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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실시한 지시적 심상화 개입

이 복합 PTSD 위험군의 외상 기억 처리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 통제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복합 PTSD

척도(SIDES-SR)를 활용하여 복합 PTSD 위험군을 선별하였으며,

일반 성인 376명 중 132명이 복합 PTSD 위험군에 해당하였다. 사

전 스크리닝 설문과 본 실험은 모두 인터넷 기반으로 실시하였고,

본 실험의 절차는 참여자가 스스로 외상 기억 노출과 심상화에 대

한 음성 지시 과제를 수행하도록 설계하여 자가 치료의 효과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지시적 심상화 개입은 심상 재각본(Imagery

Rescripting) 치료의 핵심 단계인 ‘주도 심상화’와 ‘자기 양육 심상

화’를 토대로 실험 처치를 개발하였으며, 통제 조건에서는 외상 기

억 노출 후 자유롭게 감정, 생각, 해석 등을 떠올리도록 처치하였

다. 또한 복합 PTSD 위험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타인 양육 심상

화’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기존의 IR 단계를 실시하는 집단과 효

과가 다른지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IR 치료의 두 단계를 실시

하는 IR 집단, 타인화 심상을 추가한 IRO 집단, 통제집단의 세 집

단으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하였고, 치료적 효과는 외상 기억 노출

후 개입에 따른 정서, 외상 정서, 인지적 평가의 변화를 사전, 사

후, 추수 시점에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총 88명(추

수 데이터 63명)의 데이터에 대해 기술통계와 공분산분석

(ANCOVA)을 실시하였고, 지시적 심상화의 효과와 타인화 과정의

효과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IR, IRO 집단이 포함된 지시적 심상화 집단은 통

제 집단에 비해 정서, 외상 정서, 인지적 평가에서 더 효과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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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지시적 심상화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사후측정

에서 긍정 정서가 높고, 부정 정서가 낮게 나타났으며, 부정 정서

의 경우 1주일 후에도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

상 정서와 인지적 평가도 지시적 심상화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효과가 1주일 후에도 지속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에서는 외상 정서의 수치심에서

큰 효과 크기가 나타났고, 인지적 평가에서는 자기통제와 통제불

가능성에서 효과 크기가 높게 나타났다. 지시적 심상화 집단 안에

서 타인화 과정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서와 외상 정

서에서는 효과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인지적 평가의 변화

는 IR 집단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복합 PTSD 위험군의 외상 기억 처리에 있어서 지

시적 심상화 개입을 자가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출 후 자유

롭게 심상화하는 것에 비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

화 심상을 추가하는 것은 정서 조절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 PTSD의 연구, 지시적

심상화의 외상 기억 처리 효과, 자가 치료에 대한 적용 등 연구

및 상담 실제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 하였다.

주요어 : 복합 PTSD, 자가 치료, 외상기억처리, 심상재각본, 외상 정

서, 인지적 평가

학 번 : 2014-3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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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외상(trauma)은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다루어야하는 핵심적인 주제이

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입은 심리적 상처를 외

상, 즉 트라우마(trauma)라고 한다(권석만, 2013). 외상은 발생한 횟수나

외상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시 분류할 수 있는데, 단일한 외상사건의 영

향으로 나타난 외상을 ‘I 형 외상(type I trauma)’,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외상사건의 영향으로 나타난 외상을 ‘Ⅱ 형 외상(type Ⅱ trauma)’(Terr,

1991)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대인관계 관여도에 따라 외상은 ‘인간

외적인 외상(impersonal trauma)’, ‘대인관계적 외상(interpersonal

trauma)’, ‘애착외상(attachment trauma)’으로 구분되기도 한다(Allen,

2005). 1990년대 이후에는 ‘복합 외상(complex trauma)’이라는 새로운 진

단적 개념이 등장했는데, 이는 대인관계 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외상

사건에 기인하고,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증상이 일반적인 외상과

다를 뿐 아니라 치료적 개입 역시 어렵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연구자와

임상가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상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후반 베트남전 참전자들에게서 발생한

증상을 연구, 치료하기 위해 DSM-Ⅲ(APA, 1980)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를 진단 범주로 포함

시키면서 본격화되었다. PTSD 진단의 출현을 반겼던 많은 연구자와 임

상가들은 이 진단범주를 전쟁 외상 이외에 강간,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방치 등의 외상 연구 및 임상 사례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Courtois,

2008).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PTSD 진단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발견됨으로써 곧 한계에 부딪쳤으며, 이러한 사례들을 기술하

고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타났다(Br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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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1992; Courtois, 1988; Herman, 1992a, 1992b). 이러한 맥락에서

Herman(1992a, 1992b)은 새로운 진단 개념으로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복합 PTSD)’를 제

안했다.

아동기 학대나 가정 폭력, 장기화된 전투 경험과 같이 반복적으로 지

속된 외상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 이후 외상 생존자에게서 성격적

인 변화까지 초래하는 복합 PTSD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

로 개념화되고 연구되었다. 예를 들면, Herman과는 별도로 Pelcovitz,

van der Kolk, Mandel, Kaplan과 Resick(1997)은 복합 PTSD의 증상들

을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극단적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 (Disorders of

Extreme Stress Not Otherwise Specified; 이하 DESNOS)’로 명명할 것

을 제안하고, 그 기준으로 정서의 각성과 조절기능의 변화, 주의력과 의

식 기능의 변화, 자기 지각의 변화, 가해자 지각의 변화, 신체화 증상, 의

미 체계의 변화 등 7가지를 포함시켰다. 또한 Taylor, Asmundson과

Carleton(2006)은 복합 PTSD의 증상에는 정서 조절의 어려움, 자기 파

괴적이고 충동적인 행동, 정체성 장애, 손상된 관계 등을 특성으로 하는

경계선 성격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비롯하여 만성적인 신체화 증상, 우울,

반복되는 해리 증상들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복합 PTSD는 ‘발

달적 외상 장애’ (Developmental trauma disorder; van der Kolk, 2005),

‘외상 후 성격장애’(Posttraumatic Personality Disorders; Classen, Pain,

Field, & Woods, 2006), ‘복합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Complex

Traumatic Stress Disorders; Courtois & Ford, 2009) 등으로 개념화하

여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과 더불어 2013년 개정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5)에는 PTSD를 불안 장애에서부터 새롭게 구

성된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범주로 이동시켰으며, 기존의 PTSD

주요 기준을 확대시키면서, 복합 외상과 관련된 PTSD의 해리성 아형을

포함시켰다. 또한 2018년 개정된 국제 질병 분류(ICD-11)에서는 복합

PTSD가 독립적 진단범주로 분리되는 등 복합 PTSD의 진단과 치료는

최근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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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PTSD 치료에 있어서 학자들은 복합 PTSD 내담자의 특성으로

인해 순차적 관계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프랑스

정신과의사 피에르 자네(Pierre Janet-1989/1973)가 공식화한 모델을 정

교하게 만들어 3단계 심리치료를 만들었는데(van der Hart, Brown &

van der Kolk, 1989; Herman, 1992b) 치료의 단계는 1) 안전, 내담자 참

여 및 교육, 기술 구축, 2) 외상 기억의 처리, 3) 치료에서 얻은 것들을

일상생활에 적용시키도록 내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

근 연구된 복합 PTSD 치료 가이드라인(Cloitre et al., 2012)에서도 같은

내용의 단계 기반 치료를 제안하고 있다. 이 중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외상 기억의 처리는 외상 경험과 그에 수반되는 정서, 신념, 인지들을 직

면하고 처리하는 과정으로, PTSD 증상 및 여타 증상들과 연관된 기억

과 정서 상태에 숙달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Courtois, Ford, 2012). 이 과

정은 오랫동안 억압되어 온 감정들과 외상의 세부 내용들이 드러나게 되

어 내담자가 견디기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내담자가 이 단계

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경우, 그들은 자신의 외상 관련 반응들을 더 많이

통제하게 되고, 외상 이후 정서적인 압도의 영향을 덜 받게 되어 무력감

과 무망감 대신 개인적 통제감, 역량 강화, 그리고 희망을 가지게 된다

(Courtois & Ford, 2012). 이처럼 외상 기억의 처리단계는 3개로 구성된

외상 치료 단계 중 핵심적인 단계이며, 현재 연구들은 이 단계를 진행하

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외상 기억을 처리하는 과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주로 인지

-행동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지속적 노출(Prolong

Exposure; 이하 PE)은 성인 PTSD 증상을 경감시키는 절차 중에서 가

장 광범위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 중 하나이다(Courtois, Ford, 2012).

