을 때,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 및 위협

0

1

2

4. 만14세 미만이었을 때, 낯선 사람에 의한 신체적 학대

0

1

2

5. 만14세 이상이었을 때, 가족 혹은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및 위협

0

1

2

6. 만14세 이상이었을 때, 가족 혹은 아는 사람에 의한 신체적 학대

0

1

2

7. 만14세 이상이었을 때,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 및 위협

0

1

2

8. 만14세 이상이었을 때, 낯선 사람에 의한 신체적 학대

0

1

2

9. 만14세 미만이었을 때, 가정폭력 목격 혹은 부모의 이혼

0

1

2

10. 심각한 사고 (교통사고, 화재, 산업재해 등)

0

1

2

11. 자연재해, 재난 (폭풍, 홍수, 지진)

0

1

2

12. 전쟁, 전투 참여

0

1

2

13. 고문 피해 (감금, 신체적 고문, 심리적 압박)

0

1

2

14. 공권력에 의한 신체적 폭력, 심리적 압박

0

1

2

15. 감금 (교도소 투옥, 포로, 인질)

0

1

2

16. 중요한 사람과의 사별

0

1

2

17. 빈곤, 가난 (가정형편 어려움)

0

1

2

18.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혹은 신체 장해

0

1

2

19. 유산, 임신중절

0

1

2

20. 강제 실직, 해고

0

1

2

21. 성별, 인종, 민족, 종교, 신분, 성적지향, 신체 질환/장애에 대한 차별 및 편견

0

1

2

22. 혐오범죄 (예: 성정체성을 문제 삼은 폭력을 겪은 경우 등)

0

1

2

-

1

2

23. 위에 해당되는 경험이 없다면, 그 외 가장 힘들었던 사건:
(간략하게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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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외상경험질문지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떤 시점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게 됩니다. 다음
중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으면 모두 표기해주시고, 이어진 질문에 응답해주십시오. 본 설
문내용은 다소 민감한 정보를 요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율적 응답을 요청 드리며, 응답을 거
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1.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까? (예: 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 관련 없음

□ 직접 겪진 않았으나
목격했음

□ 직접 겪었음

이러한 경험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몇 살 때 입니까?

□ 관련 없음

□ 14세 미만

□ 만 14-18세
미만

□ 18세 이상

이러한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겪었습니까?

□ 관련 없음

□ 한 번

□ 여러 번

2. 심각한 사고나 중한 상해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예: 교통사고, 화재, 산업 재해)

□ 관련 없음

□ 직접 겪진 않았으나
목격했음

□ 직접 겪었음

이러한 경험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몇 살 때 입니까?

□ 관련 없음

□ 14세 미만

□ 만 14-18세
미만

□ 18세 이상

이러한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겪었습니까?

□ 관련 없음

□ 한 번

□ 여러 번

3. 전쟁, 전투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 관련 없음

□ 직접 겪진 않았으나
목격했음

□ 직접 겪었음

이러한 경험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몇 살 때 입니까?

□ 관련 없음

□ 14세 미만

□ 만 14-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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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 18세 이상

4.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신체 질환이 있었습니까?

□ 관련 없음

□ 직접 겪진 않았으나

□ 직접 겪었음

목격했음

이러한 경험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몇 살 때 입니까?

□ 관련 없음

□ 만 14-18세

□ 14세 미만

□ 18세 이상

미만

5. 가족이나 가까운 이가 사고나 범죄로 갑작스럽게 죽은 일이 있습니까?

□ 관련 없음

□ 직접 겪진 않았으나
목격했음

□ 직접 겪었음

이러한 경험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몇 살 때 입니까?

□ 관련 없음

□ 만 14-18세

□ 14세 미만

미만

□ 18세 이상

이러한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겪었습니까?

□ 관련 없음

□ 한 번

□ 여러 번

6. 가족이나 가까운 이가 자살로 갑작스럽게 죽은 일이 있습니까?

□ 관련 없음

□ 직접 겪진 않았으나
목격했음

□ 직접 겪었음

이러한 경험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몇 살 때 입니까?

□ 관련 없음

□ 14세 미만

□ 만 14-18세

□ 18세 이상

미만

이러한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겪었습니까?

□ 관련 없음

□ 한 번

□ 여러 번

7. 무기로 공격당한 일이 있습니까? (예: 칼, 총, 그 외 흉기)

□ 공격당하지는
□ 관련 없음

않았으나
이를 위협 당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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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겪진

□ 직접

않았으나 목격했음

겪었음

이러한 경험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몇 살 때 입니까?

□ 관련 없음

□ 14세 미만

□ 만 14-18세

□ 18세 이상

미만

이러한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겪었습니까?