외상경험을 다루기 위해 외상 기억을 떠올리는 노출 과정은 그 효과가

이미 입증되었고, 상담과정에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동기 애착 대상

으로부터 학대와 같은 경험을 했던 복합 PTSD는 그들이 떠올려야 하는

정서가 단순 PTSD에 비해 훨씬 더 고통스럽고 다양할 할 뿐 아니라,

기억이나 감정의 해리와 같은 방어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노출치료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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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 기존의 PE 치료 연구에서는 내담자 중 40%

이상이 중도 탈락을 하거나(Zayfert, Becker, Gillock, & Schnurr, 2001),

24%의 중도 탈락, 36%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결과(van Minnen &

Hagenaars, 2002)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여러 학자

들과 임상가들은 PTSD 내담자들이 노출 치료를 견디기 어려워하기 때

문에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으며(Becker & Zayfert, 2001; Foy et

al., 1996; Tarrier et al., 1999; Zayfert & Becker, 2000), 외상 기억 노출

을 좀 더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한 치료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치료 개발과 효과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Smucker et al.(1995)은 아동기 성학대 외상 후의 스트레스로 고통 받

는 생존자를 위하여 심상 재각본(Imagery Rescripting; 이하 IR) 치료를

개발하였으며, 인지 행동 치료의 주류 치료 기법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Arntz, 2012). IR은 불안 장애의 인지 치료 모델(Beck, Emery, &

Greenberg, 1985)을 확장시켜 개발된 기법으로, PTSD 증상을 완화시키

고 외상과 관련된 신념과 도식을 변화시키는 다면적인 심상 기반 치료이

다(Smucker & Dancu, 1999; Smucker et al., 1995; Smucker &

Niederee, 1995). IR은 외상 기억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내담자의 욕구에

더 부합하는 기존과 다른 결과를 상상하는 원리에 기초하며, 크게 (1) 주

도 심상과 (2) 자기위로/양육 심상의 2단계로 구성된다. Smucker (2005)

는 위의 두 단계의 앞뒤에 추가적인 작업을 포함하여, IR의 구성요소를

(1) 심상적 노출(imaginal exposure), (2) 주도 심상(mastery imagery),

(3) 자기위로/자기양육 심상, (4) 정서적-언어적 처리 등 네 가지로 제안

하였다.

심상 활용(Holmes & Mathews, 2010)을 통한 정서활성화, ‘정서적 정

보 처리이론(Foa & Kozak, 1986)’의 메커니즘, 그리고 기존 노출 치료와

다른 맥락 독립적인 소거(Arntz, 2012)라는 기제에 근거하여 학대와 관

련된 부정적 신념과 도식을 변화시키고, 자기 양육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IR은 여러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 Arntz, Tiesema,

Kindt(2007)는 PE 치료에 심상 재각본(IR) 치료 회기를 추가했을 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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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PE 치료에 비해 중도 탈락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으며 분노, 적대감,

죄책감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감소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

었다. 또한 Grunert, Weis, Smucker, Christianson(2007)의 연구에서는

PE로 개선되지 않았던 내담자 집단 중 75% 이상이 세 번 이하의 IR 치

료 회기를 가진 이후, PTSD에서 완전히 회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외상에 대한 IR 연구들은 복합 PTSD의 치료에 효

과적이라는 근거로 제시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단순 PTSD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된 진단 기준이나 도구

를 토대로 복합 PTSD를 선별하여 수행한 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PE 방식의 치료에서 실패했던 사례의 경우 비-공포

(non-FEAR) 정서들(예, 죄책감, 수치심, 분노)이 지배적이었는데

(Grunert et al., 2007), 이는 PE를 기반으로 하는 단순한 습관화 모델은

복합 PTSD의 비-공포 정서들을 다루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복합 외상 사건은 타인을 신뢰하는 능력을 손상시키며, 자기

혐오, 낮은 자존감, 자신감의 결여를 포함하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생존자

의 정체성이나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Dukworth & Follette,

2011), IR을 통해 외상 경험과 관련된 부적응적 신념이나 병리적 스키마

의 긍정적 변화가 가능하다(Smucker, 1995)는 점은 IR은 기존의 PE보다

복합 PTSD 내담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합 PTSD 연구를 위한 선별도구로 제시되고 있는

(Spinazzola, 2019)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일반 성인 중에서 복합 PTSD

위험군을 선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IR이 치료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

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IR의 요소 중 ‘자기 위로/양육 심상’은 핵

심적인 단계 중 하나인데, 그 단계를 수행하는데 있어 복합 PTSD 내담

자는 나쁘고(bad) 사랑스럽지 않은(unlovable) 자기 도식을 가지고 있어

서 자기혐오와 자기비난이 심하며, 따라서 어린 자기를 돌보거나 위로하

는 심상화 자체에 반감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기위로를 시

도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비난과 자기혐오가 강한 복합

PTSD 내담자에게 직접 자기위로를 하기 전 단계로 다른 대상을 떠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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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하게 하는 것은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상태로 연착륙(soft-landing)

시키는 전략으로 고려할 수 있다.

기존의 IR 연구에서는 적용하는 심리적 장애의 특성이나 연구자의 관

심에 따라 심상화 지시의 내용과 절차를 달리하여 수행해왔으며

(Hagenaars & Arntz, 2012; Watson, Rapee, & Todorov, 2016; 최윤영,

2017), 본 연구에서는 자기 위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계를 개발

하여 추가하고자 하였다. 자기 위로를 향상시킨다고 알려진 자비 마음

훈련, 자기 연민 심상화, 게슈탈트 내면 대화와 정서 초점 치료(EFT)에

서 활용하는 두 의자 작업의 자기 위로 형태(Sutherland, Peräkylä, &

Elliott, 2014) 중에서 Elliot(2013)은 자기위로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

기-타인 조합으로 (1) 내면의 아이, (2) 다른 아이, (3) 친한 친구, (4) 이

상적인 양육자 조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lliot(2013)의 조합 중

에서 복합 PTSD가 위로하기 어려운 대상인 내면의 자기, 자신과 비슷

한 나이의 친구나 양육자를 제외하고 다른 아이(어리지만 자기는 아닌)

를 위로하는 심상을 추가함으로써 복합 PTSD 내담자가 보이는 자기위

로에 대한 저항을 경감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서조

절 전략 중 일종의 ‘거리두기(distancing)’로서 내담자의 어린 시기와 유

사하지만 자기 자신은 아닌 대상을 떠올림으로써 자기를 접했을 때 융합

된 반응인 자기비난과 혐오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복합 외상 경험에 대한 자가(self-help) 치료적 개

입이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한다. 자가 치료는 상담자

와 내담자가 대면하지 않고도 심리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으로 최근에는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PTSD 치료를 위한 인터넷 기반

자가 치료 프로그램이 다수 개발되고 있다. 이는 PTSD의 대면 치료에

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점을 고려한 것으로, PTSD를 경험하는

사람들 중 소수만이 심리 치료를 원하거나, 치료에 부정적인 믿음을 갖

거나, 심리 치료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치료 서

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 인터넷 기반 개입(Internet Based

Intervention; 이하 IBI)이 유용할 수 있다(Davidson, Stein, Shale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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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huda , 2014). PTSD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IBI 자가 치료 프로그램

이 개발되어왔으며,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메타분석에 따르면, 다른 심리

적 개입(심리교육, 지지적 상담)과 비교할 때 효과크기가 상대적으로 작

게 나타나기도 하였으나(Sijbrandij, Kunovski, & Cuijpers, 2016), 통제

집단이나 대기자 집단에 비해 PTSD 증상의 감소에 효과적인 결과를 보

였다(Kuester, Niemeyer, & Knaevelsrud, 2016). PTSD에 대한 다양한

IBI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왔고 그 효과에 대한 연구도 발전해왔지만, 복

합 PTSD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나 연구는 미비하다. 기존의 인터

넷 기반 PTSD 치료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

며, 그 중에 외상 기억에 대한 심상 노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그러나 대면 치료에서 기존의 노출 치료를 복합 PTSD 내담자

에게 적용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IBI 치료 프로그램에서도

외상 경험에 대한 노출 작업에서 복합 외상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

요하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 외상의 노출을 고려하여 개발된

IR 처치를 온라인 기반으로 제시하고 수행하는 것이 어떠한 효과를 가

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복합 PTSD를 위한 인터넷 기반 자가

치료 개발에 있어 근거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

IR 치료는 자가 치료 방식으로 제공하기에도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IR의 심상화 작업은 개념과 절차가 잘 숙지된다면 여타 기법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치료의 개입으로 유용하며, 이미 자조적인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기도 하

다1). 또한 IR의 치료 프로토콜에서도 회기 내에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

내담자에게 일상에서도 과제로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IR의 자가 치료 개입이 제공된다면 대면

치료를 보완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집단별 처치가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인으로는

정서, 외상 정서, 인지적 평가의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기존의 외상 치

료 연구들은 종속변인으로 PTSD의 주요 증상이 감소하는지, 우울이나

1) https://www.getselfhelp.co.uk/docs/WorkingWithImagery.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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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감소하는지 등을 주로 설정하였으나, 본 연구의 설계는 장기적이

고 반복적인 처치가 아니기 때문에 실험 처치가 외상 기억에 미치는 즉

시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외상 기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서와 인

지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외상 경험 이후 개인은 일차적으로는 두려움,

무력감, 공포를 경험하게 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 자기비난, 슬픔, 죄

책감, 수치심 등 다양한 부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외

상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정서에 주목해왔으며, 이러한

다양한 정서가 PTSD 증상을 더 잘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Riggs, Dancu, Gershuny, Greenberg & Foa, 1992; Andrews, Brewin,

Rose, & Kirk, 2000). 또한 외상 이후 개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험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외상

에 대한 인지적 평가는 외상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인지

와 정서의 변화가 장기화되면 우울, 불안 등 다양한 PTSD 증상으로 이

어질 수 있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증상으로 넘어가기 이전의

내적 기제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속 변인을 설정하였

다. 온라인 기반의 지시적 심상화 개입이 복합 외상 경험에 대한 정서,

외상 정서, 인지적 평가에 효과적이라면 이는 복합 PTSD의 자가 치료

개발에 있어 임상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9 -

제 2 절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복합 PTSD 위험군의 외상 기억 처리에 있어서 지시적 심상

화 집단과 통제 집단의 자가 치료적 개입은 어떠한 효과 차이를 가지는

가?

가설1-1. 지시적 심상화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외상 기억에 대한 긍

정정서가 증가하고 부정정서가 감소할 것이다.

가설1-2. 지시적 심상화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외상 기억에 대한 외

상 정서가 감소할 것이다.

가설1-3. 지시적 심상화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외상 기억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더 개선될 것이다.

연구문제2. 복합 PTSD 위험군의 지시적 심상화에서 자기양육 심상화

이전에 타인양육 심상화를 실시하는 것은 개입의 효과에서 차이가 나타

나는가?

가설2-1. 지시적 심상화를 실시한 IR 집단과 IRO 집단은 정서 변화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2. 지시적 심상화를 실시한 IR 집단과 IRO 집단은 외상 정서 변

화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3. 지시적 심상화를 실시한 IR 집단과 IRO 집단은 인지적 평가

변화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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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복합외상의 개념

1. 외상의 개념 및 구분

인간은 살면서 다양한 생활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부정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 일시적으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어떤 사건들은 너무 충격적이고 강력해서 사람의 마

음에 고통과 혼란을 일으키고,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고통

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주어진 충격적

인 사건에 의해서 입은 심리적 상처를 외상, 즉 트라우마(trauma)라고

한다(권석만, 2013). 미국 정신 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5

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이하

DSM-5)에 따르면 외상 사건(traumatic event)은 죽음 또는 죽음의 위

협, 신체적 상해, 성폭력과 같이 개인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는 다양한 사

건들(예: 지진이나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재해, 전쟁, 살인, 납치, 교통사

고, 화재, 강간, 폭행)을 의미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이

하 APA, 2013). 이러한 외상 사건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삶의 어떤 시

점에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Kessler, Sonnega, Bromet, Hughes, &

Nelson, 1995), 개인이 이러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 사건이 종

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충격적 경험이 심리적 상처가 되어 지속

적으로 외상 경험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라고 진단하

게 된다. DSM-5(APA, 2013)의 진단 기준에서는 재경험 또는 침투 증

상, 외상 사건과 관련된 자극의 회피, 외상 사건과 관련된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각성과 반응성의 현저한 변화 등의 네 가지 유형의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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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며 현저한 고통과 기능 장해를 초래할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고 진단한다. 심리적 외상에 노출 된 사람들

의 10～25%가 PTSD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Breslau, Davis, Andreski,

1995; Kessler et al., 1995).

외상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며, 외상으로 인한 증상도 다양하

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와 임상가들은 외상을 구분하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 Terr(1991)는 아동의 외상 경험 연구에 기초하여 외상을 구분하였

는데, 발생 횟수에 따라 일회적(single-bolw) 외상과 반복적(repeated) 외

상으로 구별하였다. 일회적 사건이 외상적일 수 있지만 심각한 정신 장

애를 초래하는 외상 경험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을 하였으며, 단일한 외상 사건의 유

형을 ‘Ⅰ형 외상(type Ⅰ trauma)’,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외상 사건의 유

형을 ‘Ⅱ형 외상(type Ⅱ trauma)’이라고 구분하였다. Ⅱ형 외상 증후군

에는 부정, 심리적 둔감화, 자기 최면과 해리, 수동성과 분노 표출의 양

극단을 오가는 증상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Allen(2005)은 대인관계 관

여도에 따라 외상을 구분하였으며, 대인관계 요소가 작용하는 과정에 따

라 ‘인간 외적인 외상(impersonal trauma)’, ‘대인관계적 외상

(interpersonal trauma)’, ‘애착외상(attachment trauma)’으로 구분하였다.

인간 외적인 외상은 지진이나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의 작용에 의해 우발

적으로 일어난 외상을 의미하며, 대인관계적 외상은 타인에 의해 고의적

으로 발생하는 외상을 의미하는데 이에는 전쟁, 테러, 범죄적 폭력 등이

포함된다. 애착 외상은 Adam, Keller, and West(1995)가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애착

외상은 정서적으로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의존도가 높은 관계 내에

서 발생하며, 이러한 외상은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에게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

다. Allen(2005)은 외상을 구분하면서 애착외상을 다른 외상보다 강조하

였는데, 애착 외상 자체가 한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종류의 외상에 취약

하도록 만들고 애착관계가 외상 치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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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언급하였다. 애착외상의 종류로는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가정폭력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외상의 영향에

대해서는 정서, 기억, 자기, 관계, 질환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렇

게 외상은 여러 측면으로 구분되어 왔으며 외상의 유형과 그에 따른 증

상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반복적

인 대인간/애착 외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진단

기준을 만들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복합외상 및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후에서는 복합외상의 개념 복합

외상 후 증상 및 진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복합외상과 복합 PTSD

복합 외상(complex trauma)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관계 및 상황에