□ 관련 없음

□ 한 번

□ 여러 번

8. 극심한 구타를 당한 일이 있습니까? (예: 멍, 상처를 남기는 무분별한 구타)

□ 관련 없음

□ 직접 겪진 않았으나
목격했음

□ 직접 겪었음

이러한 경험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몇 살 때 입니까?

□ 관련 없음

□ 14세 미만

□ 만 14-18세
미만

□ 18세 이상

이러한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겪었습니까?

□ 관련 없음

□ 한 번

□ 여러 번

9. 낯선 사람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 관련 없음

□ 가해하겠다고

□ 직접 겪진

□ 직접

위협 당했음.

않았으나 목격했음.

겪었음

이러한 경험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몇 살 때 입니까?

□ 관련 없음

□ 14세 미만

□ 만 14-18세
미만

□ 18세 이상

이러한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겪었습니까?

□ 관련 없음

□ 한 번

□ 여러 번

10. 가족 혹은 가까운 이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 관련 없음

□ 가해하겠다고

□ 직접 겪진

□ 직접

위협 당했음.

않았으나 목격했음

겪었음

이러한 경험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몇 살 때 입니까?

□ 관련 없음

□ 14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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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18세
미만

□ 18세 이상

이러한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겪었습니까?

□ 관련 없음

□ 한 번

□ 여러 번

11. 원치 않는 성적 접촉 및 성적인 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관련 없음

□ 가해하겠다고

□ 직접 겪진

□ 직접

위협 당했음.

않았으나 목격했음

겪었음

이러한 경험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몇 살 때 입니까?

□ 관련 없음

□ 14세 미만

□ 만 14-18세

□ 18세 이상

미만

이러한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겪었습니까?

□ 관련 없음

□ 한 번

□ 여러 번

가해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 관련 없음

□ 가족 혹은

□ 가족 혹은

가까운 이, 모르는

□ 모르는 이

가까운 이

이 모두에게 경험

12. 고문을 겪은 일이 있습니까? (예: 감금과 신체적 고문, 심리적 고문)

□ 관련 없음

□ 가해하겠다고

□ 직접 겪진

□ 직접

위협 당했음

않았으나 목격했음

겪었음

이러한 경험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몇 살 때 입니까?

□ 관련 없음

□ 14세 미만

□ 만 14-18세

□ 18세 이상

이러한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겪었습니까?

□ 관련 없음

□ 한 번

□ 여러 번

13. 감금을 겪은 일이 있습니까? (예: 교도소 투옥, 전쟁 포로, 인질, 공권력에 의한 감금)

□ 관련 없음

□ 감금하겠다고

□ 직접 겪진

□ 직접

위협 당했음

않았으나 목격했음

겪었음

이러한 경험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몇 살 때 입니까?

□ 관련 없음

□ 14세 미만

□ 만 14-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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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이상

이러한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겪었습니까?

□ 관련 없음

□ 한 번

□ 여러 번

14.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외 인생에서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까? 무엇이었는
지 간단한 단어로 기입해 주십시오. 위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15. 동의서: 본 외상경험질문지의 내용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본 설문 참여를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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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외상후정체성변화질문지
다음은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이후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선택하신 고통스
러웠던 사건에 대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이러한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혹은 이에 얼마나 동의하
는지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숫자에 표기해주십시오.
전
혀
아
니
다

상
당
히
아
니
다

약
간
아
니
다

중
간
정
도

약
간
그
렇
다

상
당
히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1

2

3

4

5

6

7

2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1

2

3

4

5

6

7

3

그 사건에 의해 나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다.

1

2

3

4

5

6

7

4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6

7

5

내 인생이 내가 겪은 사건에 지배당하는 것 같다.

1

2

3

4

5

6

7

6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혼란스럽다.

1

2

3

4

5

6

7

7

나를 해치려는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1

2

3

4

5

6

7

(8)

나를 해치는 행동을 실제로 한다. (예: 손목긋기, 폭
식, 과음, 난폭운전, 위험한 성관계, 자살시도 등)

1

2

3

4

5

6

7

9

나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1

2

3

4

5

6

7

10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한다.

1

2

3

4

5

6

7

나는 영혼이 죽어버린 것 같다.
나 자신이 껍데기처럼 느껴진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나 때문이다.
내가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겪은 고통스러운 사건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는 어떤 부분이 내게
있다.
나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겪은 고통은 마치 내 인생의 시커먼 얼룩 같
다.
내 인생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꿈처럼 느껴지
는 시기나 사건이 있다.

1
1
1
1
1

2
2
2
2
2

3
3
3
3
3

4
4
4
4
4

5
5
5
5
5

6
6
6
6
6

7
7
7
7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21

나는 무가치하다.