서 반복적이고 누적으로 발생하는 외상을 의미한다(Courtois, 2008). 이

개념은 1990년대부터 ‘Ⅱ형 외상’이나 ‘애착외상’과 같이 어떤 특정한 형

태의 외상이 다른 외상에 비해 더 만연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생겨나게 되었다(Herman, 1992a, 1992b). Courtois & Ford(2009)

는 복합외상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명료화하는 시도를 하였는데, (1) 반복

적이고(repetitive), 만성적이며(chronic), 장기화된(prolonged) 외상적 경

험 혹은 사건이며, (2) 양육자 혹은 다른 책임 있는 성인에 의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혹은 유기의 형태로 발생하며, (3) 발달적으

로 취약한 혹은 결정적 시기, 특히 아동기에 발생하여 한 개인의 발달과

성숙에 큰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기존의

정의에 비해 발달적 관점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합 외상으로

인한 장애는 기존의 PTSD 진단에 포함되지 않는 외상 이후의 반응 및

증상에 대한 진단을 위해 개념화되었는데, 그 흐름은 다음과 같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DSM–III(APA, 1980)에서 처음 공

식적으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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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 대한 진단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DSM–III(APA, 1980)에서는

PTSD 진단에 재경험(reexperiencing), 감각마비/회피(numbing/

avoidance), 과각성(hyperarousal)의 세 가지 주요 증상을 포함시켰고 이

러한 진단은 전쟁 외상의 연구자 및 치료자에게 환영을 받게 되었다. 또

한 전쟁 외상 이외에 강간,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방치 등의 외상에 대

해 연구하는 연구자나 임상가에게도 환영을 받았으며 강간 외상 증후군

(Burgess & Holmstrom, 1974), 폭행된 여성 증후군(Walker, 1979,

1984), 아동 학대/성적 학대 외상(Briere, 1984, 1987; Finkelhor, 1985),

근친 상간 외상(Courtois, 1979a, 1979b; Herman & Hirschman, 1977) 등

다양한 외상의 연구 및 임상 사례에 PTSD 진단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Courtois, 2004). 그러나 PTSD의 진단 및 치료에서 이러한 발전이 있었

음에도 지속적인 아동 학대 및 가정 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정신적 외상의 반응들이 기존의 PTSD 진단에 적합하거나 포함되지 않

는다는 주장들이 있어왔다(Briere, 1987, 1992; Courtois, 1988; Finklehor,

1984; Herman, 1992a, 1992b). 여러 연구에서 실시한 요인 분석의 결과

(Herman, 1992a, 1992b), 반복적으로 여러 발달 단계에 걸쳐 외상에 노

출된 개인이 보이는 심리적 문제는 우울, 불안, 자기혐오, 해리, 물질 남

용, 자기 파괴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 재외상화, 대인관계 문제, 양

육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의 문제, 의학적이고 신체적인 염려, 절망감 등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Herman(1992a, 1992b)은 새로운 진단 개념

으로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복합 PTSD)를 제안하였다. Herman이 제안한 복합

PTSD는 아동기 학대나 가정 폭력, 장기화된 전투 경험과 같이 반복적

으로 지속된 외상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 이후 외상 생존자에게서

나타나는 성격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정서 조절의 어려움, 자기 파

괴적이고 충동적인 행동, 정체성 장애, 손상된 관계 등을 특성으로 하는

경계선 성격장애와 유사한 성격 장애의 증상들을 보이며, 이 이외에도

만성적인 신체화 증상, 우울, 반복되는 해리 증상들이 나타난다(Taylor

et al., 2006). Herman의 개념화 이후에 Pelcovitz et al.(1997)은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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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서 각성 조절 기능의 변화

(1) 만성적 정서 조절 기능의 어려움

(2) 분노 조절의 어려움

(3) 자기 파괴적 또는 자살 행위

(4) 성적 충동이나 행동 조절의 어려움

(5) 충동적이고 위기적인 행동

B. 주의력과 의식 기능의 변화

(1) 기억력 상실

(2) 해리와 이인화

C. 자기 인식의 변화

(1) 무능한 느낌

(2) 영구적으로 손상된 느낌

(3) 죄책감과 책임감

(4) 수치심

(5)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음

(6) 최소화(Minimizing)

D. 가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

(1) 왜곡된 믿음

(2) 가해자에 대한 이상화

(3) 가해자에 대한 선입견

E. 타인과의 관계 변화

(1) 신뢰할 수 없음

(2) 재외상화

(3) 타인에게 가해 행위를 함

F. 신체화 증상

(1) 소화기 계통 장애

(2) 만성적 통증

(3) 심폐 증상

(4) 전환 장애

G. 의미 체계의 변화

(1) 절망감과 무망감

(2) 지속되어온 신념의 상실

표 1

DESNOS 진단 기준



- 15 -

PTSD의 증상들을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극단 스트스로 인한 장애

(Disorders of Extreme Stress Not Otherwise Specified; 이하

DESNOS)”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며, 표 1과 같은 진단기준을 제시하였

다. 이후로도 대인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트라우마 경험 이후

의 증상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유사한 개념을 제시해오고 있다. van der

Kolk(2005)는 발달적 관점을 강조하여 ‘발달적 외상 장애(Developmental

trauma disorde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외에도 ‘외상 후 성격장애

(Posttraumatic Personality Disorders; Classen et al., 2006)’, 복합 외상

성 스트레스 장애(Complex Traumatic Stress Disorders; Courtois &

Ford, 2009)’등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PTSD 진단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증상들을 아우르는

진단 체계 마련이 생겨나고 있으며 Courtois & Ford(2009)는 포괄적 진

단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가장 큰 변화들은 DSM-5와 국제 질병 분류 제 11판(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이하 ICD-1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의 PTSD 관련 개정과 관련될 것이다. DSM-5에서는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PTSD) 진단을 불안 장애의 하위 장애가 아니라, 새롭게 구성

된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범주로 이동시켰다. 또한 스트레스 요인

기준을 “외상성” 사건으로 명시하였으며, 하위 증상군에 대해서는

DSM-Ⅳ에서는 ‘재경험, 회피/감각마비, 과각성’의 3가지 주요 증상군이

있었다면 회피와 감각마비를 구분하여 ‘침투, 회피, 인지와 감정의 부정

적 변화, 각성과 반응성의 현저한 변화’의 4가지 증상군으로 확대시켰다.

또한 발달 과정을 반영하여 PTSD의 진단과 역치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

상으로 낮춰졌으며 별도의 기준이 이 장애를 가진 6세 혹은 더 어린 아

동을 위해 추가되었다(APA, 2013). DSM-5에서 복합 PTSD가 별개의

장애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연구자와 임상가들 사이에서 개념적 합의가

부족하며,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 도구가 없으며, 복합 PTSD를 더 심각

한 PTSD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Knefel & Lueger-

Schuster, 2013). 국제 질병분류(ICD)에서는 제 10판에서(WHO,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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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5에 포함되지 않은 “재난 경험 이후 지속적인 인격 변화”(F62.0)가

포함되는 변화가 있었으며, 제 11판에서는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Complex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6B41)가 별도의 질병으로 제

시되었다. ICD-11는 복합 PTSD에 대해 ‘극도로 위협적이거나 끔찍한

성격의 일회성 사건 및 일련의 사건들, 연속적이고 반복적이며, 탈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건들(예: 고문, 노예제도, 대량 학살, 연속적인 가정

폭력, 아동기의 성적/신체적 학대의 반복)에 노출 된 후에 발생할 수 있

는 장애’라고 정의 내렸다. 또한 복합 PTSD는 PTSD의 모든 진단기준

에 부합하며 추가적으로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1) 정서 조절 문제, 2) 외

상 사건과 관련된 수치심, 죄책감, 실패감과 함께 위축되고 패배하고 무

가치하다는 자신에 대한 신념, 3) 타인과 친밀감을 느끼거나 관계를 지

속하기 어려움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증상은 개인, 가

족, 사회, 교육, 직업 또는 다른 주요 기능 영역에서 중대한 장애를 발생

시킬 수 있다(WHO, 2018). 이렇게 복합 PTSD에 대한 주요 진단 기준

체계가 마련되는 것은 기존의 진단 체계로 포괄하기 어려운 증상을 나타

내는 내담자들의 증상을 이해하고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 기존의 DSM 진단 체계에서 복합 PTSD는 양극성 장애, 섭식 장

애, 해리 장애, 약물 남용 장애와 같은 동반 장애와 PTSD로 함께 진단

되거나, 인격 장애로 대신하여 혹은 인격장애와 PTSD로 함께 진단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내담자의 증상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특

히 증상군 B의 인격장애로 진단되는 경우 사회적 낙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더욱이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치료 계획과 실

행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보이는

복합적인 증상들은 치료적 개입시 정확한 진단 및 평가와 개입의 초점화

를 어렵게 하고, 이론적 설명의 미비는 사례개념화의 어려움과 자칫 낱

낱의 증상들에만 초점화된 치료를 하는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장진이,

2010). Herman (1992b)이 복합 PTSD로 진단하는 것의 이점을 강조한

것처럼 새로운 진단 체계로 진단을 하는 것은 증상군을 이해하고 진단하

기에 더 경제적이며 낙인을 덜 찍으며 동시에 증상과 그로 인한 고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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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대한 임상적인 관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Courtois & Ford, 2012).

3. 복합 PTSD의 증상

복합 PTSD 내담자는 복합 외상으로 인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증상들

로 인해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며, 동시에 이러한 내담자들은 상담자 및

임상가에게도 도전적인 사례로 인식될 수 있다. 복합 외상 경험자들이

보고하는 스트레스 반응이나 불안 등의 정서적인 반응뿐 아니라 동시적

으로 호소하는 자해 및 자살 충동, 중독 및 식이장애, 대인관계에서의 어

려움과 외상의 재현(reenactments) 등 부적응적인 대처 기제(coping

mechanism)로 인한 호소는 치료에서 큰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Ford &

Courtois, 2009). 그러므로 복합 외상과 관련된 증상에 대해 폭넓게 살펴

보고 이해하는 것은 복합 PTSD 내담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부

분이다. PTSD와 우울 장애, 물질 사용 장애, 불안 장애, 정신증, 자살 위

험, 해리 증상 등과 같은 복합 PTSD 증상들은 80～90%의 높은 공병율

을 나타내며 흔히 공존하지만(van Minnen, Zoellner, Harned, & Mills,

2015), 기존의 PTSD와는 구별되는 복합 PTSD 증상의 고유한 특징을

밝히고 이론적인 설명을 시도하려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앞에서 언

급하기도 하였지만, Pelcovitz et al.(1997)은 Herman의 연구를 토대로

복합 PTSD를 DESNOS라고 명명하며 정서 각성 조절 기능의 변화, 주

의력과 의식 기능의 변화, 자기 인식의 변화, 가해자에 대한 인식의 변

화, 타인과의 관계 변화, 신체화 증상, 의미 체계의 변화 등의 7가지 증

상 범주로(표 1 참고) 제시하였고, Ford, Stockton, Kaltman, &

Green(2006)는 PTSD는 불안 장애이지만 DESNOS는 압도적인 정서적

고통, 심각한 해리의 기간, 관계와 삶의 의미에서 기본적 신뢰감 상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만성적인 신체화 증상 등을 견디기 위한 방

식으로 나타나는 광범위한 자기-조절 장애라고 특징지으며 PTSD와의

차이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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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합 PTSD 증상에 대해 학자들은 단순히 병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복합 외상 당시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생존 방식에 머

무르는 것으로 보는 관점을 주장한다(Osterman & Chemtob, 1999). 외상

이 발생했던 상황이 비정상적이고 반복되었으며, 그러한 상황에 대해 ‘정

상적인 반응과 적응’이었던 것이(APA, 1980, p. 238) 그 이후에도 지속되

면서 이러한 증상들로 나타난다는 견해이다. Herman(1992b)은 인간이

자기를 변화시키면서까지 심리적 외상에 적응해간다는 말로 이러한 관점

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복합 외상으로 인한 증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대인간 외상이 개인에게 어떠

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것이 어떻게 증상으로 발현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합 외상은 가까운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복합 외상에 노출된 개인의 타인을 신뢰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외상 사건에 대한 인지적 평가 과정에서 자기 혐오, 낮은 자

존감, 자신감의 결여 등 부정적인 방식으로 외상 피해자의 정체성과 자

아 개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계 및 자기 체계에서의 변화는

두려움, 절망, 분노 등 극단적인 부적 정서를 일으키게 되며, 무감각이나

해리와 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또 다시 자기와 타인으로부터

소외되는 상태로 연결되며,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을 견디기 위해 해리와

같은 강한 보호 기제를 발달시키게 된다. 외상이 추가적으로 반복되면서

이러한 상태들이 또 다시 추가 외상을 초래하게 되며 강도와 침투성이

상승되는 경향을 보인다(Duckworth & Follette, 2011).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복합 외상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상담자에게 복잡하고 다루기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

Courtois & Ford(2012)는 복합 외상의 증상들의 기반이 되는 세 가지 핵

심 영역을 (1) 정서 조절 장애, (2) 자기 완결성의 상실, (3) 타인들과 관

계를 맺고 친밀해지는 능력의 장애의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여 설명하였

다. 먼저 정서 조절 장애에 대해 살펴보면, 복합 외상을 경험한 개인들은

불안과 우울증 반응을 공통적으로 나타낸다. 불안은 두려움, 공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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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함, 패닉, 공격성, 수면 장애 및 악몽 등을 포함하며, 각성의 저하와

과잉 각성이 공존하게 된다. 우울증 반응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슬픔,

무망감, 절망, 대부분의 생활 활동들에서 관심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타인들과 가깝거나 타인들로 인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공

허한 지루함, 좌절, 자극 과민성이나 정서적 무감각, 내적 공허함, 결핍

감, 타인에 대해 더럽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 자기 패배감과 자해행동,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믿는 것과 이로 인한 만성적인 자살 충동 등으로

나타난다(Courtois & Ford, 2012). 이 외에도 다양한 부정적 정서가 나타

나게 되는데 일차적으로는 두려움, 무력감, 공포를 경험하게 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 자기비난, 슬픔, 죄책감, 수치심 등 다양한 부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앞의 세 정서는 생명과 안위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반

사적으로 나타나는 자율신경계의 비정상적 활동을 수반하는데, 이러한

자율신경계의 이상반응은 오랜 시간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

나면서 차츰 감소하거나 그 빈도가 줄어들게 된다(안현의, 박철옥, 주혜

선, 2012). 그러나 외상 이후 생존자들은 외상을 이해하고 기존의 인지적

체계에 통합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분노나 슬픔, 죄

책감, 수치심 등의 다양한 정서가 나타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외상으

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정서에 주목해왔으며, 이러한 다양

한 정서가 PTSD 증상을 더 잘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Riggs,

Dancu, Gershuny, Greenberg & Foa, 1992; Andrews, Brewin, Rose, &

Kirk, 2000). 그러므로 외상은 일차적으로 위협에 반응하는 정서에 영향

을 미치지만 인지-정서적(cognitive-affective) 평가 과정을 통하여 조절

하기 어려운 다양한 부적 정서를 일으키며, 이는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정서들은 개인에게 심각한 정서적 고

통을 주게 되며 자기 자신의 정서로 인해 위협받고, 피해를 입거나, 감금

되고, 고문 받는 느낌을 주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자신의 감

정들을 적합하고, 유용하고, 믿을만하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건강한

자아감의 수단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며, 강렬한 고통을 주는 감정들로

부터 회복할 수 없다는 좌절을 안겨준다(Courtois & Ford, 2012).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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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가 조절할 수 없고 위험한 것으로 내면화 되면, 정서의 생리적 기반

인 체성감각 정보를 차단하게 되고 신체적 감각 및 반응들로 회피하게

되면서 많은 신체적 반응들이 생겨날 수 있다. 신체화 증상은 위장 장애,

호흡 곤란, 근육 긴장과 편두통, 턱 관절(TMJ) 통증, 고혈압, 근육 고착,

귀 울림(이명), 과민 반응으로 인한 신체적 이완 불가능, 비만, 폭식, 거

식증 및 식욕 제한, 과식증, 당뇨를 비롯하여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정서 조절의 어려움은 복합 외상 경험자의 주요 심리적 후유증

가운데 하나인 ‘자기 조절(self-regulation)’ 능력의 손상으로 이어진다.