1

2

3

4

5

6

7

22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

1

2

3

4

5

6

7

23

삶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

1

2

3

4

5

6

7

24

나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다.

1

2

3

4

5

6

7

25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

1

2

3

4

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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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외상성기억양상질문지
다음은 사람들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 경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 깊게 읽어 보
시고, 앞서 선택하신 고통스러웠던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개월 동안 자신의 경험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번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그 경험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 경험이 기억날 때, 마치 당시 들렸던 소리가 다시 머릿속에
서 들리는 것 같다.
그 경험이 기억날 때, 마치 당장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 경험이 기억날 때, 마치 당시 맡았던 냄새가 다시 나는 것
같다.
나는 그 경험이 몇 개의 장면들로 기억나고, 각 순간은 사진처
럼 떠오른다.

상

심

당

하

히

게

그

그

렇

렇

다

다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전

조

혀

금

아

그

니

렇

다

다

1

6

그 경험은 마치 계속 틀어놓은 영화처럼 기억난다.

1

2

3

4

7

그 경험은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억난다.

1

2

3

4

8

그 경험은 마치 마음속의 사진을 보는 것처럼 기억난다.

1

2

3

4

1

2

3

4

9

그 경험이 기억날 때, 마치 당시 취했던 몸의 자세를 다시 취하
게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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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외상후 맥락기억질문지
다음은 여러분이 겪은 힘든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주의 깊게 읽어
보시고, 사건 경험에 대해 최근 한 달 동안 자신의 기억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번호에 ○표
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사건 당시 들었던 내 생각/감정이 기억 속에 정리가 되
어 있다.
이 사건 경험들은 내 삶의 여러 기억 중 일부에 속한다.

전혀

약간

어느정도

매우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 사건을 떠올리고 싶지 않을 때, 기억나는 것을 멈추
3

거나, 접어두거나, 주의전환 할 수 있다. (혹은 떠올리
고 싶을 때 기억해낼 수 있다.)

4

5

6

사건 당시 들었던 나의 생각/느낌과,
사건에 대한 현재 나의 생각/느낌이 구분된다.
만약 이 경험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면, 감정/
느낌에 방해 받지 않고 전할 수 있다.
만약 이 경험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면, 조리
있게 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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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한국판 외상후스트레스진단척도
고통스러웠던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문항을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개월 동안 어떠
셨는지 빈도에 해당되는 번호를 찾아서 표시 하세요.

전혀
아니다

주

/혹은

1회

한번

정도

정도
1

사건에 관한 원치 않는 괴로운 생각이나 이미지가 떠오
름

주

주5회

2-4회/

이상/

한달중

거의

절반

언제나

0

1

2

3

2

사건에 관한 악몽

0

1

2

3

3

마치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느낌

0

1

2

3

0

1

2

3

0

1

2

3

4
5

사건이 떠오르면 정서적 고통을 느낌(예: 두려움, 화남,
슬픔, 죄책감 등)
사건이 떠오르면 신체 반응을 경험(예: 땀이 나거나 심장
이 두근거림 등)

6

사건에 대한 생각, 대화, 느낌을 피하려고 함

0

1

2

3

7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활동, 사람, 장소를 피하려고 함

0

1

2

3

8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함

0

1

2

3

9

중요한 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줄어듦

0

1

2

3

10

주변 사람들과 소원하거나 단절된 느낌
정서적으로 마비된 것처럼 느낌(예: 울 수 없거나, 사랑

0

1

2

3

0

1

2

3

0

1

2

3

11
12

하는 감정을 느끼기 어려움)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기대가 실현될 수 없을 것 같이
느낌

13

잠들기 어렵거나 잠을 계속 자기 어려움

0

1

2

3

14

지속적으로 과민해지거나 분노를 폭발하게 됨

0

1

2

3

15

집중하는데 어려움

0

1

2

3

0

1

2

3

0

1

2

3

16
17

지나치게 경계하게 됨(예: 주변에 누가 있는지 점검하기,
등 뒤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불편함 등)
크게 놀라거나, 쉽게 놀라게 됨 (예: 누군가 다가오는 경
우 크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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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앞선 경험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었던 경험 한 가지를 선택하여 다음의 질문
에 응답하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셨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전
혀
아
니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런
편
이
다

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나에게 그 때의 감정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0

1

2

3

4

2

나는 수면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0

1

2

3

4

3

나는 다른 일들로 인해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된다

0

1

2

3

4

4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예민하고 화가 난다고 느꼈다

0

1

2

3

4

5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거나 떠오를 때마다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회피하
려고 했다

0

1

2

3

4

6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건이 생각난다

0

1

2

3

4

7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꼈다

0

1

2

3

4

8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들을 멀리하며 지냈다

0

1

2

3

4

9

그 사건의 영상(이미지)이 마음 속에 갑자기 떠오르곤 했다

0

1

2

3

4

10 나는 신경이 예민해졌고 쉽게 깜짝 놀랐다

0

1

2

3

4

11 그 사건에 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0

1

2

3

4

0

1

2

3

4

13 그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이 무감각하고 둔해질 때가 있었다

0

1

2

3

4

14 나는 마치 그 사건 당시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거나 행동할 때가 있었다

0

1

2

3

4

15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잠들기가 어려웠다

0

1

2

3

4

16 나는 그 사건에 대한 강한 감정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0

1

2

3

4

17 내 기억에서 그 사건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했다

0

1

2

3

4

18 나는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0

1

2

3

4

0

1

2

3

4

20 나는 그 사건에 관한 꿈을 꾼 적이 있다

0

1

2

3

4

21 내가 주위를 경계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22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0

1

2

3

4

12

19

나는 그 사건에 관해 여전히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에도 식은 땀, 숨쉬기 어려움, 메스꺼움,
두근거림 같은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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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한국판 CES-D
아래에 적혀 있는 각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느끼고
행동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히
드물다

가끔

자주

거의
대부분

1일

1～2

3～4

5～7

이하

일

일

일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0

1

2

3

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0

1

2

3

0

1

2

3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
다.

4.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0

1

2

3

5.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0

1

2

3

6.

우울했다.

0

1

2

3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0

1

2

3

8.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0

1

2

3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10. 두려움을 느꼈다.

0

1

2

3

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0

1

2

3

12. 행복했다.

0

1

2

3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0

1

2

3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0

1

2

3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0

1

2

3

16. 생활이 즐거웠다.

0

1

2

3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0

1

2

3

18. 슬픔을 느꼈다.

0

1

2

3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0

1

2

3

2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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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한국판 벡우울척도
현재(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 선택하여 그 번호
를 ( )안에 기입해 주십시오.

1. ( )

0) 나는 슬프지 않다.
1) 나는 슬프다.
2)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3)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 )

0)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담하지 않는다.
1) 나는 앞날에 대한 용기가 나지 않는다.
2)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낀다.
3)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 )

0)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2)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투성이인 것 같다.
3)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4. ( )

0) 나는 전과 같이 일상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1) 나의 일상 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다.
2) 나는 요즘에는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3)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5. ( )

0)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2)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3)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6. ( )

0)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어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2) 나는 벌을 받을 것 같다.
3)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 )

0)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1)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2)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3)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8. ( )

0)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1)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2)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3)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모두 내 탓이다.

9. ( )

0) 나는 자살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1) 나는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2)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3)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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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0)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1)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2)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3)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즈음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11. ( )

0) 나는 요즈음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이 아니다.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2) 나는 요즈음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3)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이 요즈음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12. ( )

0)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1) 나는 전보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2) 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3) 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13. ( )

0)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1)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2) 나는 전에 비해 결정내리는데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3)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다.

14. ( )

0)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매력없어 보일까봐 걱정한다.
2) 나는 내 모습이 매력없이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3)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15. ( )

0) 나는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1)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든다.
2)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야만 한다.
3)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6. ( )

0)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1) 나는 전에 만큼 잠을 자지는 못한다.
2) 나는 전보다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3) 나는 평소보다 몇시간이나 일찍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다.

17. ( )

0)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2) 나는 무엇을 해도 피곤해진다.
3)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8. ( )

0)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 없다.
1)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2) 나는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3)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19. ( )

0) 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1) 전보다 몸무게가 2Kg가량 줄었다.
2) 전보다 몸무게가 5Kg가량 줄었다.
3) 전보다 몸무게가 7Kg가량 줄었다.
* 나는 현재 음식 조절로 체중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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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

20. ( )

0)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1)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2)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을 생각하기 힘들다.
3)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다.

21. ( )

0) 나는 요즈음 성(Sex)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1)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2)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3) 나는 성(Sex)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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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한국판 자기역량변화척도: 정체성 문제, 부적응적 정서조절 문제
다음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혹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
난 6개월 동안 이러한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가장 알맞은 숫자를 골라주십시오.