외상 사건으로 인한 생리적 각성은 안전한 애착 관계 속에서 정서적인

조율과 함께 진정되어야 한다. 외부의 애착 대상을 통해 전달되는 정서

의 조절 기능은 점차 내재화 되어 내적인 조절 능력으로 발달하게 되는

데, 이는 자기 진정(self-regulation)과 자기 조절 능력으로 이어진다. 그

러나 반복적인 대인간 외상, 특히 발달상의 애착 관계에서의 외상은 생

리적 각성과 정서 조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그 결과 자기

조절 능력의 습득이 어렵게 된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정서 재인, 정서

이해, 정서 표현에서의 어려움과 정서 조절의 어려움을 보였으며, 긍정적

정서 경험의 감소가 나타났다(Briere & Rickards, 2007; Street, Gibson,

& Holohan, 2005). 외상은 개인에게 극단적인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

며, 조절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정서는 외상 이후 정서 조절을 어렵게 하

거나 부적응적인 정서 조절을 시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조절이

어려워지게 되면 충동과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워지게 되는데 Harter

(1999)는 아동 학대 경험자의 자살 사고 및 자살 시도와 자해, 섭식장애,

약물남용, 무분별한 성생활 등을 지적하며 이를 자기 처벌적 행동

(self-punitive behavior)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복합 외상 생존자

의 증상을 van Dijke(2008)는 과소 조절(under-regulation)과 과잉 조절

(over-regulation)로 개념화하기도 하였는데 과소 조절에는 정서에 의해

압도당함, 과각성, 공격성 조절의 어려움, 자기 파괴적인 충동성 조절의

어려움, 자살 사고, 도발적인 성행동 등이 포함되며, 과잉 조절에는 정서

적 무감각(numbing)과 억제(inhibition), 정서에 대한 통찰에서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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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에 대한 언어화 및 분석의 어려움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자기 조절

의 손상은 정서조절과도 연관되지만 다음에서 살펴볼 자기 완결성 및 자

아 통합의 상실과도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핵심 영역은 자기 완결성 및 자아 통합의 상실이다. 위에서

살펴본 지속적인 정서 및 신체 조절 장애는 해리 반응을 유발하고 심화

시키게 된다.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면 개

인은 고통을 억누르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과 분리된다.

Putnam(1989)는 외상 후의 해리에 대해 정신 역동 촉발요인들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여러 정서들, 신체 감각들, 기억, 행동, 지식의 인식

및 자각에 대한 심리생리학적 기반의 분리 및 분열로 설명하였다. 복합

외상의 생존자들은 과거 외상 경험과 관련된 대부분의 고통스러운 감정

및 감각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종종 매우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낀

다. 해리 반응은 외상 경험 당시에는 자기 방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

지만, 자기 발달에서 중요한 자기 지각, 자기 주도성, 자기 지속성, 자기

통합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된다(Harter, 1999). 이러한 해리는 자

기와 세상에 대한 신념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외상 사건에 대해 “왜

이러한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어떻게 나를 사랑해야 할 사람이 이렇

게 하는 거지?” 등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고 그 대답으로 “학대를 당할

운명이라서”, “선천적으로 내가 나빴기 때문에” 등의 자기 혐오적인 답

을 찾게 된다. 이러한 반복되는 생각은 “내가 이렇게 비난 받을만한 죄

가 없었다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잘못이 있

고 이러한 상황을 겪을만하다.” 등의 왜곡되고 해리된 결과의 신념을 갖

게 하며 이는 자기, 타인 및 세계에 대한 표상과 믿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후의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Harter(1999)는 ‘아

동학대로 손상된 자기체계 모형’에서 학대의 생존자는 애착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 학대의 원인과 책임을 가해자인 애착 대상자가 아니라 자신에

게 돌리게 되어 과도한 자기비난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로 인

해 부정적인 자기개념과 낮은 자기가치감이 형성되고, 수치심과 죄책감

등 고통스러운 자의식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외상 경험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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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통제감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기 처벌적인 행동

을 하고, 타인의 요구에 일치하는 거짓자기를 형성하게 된다.

세 번째 핵심 영역은 타인들과 관계를 맺고 친밀해지는 능력의 장애

이다. 외상을 경험한 생존자들은 다른 타인에 대해서도 학대와 착취를

예상하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존중하거나 친절하게 대할 때 놀

라거나 불안하게 되며, 타인을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 복합 외상은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외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개인의 대인관계 양상 및

자기와 타인, 대인관계에 대한 표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Cole &

Putnam, 1992; Salo, Punamäki, & Qouta, 2004). 예를 들면, 복합외상 희

생자는 스스로를 손상되어 무능하며, 타인에게 달갑지 않으며, 어찌할 수

없는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한다(Herman, 1992b). 이러한 표상으로 인해

외상 생존자들은 애착의 관점에서 ‘혼란 애착’의 방식, ‘회피적 애착’이거

나 ‘집착적 애착’ 혹은 둘 다의 징후를 보인다. 즉, 외상 경험자들은 관계

에서 타인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구와 친밀해지는 위험을 피하려는 것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애착 방식으로 인

해 고립과 결핍, 정서 및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에 대한 위협, 가해자들에

대한 지속적 의지 및 반복적 접촉으로 인해 개인은 더 취약해 질 수 있

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외상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이는 외상 생존자

의 또 다른 특성인 ‘재외상화(revictimization)’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자

들은 복합 외상 과거를 가진 성인들이 전 생애에 걸쳐 재 외상을 겪게

될 상당한 위험에 놓인다는 것을 입증해왔다(Dukworth & Follette,

2011; Widom, Czaja, & Dutton, 2008). 재외상화의 측면 이외에도 외상

생존자는 외상 경험 이후 관계 방식에 변화를 갖게 되는데,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먼저 외상 생존자는 결핍으로 인하여 자족 및

소원한/무시하는 관계 패턴을 맺거나 혹은 부모 같은/보살피는 관계 패

턴을 맺게 된다. 그러나 겉으로는 자족적이고, 매우 기능적인 것으로 나

타날 수 있으며 이처럼 개인적인 욕구를 희생하고 배제하며, 타인의 욕

구에 광범위한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해리의 한 형태로도 볼 수 있다. 또

다른 패턴으로는 타인에게 적대감, 반항, 통제 불가능, 공격성, 강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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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수반하는 태도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태도는 직접적이거나 수동

공격적 방식으로 표현되며, 대상자는 가해자이거나 가족 내부, 혹은 외부

의 타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태도가 자기 자신에게 가해지게 되면 자

해, 자살충동, 위험 감행, 자기 비난, 자기 패배적 행동들의 형태로 나타

날 수 있다. 이 외에 일부 생존자들은 대인관계 및 사회적 접촉을 멀리

하고, 고립되며, 혼자가 되는 것으로 자신의 불신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

러한 사회적인 고립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패턴이 될 수 있으며 해리 반

응을 수반하고 보호, 지원 및 위로를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일

부 생존자의 관계 변화는 성기능, 성 강박증, 성 회피에 이르는 행동들에

서 나타날 수 있다. 외상 사건, 특히 성적 학대에 따라 성적으로 자극되

고, 성적으로 반응하게 된 개인들은 주로 성적인 방식으로 타인들과 관

계를 맺게 될 수 있다. 이들은 강박적 노출 및 착취와 문제가 되는 위험

한 성적 행동들의 패턴을 보이게 된다. 또는 반대로 아동 성 학대의 많

은 생존자들은 성 회피 및 공포증에 대해 보고하기도 한다. 성적 학대의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들 또한 성적 강박 행동이나 성적 회피를 보고하기

도 한다(Courtois & Ford, 2012).