결
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나는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마음을 안정시키기가 어렵다.
다툼 중에 분풀이를 위해 물건을 던지거나 때린다.
나 스스로를 더 잘 이해했으면 한다.
너무 쉽게 무언가에 이끌린다.
한번 속이 상하면 진정하기 어렵다.
괴로운 감정이나 생각을 없애기 위해 나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
스스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정말 원하지 않은 일을 이끌려 하게 된다.
감정 통제를 잃는다.
기분을 낫게 하거나 진정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다.
인생에서 무얼 원하는지 혼란스럽다.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쉽게 동의한다.
분노를 통제하기 어렵다.
스스로를 진정시키거나 공허감을 없애려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
내게는 정체성이 없는 것 같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도 믿게 된다.
진정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
단지 화풀이하기 위해 싸움을 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잊게 된다.
다른 사람에 의해 끌려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분 상태가 쉽게 변한다.
나쁜 기분을 없애기 위해 성관계를 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혼란스러워진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도록 내버려 둔 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마음의 압박이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특정한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다.
할 필요 없고 하기 싫은 일이라도 누군가 시키면 한다.
한 순간에 화났다가도 금세 괜찮아진다.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성적인 행동을 한다.
누군가와 깊이 사귈 때, 나의 정체성을 잃는다.
좋은 생각인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른다.
짧은 순간 동안만 행복하고, 그 행복감이 오래가지 않는다.
잊어버리기 위해 극적인 행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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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한국판 외상후인지척도: 외상반응 부정적 자기, 대처능력 부정적 자
기 척도
다음은 고통스러운 사건 이후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생각들에 대해서 여쭙겠
습니다. 아래는 여러분에게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사건
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아래 문항에 맞고 틀린 것은 없습니다. 주의 깊게
읽어 보시고, 앞서 선택하신 하나의 사건에 대해 각 문항에 얼마만큼 동의하시는지 알맞은
번호에 ○ 표시해 주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이 사건은 내가 한 일 때문에 일어났다.
내가 제대로 행동하리라 믿을 수 없다.
나는 나약한 사람이다.
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이다.
나는 조금만 속상해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나는 예전에 행복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언제나 불행하다.
마음이 죽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부적격자다.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사건이 생각나면 나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사건은 내가 그럴만한 사람이기에 내게 일어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내가 미쳐가는 것 같다.
나는 앞으로 다시는 정상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다.
나는 돌이킬 수 없이 안 좋게 변해버렸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마치 물건인 것처럼 느껴진다.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이들로부터 고립되고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내게는 미래가 없다.
내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막을 수가 없다.
내 인생은 이 사건 때문에 망가졌다.
나라는 사람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다.
나는 이 사건에 형편없이 대처해 왔다.
이 사건을 내가 자초한 면이 있다.
이 사건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고 나 자신이 무너져버릴 것
같다.
나도 이제 나 자신을 모르겠다.
언제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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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외상후성장척도
다음은 힘든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앞서 선택하신
사건에 대해 해당하는 정도에 따라 알맞은 숫자에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
험
못
했
다

매
우
적
게

조
금
경
험

보
통
경
험

많
이
경
험

매
우
많
이

1.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0

1

2

3

4

5

2. 내 삶이 가치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다.

0

1

2

3

4

5

3.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다.

0

1

2

3

4

5

4.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더 커졌다.

0

1

2

3

4

5

5. 영적․정신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

0

1

2

3

4

5

6.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0

1

2

3

4

5

7.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

0

1

2

3

4

5

8.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0

1

2

3

4

5

9. 내 감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0

1

2

3

4

5

10. 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0

1

2

3

4

5

11. 나는 인생에서 더욱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0

1

2

3

4

5

12. 나는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0

1

2

3

4

5

13. 하루 하루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0

1

2

3

4

5

14.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접하게 되었다.

0

1

2

3

4

5

15.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이 더 깊어지게 되었다.

0

1

2

3

4

5

16.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되었다.

0

1

2

3

4

5

17. 변화가 필요한 일들을 실제로 변화시키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었다.

0

1

2

3

4

5

18. 나는 종교적인 믿음이 더 깊어졌다.

0

1

2

3

4

5

19.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내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0

1

2

3

4

5

20. 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0

1

2

3

4

5

21. 나는 타인의 필요성을 이전보다 더 인정하게 되었다.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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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심리적 안녕감 척도
다음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상태를 적절히 나타내는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
매모호한 경우에는 보다 가까운 숫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7

8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
다.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같다.

내 성격의 거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

과거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모
든 일이 매우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면에서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 실망을 느낀
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좋았던 때도 있었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한다.

내 자신을 친구나 친지들과 비교할 때면 나 자신에
대해 흐뭇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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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상당히

매우

그렇다 그렇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부록 15. 외상중 해리척도-개정판
지난 일주일 동안, 평소에 이러한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혹은 이에 얼마나 동의하
는지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숫자에 표기해주십시오.

전혀

약간 어느정도 상당히 매우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1. 의식이 흐려지거나, 정신이 멍해지거나,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에 내가 속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2. 어떤 일이 매우 느린 동작으로 일어나는 것 같았다.

그렇다 그렇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3.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 진짜처럼 여겨지지 않았고,
나는 마치 꿈 속에 있거나 영화를 보고 있는 것만 같
았다.
4.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
이 느껴졌다. 마치 공중에 떠다니면서 나를 보거나, 내
가 다른 사람이 되어 외부에서 나를 관찰하는 것처럼
느꼈다.
5. 내 몸과 연결되지 않거나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거나,
내 몸이 이상하게 너무 크거나 너무 작다고 느껴졌다
(평소의 크기가 아닌 것처럼).
6. 평소에는 내가 알아차렸을 만한 것인데도, 내가 알아차
리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
7.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 이해되지 않고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8. 내가 어디 있는지, 지금이 몇 시인지 등을 확신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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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한국판 반추반성질문지: 반추척도
다음은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는 모습에 관한 문항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
에 따라 o표시 하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11
12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나의 어떤 면에 대해 종종 생
각이 집중되곤 한다.
나는 내가 한 행동이나 말을 다시 떠올리며 생각하는 경향
이 있다.
가끔씩 나 자신에 관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중단하
기 어려울 때가 있다.
누군가와 어떤 일로 의견이 맞지 않았던 일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시 기억나곤 한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관해
반복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시 생각하지 않는
다.
내가 과거 어떻게 행동했는지 종종 되돌아 보곤 한다.
나는 종종 내가 이미 끝낸 일을 다시 반복해서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곤 한다.
나는 결코 자신에 관해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다.
원치 않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지워 버리는 것은 나에게 쉬
운 일이다.
더 이상 나와 관련이 없게 되어 버린 지난 일들을 종종 떠
올리며 생각하곤 한다.
나는 내가 당혹스러웠거나 실망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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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 한국판 감정표현불능증 척도
다음은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는 모습에 관한 문항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
에 따라 o표시 하십시오.

어

전
혀

약

느

그

간

정

렇

그

도

지

렇

그

않

다

렇
다

다

상
당
히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자주 혼동한다.

0

1

2

3

4

2

내 기분(감정)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3

의사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신체 감각을 느낀다.

0

1

2

3

4

4

내 기분을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있다.

0

1

2

3

4

0

1

2

3

4

5

기분이 상했을 때는 내가 슬픈건지, 두려운건지, 화가 난건
지 분간이 안된다.

6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때문에 종종 당황하게 된다.

0

1

2

3

4

7

나는 참으로 알 수 없는 감정(기분)을 느낀다.

0

1

2

3

4

8

다른 사람에 대한 내 느낌을 말로 나타내기가 힘들다.

0

1

2

3

4

9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감정표현을 별로 안한다고 생각한다.

0

1

2

3

4

10

내 속마음을 모르겠다.

0

1

2

3

4

11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르는 때가 종종 있다.

0

1

2

3

4

12

친한 친구에게도 내 감정을 쉽게 표현하기 어렵다.

0

1

2

3

4

13

나는 내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내보일 수 있다.

0

1

2

3

4

14

나는 평소에 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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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 내러티브 노출치료와 정서조절훈련 집단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내러티브 노출치료(Schauer et al., 2011)
1회기: 심리교육 및 진단
◇

치료자 및 연구에 대한 소개: 비밀보장, 연구 및 평가 절차, 시간 약속, 처치
중단 가능성 등과 같은 상담자 및 내담자 약속과 윤리 원칙을 확인하고 합
의한다. 동의서를 작성한다.

◇

심리교육: 외상 사건과 기억에 대한 교육, 내러티브노출치료의 원리와 진행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주요 외상 사건 확인: 노출 작업에서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외상 사
건의 시기를 확인한다.

2회기: 인생선 작업
◇

주요 자기정의기억을 연대기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상징화하는 작업을 실시
한다.

◇

인생선을 상징하는 밧줄 위에 중요한 자기정의기억의 상징물을 올려놓는다.

◇

출생에서부터 시작하여, 부정적 사건 혹은 외상 사건은 ‘돌’로, 긍정적 사건
은 ‘꽃’으로 상징화하여 밧줄의 시간적 시점 위에 꽃과 돌을 올려놓는다.

◇

사건 발생의 시기와 대략적인 내용만을 기록하고 노출 작업은 진행하지 않
는다.

◇
◇

필요한 경우, 애도해야 할 인생시점에 촛불을 추가 상징으로 올려놓는다.
전반적인 소감을 나누되 자세한 의미부여는 노출 작업 이후로 가져간다.

3회기 ~ : 노출치료 작업
◇

인생선에 올려진 자기정의기억의 순서대로 노출 치료를 진행한다.

◇

시간적 흐름에 따라 노출 치료를 실시한다.

◇

노출치료의 첫 회기에는 출생에서부터 첫 번째 외상 사건까지의 자기정의
기억을 작업한다.