지금까지 살펴본 복합 외상 증상의 세 가지 핵심적인 영역에는 다양

한 증상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복합 외상의 증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

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증상들이 있다.

Courtois & Ford(2012, p.52)는 복합 외상 노출로 인한 잠재적 후유증에

대해 30가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복합 외상의 경험이 삶에 끼

치는 다중적인 영향의 범위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복합적이

고, 다면적이면서도, 개인화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

다(Briere & Lanktree, 2011; Courtois, 2008; McMackin, Newman

Fogler, Keane, 2012). 다음 절에서는 복합 외상의 치료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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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복합외상의 치료

1. 외상의 자가 치료

자가 치료(self-help)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면하지 않고도 심리 치료

를 제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러한 자가 치료는 신체적 장애

가 있거나 먼 곳에 살기 때문에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익명성을 제공하고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

에 심리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Landau, 2001). 표준화된

심리 치료를 토대로 한 대부분의 자가 치료는 CBT에서 파생되는데, 이

는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간단하고 단계별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이다

(Hof et al., 2009). 자가 치료에 자주 활용되는 CBT 기법으로는 심리 교

육, 이완, 단계별 노출, 인지적 재구조화, 불안 관리(예; 긍정적 자기대화,

심상 노출, 역조건화, 체계적 긍정 자극) 등이 있다. 자가 치료 과정에서

참여자는 단계별로 제공되는 지침을 따라야하며, 상담자의 도움 없이 독

립적으로 표준화된 심리 치료를 적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자가 치료는

책, TV, 컴퓨터(예; 인터넷, DVD, CD-ROM)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제공되어 왔으며, 전문가의 개입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전문가의 지시가 제공되지 않는(unguided) 자가 치료, 대면 심리

치료의 일부로 적용되는 자가 치료, 별도의 자가 치료로 구분된다(Hof

et al., 2009). 전문가의 지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참여자는 스스로 인

터넷 등을 통해 자가 치료 지침을 찾아서 이용하게 된다. 심리치료의 일

부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담자는 치료를 보완하기 위해 내담자에게 자

가 치료 서적, DVD,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구입하도록 권유하게 된다.

이는 치료를 보완할 수 있으나, 이 유형에서는 대면 상담의 중요성이 더

크게 인식된다. 별도의 치료로 제공되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전문가가 지

침을 제공하지만, 독립적으로 참여자가 자가 치료를 지속하는 경우를 의

미한다. 참여자는 심리치료자, 정신 건강 전문가의 지침에 따라 자가 치

료를 실시하게 된다. 주로 사용되는 수단으로는 서적, 오디오/비디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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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컴퓨터 및 인터넷 등이 있으며, 참여자와 전문가는 개인 혹은 집단으

로 진행되는 대면 면담, 전자 메일, 전화 통화, 온라인 대화 등을 활용하

여 상호작용 하게 된다. 점차 일반적인 정신 장애의 자가 치료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울, 불안, 불면 등 정신 장애별로 자가 치료

의 효과에 대한 메타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Hof, Cuijpers, & Stein,

2009; Van Straten & Cuijpers, 2009). 자가 치료에 대한 메타 연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불면에 대해서는 작거나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가 나

타났으나(Van Straten & Cuijpers, 2009),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는 유형

에 관계없이 큰 효과 크기가 나타났으며(Hof et al., 2009), 장기적으로

치료할 때 더 효과적인 것으로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개입이

없는 인터넷 기반 자가 치료의 경우 대면 치료보다 효과가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Spek et al., 2007) 자가 치료의 유형이나 전문가의 개

입 수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치료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아직 자가 치료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

가 있지만, 자가 치료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용이하게 치료에 접근할

수 있고, 대면 상담의 보완 수단으로써 가지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자가

치료에 대한 연구와 발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가 치료의 새로운 형태로 인터넷

을 사용한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Botella et al., 2007). 인터넷을 이

용한 자가 치료는 메신저, 이메일 등 상담자와 내담자간 상호작용이 가

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자가 치료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심리적 장애에 대한 온라인 심리치료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섭식장애(Celio et al. 2000; Winzelberg et al., 2000),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병리적 애도(Lange, Schrieken, et al., 2001),

공황장애(Carlbring, Ekselius, & Andersson, 2003)등에 대한 인터넷 자

가 치료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효과가 입증되어 왔다.

다른 정신 장애와 마찬가지로, PTSD의 치료에 있어서도 자가 치료,

특히 인터넷 기반 자가 치료가 유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PTSD의 치료

효과는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어 왔지만, 대면 치료의 단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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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Bisson, Roberts, Andrew, Cooper and

Lewis, 2013, Kirkpatrick and Heller, 2014). PTSD 증상을 경험하는 사

람들 중 소수만이 건강 관리 시스템에 접근하며(Kessler et al., 1999),

약 5 명 중 1 명이 심리 치료를 원한다는 결과가 있는데(Calhoun,

Bosworth, Grambow, Dudley and Beckham, 2002, Hoge et al., 2004,

Rayburn et al., 2005, Roberts et al., 2011), 그 이유는 낙인, 치료 과정

에서 겪을 수 있는 곤란한 상황, 평가나 소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나

(Hoge et al., 2004, Hoge et al., 2014),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Blais, Tsai, Southwick, & Pietrzak, 2015). 특

히,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는 치료 중에 개방이 더 어려울

수 있고(Besser and Neria, 2012, Campbell and Renshaw, 2013), 치료

전 대기 기간이 길어지거나, 부족한 심리 치료 인프라 역시 PTSD의 치

료를 어렵게 한다(Trusz, Wagner, Russo, Love, & Zatzick, 2011).

PTSD는 심리적 기능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면 치료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불균형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Davidson, Stein,

Shalev, & Yehuda , 2014).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

달과 함께 다양한 인터넷 기반 PTSD 중재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기반 중재(Internet-based intervention; 이하 IBI)는

보통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CBT와 같은 검증된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는 자가적 심리 치료이며 이용자에게 매주 또는 격주로 장애 관련 치

료 모듈을 제공한다. 상담자와의 대면 심리치료와 달리 IBI는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익명성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IBI 외에는 치료를

원활하게 받기 어려운 특정 집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Kuester,

Niemeyer, & Knaevelsrud, 2016). PTSD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은 다음과 같다. 먼저 Interapy(Lange et al., 2000; Lange, Rietdijk, et

al., 2003)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지연된 애도 반응에 대한 인터넷

기반의 구조화된 글쓰기 개입으로, 자기 직면-인지적 재평가-사회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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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세 단계로 구성되고 총 10개의 에세이를 작성하게 된다. Delivery

of Self-TRaining and Education for Stressful Situation(DE-STRESS;

Litz, Engel, Bryant, & Papa, 2007) 프로그램은 미국 재향군인회에서 제

공하는 온라인 자기관리 CBT 프로그램으로, 자기 점검, 노출 및 외상

관련 글쓰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PTSD Online은 PTSD의 치료에 대한

전문가 합의 지침(Foa, Davidson, & Frances, 1999)을 토대로 개발된 10

주 상호작용적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Klein et al., 2010)으로, 심리 교육