◇

노출 치료 작업 시, 감각기반기억의 충분한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습관화를 달성한다. 회피 및 해리 반응에 유의한다. 정보처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되 플래시백 및 해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신체적
보조 절차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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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락기억의 조직화에 유념한다. 시공간적 맥락, 시간 및 자극의 변별에 주목
한다. 현재 시점에서의 의미 부여 및 인지적 재구조화가 동반될 수 있다.

◇

작업이 완료된 후 치료자는 당 회기의 자기정의기억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다.

◇

매 다음 회기에는 직전 회기까지 종료된 자기정의기억의 문서 내용을 읽어
주어 반복 노출을 유도하고 자기정의기억에 부여된 의미를 덧붙여 자서전
기록을 완성해 나간다.

◇

이어진 회기에는 직전 회기 노출 치료를 마친 기억 이후부터 노출 치료 작
업을 실시한다.

◇

마지막 노출치료 작업에 이르기까지 최종 자서전 기록을 완성한다. 최종 노
출 회기까지 횟수는 생존자의 자기정의기억의 개수에 따라 다르다.

종결회기:
◇

최종 자서전 기록을 함께 읽고, 생존자이자 증인(치료자)으로서 서명을 하는
종결 의식을 진행한다.

◇

복합 외상의 경우 첫 번째 인생선의 자기정의기억의 개수 및 순서가 종결
시점에서 많이 바뀐 경우, 자서전 기록을 읽는 대신 인생선 작업을 자서전
기록에 따라 다시 시행하는 것을 대신으로 종결 의식을 진행한다.

◇

사후 진단 및 심리 평가를 실시한다.
정서조절훈련 집단 프로그램

변증법적행동치료의 정서조절기술훈련의 프로토콜(Linehan, 1993)에 기반하였
다.
1회기: 심리교육 및 심리평가
◇

치료자 및 연구에 대한 소개: 비밀보장, 연구 및 평가 절차, 시간 약속, 처치
중단 가능성, 집단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 안전한 집단을 위한 규칙 등과
같은 상담자 및 내담자 약속, 윤리 원칙을 확인하고 합의한다. 동의서를 작
성한다.

◇

심리교육: 변증법적행동치료의 수용과 변화의 변증법에 대한 교육, 감정의
정의에 대한 교육, 회기 진행 절차, 숙제 점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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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 마음챙김 훈련 1
◇

마음챙김에 대한 심리교육: 감성적 마음과 이성적 마음, 행하는 마음과 있
는 그대로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 상태에 대한 교육과 논의

◇

호흡 훈련 및 먹기 명상 실습

3회기: 마음챙김 훈련 2
◇
◇

숙제 점검: 마음챙김 훈련
마음챙김 WHAT 기술 교육: ‘관찰하기’, ‘기술하기’, ‘참여하기’에 대한 교
육, 토론과 연습

4회기: 마음챙김 훈련 3
◇

숙제 점검: 마음챙김 훈련

◇

마음챙김 HOW 기술 교육: ‘비판단적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효율적으로’
에 대한 교육, 토론과 연습

5회기: 감정조절기술훈련 1
◇

숙제 점검: 마음챙김 훈련

◇

감정에 대한 신화 점검하기

◇

감정 인식하기
◇

감정에 관한 이론 학습: 촉발사건, 사건에 대한 해석, 생리적 변화,
감정표현, 감정 명명의 과정

◇

감정의 기능 이해하기

6회기: 감정조절기술훈련 2
◇

숙제 점검: 감정 인식하기 일지

◇

1차 감정과 2차 감정: 교육과 적용

7회기: 감정조절기술훈련 3
◇

숙제 점검: 감정 인식하기 일지, 감정일기

◇

기초체력 쌓기: 감정의 취약성 줄이기
◇

영양 상태 유지하기, 수면 취하기, 약물 끊기, 운동하기, 신체질환
치료하기, 자신감을 주는 활동하기 점검

◇

긍정적 감정을 주는 일 증가시키기

8회기: 감정조절기술훈련 4
◇

숙제 점검: 감정일기, 기초체력 쌓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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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 고통 놓아주기: 현재 감정에 대한 마음챙김 연습

9회기: 감정조절기술훈련 5
◇

숙제 점검: 감정일기, 기초체력 쌓기, 고통 놓아주기 훈련

◇

반대로 행동하기: 감정이 유발하는 행동 충동과 반대로 행동하여 감정 조절
하기

10회기: 감정조절기술훈련 6
◇

숙제 점검: 감정일기, 기초체력 쌓기, 고통 놓아주기, 반대로 행동하기 훈련

◇

고통감내기술 배우기: 위기 생존 전략
◇

주의전환하기, 자기 위로하기, 순간을 개선시키기, 장점 단점 비교

종결회기: 심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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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entity change and integration
in complex trauma survivors:
The role of self-defining memories
Choi, Hyun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onceptualize posttraumatic
identity

changes

and

its

integration

process

with

a

focus

on

self-defining memories, and to investigate treatment strategies for the
recovery of identity changes after complex trauma. Accordingly, the
studies

developed

posttraumatic

and

identity

validated

changes

questionnaires

and

the

features

to

assess

the

of

self-defining

memories,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by correlational
and experimental researches. In addition, this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ies of distinguishing posttraumatic identity changes into types,
and finally investigated treatment effects for identity recovery targeting
on the organization of self-defining memories.
Study 1 analyzed the narrations of torture survivors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nd made a theoretical integration of the
process of how an individual integrates one's changes in identity of
post-torture. The identity severance and the integration process were
discovered as the core concept. The participants' narrations followed
the course from severance to the reconnection of oneself and also to
the enlargement of the identity. Sub-concepts such as the motiv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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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oherence and the motivation of correspondence/acceptance were
operating simultaneously. The motivation of self-coherence was related
to the assimilation process of the trauma information, and the motivation
of

correspondence/acceptance

was

related

to

the

accommodation

process. Participants integrated their identities through the process of
assimilation and accommodation.
In study 2, the identity changes were conceptualized in detail and the
Traumatized

Identity

Questionnaire(TIQ)

was

developed

with

the

participation of 310 trauma survivors in the preliminary research and
234 trauma survivors in the main research. This questionnaire was
divided into the sub factors of identity over-accommodation and identity
disintegration which consist the construct factor, identity confusion and
negative

identity

which

consist

the

content

factor,

and

finally

identity-function problem factor. The TIQ turned out to be reliable and
valid. Traumatized identity levels were the highest in people with
complex

trauma.

Identity

over-accommodation

and

disintegration

consisting the construct factor each indicate the over-accommodation
and the over-assimilation processes revealed in study 1.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se

two

construct

factors

could

be

the

major

measurement of the identity integration process.
Study 3 explored the relationship of the posttraumatic identity
changes and the features of self-defining memories. In study 3.1
Posttraumatic

Contextualized

Memory

Questionnaire(PCMQ)

was

developed and validated with the participation of 102 trauma survivors
in the preliminary research, and 142 multiple complex trauma survivors
in the main research.

PCMQ was

consisted with layered factor

constructs including the autobiographical organization, the contextualized
control, and the speech control factor,

showing a good model fit. The

posttraumatic

measurements

contextualized

memory

did

not

show

correlations with the sensation based memory representation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conceptualizations, and showed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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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TIQ measurements supporting the hypothesis.
Study 3.2 examined the capacity of regulating the conceptual self
memory in survivors of complex trauma with high levels of sensation
based trauma memory representations. The experimental group with
high sensation based trauma memor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of
survivors of complex trauma with low sensation based memory, showed
lower recall effects for trait words that represents the opposite of one's
conceptual self. This result suppor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sttraumatic

identity

changes

and

the

features

of

self-defining

memories. The rigidity and bias of conceptual self memory network for
survivors with high sensation based trauma memory qualities were
discussed.
Study

3.3

conducted

cluster

analysis

with

identity

over-accommodation and identity disintegration scores of the TIQ, with
the participation of 271 people who had experienced trauma. Each
measurement

indicate

over-assimilation.

the

Cluster

process

of

analysis

over-accommodation
distinguished

and

dissociation,

over-accommodation, trauma-inhibition, and integration types supporting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The cluster groups differed in the levels
of posttraumatic identity change, PTSD, and depression. Also, groups
differed in the sensation based trauma memory qualities and the
posttraumatic

contextualized

memory

features,

and

in

maladaptive

psychological coping strategies. The results of Study 3.3 support the
utility

of the

concept

of identity

in explaining

and

categorizing

individual's adaptation process of posttrauma.
Study 4 examined the treatment effects of Narrative Exposure
Therapy focusing on the organization of self-defining memories, the
emotion regulation skill training, and the emotion focused supportive
psychotherapy on the recovery of posttraumatic identity changes, PTSD,
and depressive symptoms with 21 participants seeking help after
complex trauma. The sensation based trauma memory was significantly
- 223 -

decreased, and the contextualized memory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treatment targeting on the organization of self-defining memories.
And these changes were related to the amelioration of posttraumatic
identity changes, PTSD, and depressive symptoms. Neither the emotion
regulation

skill

training

group

nor

the

supportive

individual

psychotherapy group showed these changes.
Finally, the theoretical and therapeutic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survivors with complex trauma were discussed. And th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complex trauma, identity, self-defining memory, dual
representation theory, Narrative Exposur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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