-불안관리-인지적 관리-외상 기억 글쓰기-심상 및 실제 노출-재발 방지

등의 10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외상사건 관련 자조 프로그램(Self-Help

program for traumatic event-related consequences)은 8주간 상호작용적

인 CBT를 적용하는 자조 프로그램(Hirai & Clum, 2005)으로, 심리교육,

이완, 호흡 재훈련, 인지 재구성, 글쓰기 노출이 포함된다. 이러한 인터넷

기반 치료에 대한 메타분석(Kuester, Niemeyer, & Knaevelsrud, 2016)에

따르면, 치료 후 대기자 집단에 비해서 PTSD 증상의 감소에 효과 적이

었으며, 과각성, 침투적 사고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

른 메타분석(Sijbrandij, Kunovski, & Cuijpers, 2016)에서는 통제 집단

(대기자 또는 일상적 처치)에 비해 효과적이었으나 다른 심리적 개입(심

리교육, 지지적 상담)과 비교할 때 효과크기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

다. 즉, PTSD 치료를 위한 IBI의 잠재적 가능성은 인정받고 있으나, 대

면 치료 개입과 어떠한 차별점을 가지는지, PTSD의 아형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지는지,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따라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등의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고 보인다.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PTSD에 대한 다양한 IBI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만, 복합 PTSD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

며, 이는 대면 치료에서 기존의 CBT 치료를 복합 PTSD 내담자에게 적

용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p.4), IBI에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PTSD의 여러 치료 모델을 토

대로 복합 PTSD 위험군의 특성을 고려한 자가 치료적 개입을 개발하고

이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실시하여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

고자 한다. 이후의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최근 CBT의 주류 기법

으로 채택되고 있는 IR 기법은 개념과 절차가 잘 숙지된다면 여타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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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치료의 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IR 기법은 외상 기억

치료에 있어 PE에 비해 중도 탈락율이 낮으며 비-두려움 정서를 가진

PTSD 내담자에게 효과적이고, 단계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가 치

료로 적용하기에 적합한 특성을 지닌다. 또한 IR의 치료 프로토콜에서도

회기 내에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 내담자에게 일상에서도 여러차례 과제

로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기반으로

IR의 자가 치료 수단이 제공된다면 대면 치료를 보완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PTSD를 위한 IR 자가 치료 연구는 아직 미비하지만,

Moritz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참여자를 대상으

로 IR의 매뉴얼을 제공하여 스스로 IR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집단과

대기 집단을 비교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대기 집단에 비해 자조적 처

치를 한 집단이 효과적이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대면 치료가 아닌 처치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

로 온라인상에서 제시되는 음성 지시문을 통하여 스스로 심상화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하였으며, 심상화한 외상 경험 안에서 주도적

으로 행동하거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돌보도록 심상화하는 것을 음성과제

로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 설계를 통하여 지시적 심상화 개입이 면

대면의 상담 치료뿐 아니라 인터넷 기반의 자가 치료로써도 효과적인지

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의 결과는 복합 PTSD를 위한 인터넷 기반

자가 치료를 개발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복합 외상의 치료

외상과 관련된 장애인 PTSD는 다른 정신장애에 비해 DSM에 수록된

역사가 짧은 편이지만, DSM에 수록된 많은 정신장애 중 원인이 명시되

어 있는 거의 유일한 장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PTSD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외상 사건 자체의 특성, 시간

의 경과, 개인의 취약성이나 회복탄력성 요인에 따라 PTSD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 과정에서 외상 생존자의 경험을 세심하고 주의

깊게 다루지 못할 경우 재외상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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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자의 전문성과 임상경험, 자질이 요구된다(최윤경, 2017). 특히 대인간

외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복합 PTSD의 경우에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증상과 지속적인 외상 이후 생존자의 성격적 변화로 인해 치료 과정이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복합 외상 과거를 가진 내담자들은 보통

자기 자신과 증상들에 대해 복잡하고, 때로는 표면상 모순된 진술들을

하기도 하며, 내담자의 인격과 기능으로 나타나는 자아 및 관계의 외상

후 문제들을 만들어내며 악화된다(Courtois & Ford, 2012). 또한 복합 외

상 생존자들이 적응해야 하는 극도의 스트레스 요인들은 이에 상응하여

극단적인 정서, 인지(흑백 사고, 심각한 무망감, 불신), 신체적 반응 및

고통(끊임없는 통증, 신체 기능들의 붕괴, 기타 증상들), 행동(회피, 저항,

거부, 의존성)의 상태들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추가

적인 준비와 예상이 권장되기도 한다(Ford, 2012).

다행히도 최근 몇 십 년 동안, 심리적 외상과 그 형태들, 또는 심리적

외상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들, 그리고 이를 치료하는 방법 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다(Courtois & Ford, 2012). 인

지-행동 치료(CBT)와 같은 과학자-실무자 접근 및 관련 사례, 치료 결

과에 대한 연구, 매뉴얼화된 치료 절차의 엄수 등은 이 분야에서 많은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어 냈으며, 지속적 노출(Foa, 2011), 인지 처리 치

료(Resick & Schnicke, 1993), 변증법적 행동 치료(Linehan, 1993), 안구

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Shapiro, 1995), 아동들을 위한 외상 초점 인

지 행동 치료(Cohen, Mannarino, & Deblinger, 2006) 등의 치료 패키지

가 구성되었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 왔다. 그러나 외상을

입은 사람들이 임상 사례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상

담자를 위한 전문적 교육에 있어서 외상과 외상 후 반응에 대한 주의가

부족하며, 외상의 새로운 형태들이 밝혀지고 있다(Courtois & Ford,

2012). 특히, 복합 PTSD의 증상은 PTSD, 불안, 우울증 이외에도 정서

조절 및 관계적인 문제들, 약물남용, 해리, 신체화 장애, 자해 및 자살 행

동 등을 수반하므로 기존의 PTSD 치료 패키지는 이를 다루기에 충분하

지 않았다. 국제 외상 스트레스 연구 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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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atic Stress Studies; 이하 ISTSS; www.itss.org)에서 발행한

PTSD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Foa, Keane, Friedman, & Cohen, 2009)

에서는 향후 PTSD 치료에서는 내담자의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는 치료

조건을 확인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복합 외상 경험이

있는 개인의 경우 일반적인 치료에 적합한 반응을 덜 할 수 있다고 지적

했다(Hembree, Street, Riggs, & Foa, 2004; van der Kolk et al., 2007;

van Minnen, Arntz, & Keijsers, 2002).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복합

PTSD 치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복합 PTSD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ISTSS는 2011년 PTSD와 복합 PTSD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복합 PTSD의 치료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Cloitre et al., 2011), 이 연구를 바탕으로 ISTSS의 복합

외상 태스크 포스(Complex Trauma Task Force)팀은 성인을 위한 복합

PTSD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Cloitre et al., 2012). 전문가 의견 조사

연구(Cloitre et al., 2011)에서 복합 PTSD의 증상과 치료법, 중재 유형에

있어서 상당한 합의가 있었으며, 전문 임상가의 84%가 복합 PTSD 치료

에 있어 순차적이고 단계에 기반한 치료(sequenced or phase-based)를

우선시 하였다. 또한 치료가 내담자 중심적이어야 하며, 눈에 띄는 증상

에 치료가 맞춰져야 한다는 것에도 상당한 합의가 있었다.

복합 PTSD에 대한 단계 기반 치료는 오래 전부터 제안되어 왔으며

(Janet, 1925), 프랑스 정신과 의사 피에르 자네(Pierre Janet, 1989, 1973)

가 공식화한 모델을 정교하게 만들어 3단계 심리치료가 개발되었다(van

der Hart, Brown & van der Kolk, 1989; Herman, 1992b). 1단계는 개인

의 안전을 보장하고, 내담자 참여, 교육 및 기술 구축 등으로 증상을 줄

이며 주요 정서적, 사회적 및 심리적 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2단

계는 외상 경험에 대한 기억의 미해결된 부분을 처리하는데 초점을 두

며, 외상 기억에 대해 재평가함으로써, 자기, 관계 및 세계에 대해 적응

적 표상을 통합하도록 한다. 3단계에서는 치료에서 얻은 것들을 일상생

활에 적용시키도록 내담자를 지원하게 되며, 치료 이후 대인관계, 직장

또는 교육, 지역 사회에 대한 참여로 전환하여 치료 효과를 공고히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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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주력하게 된다.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는 안정화와 기술 강화에 초점

을 두며 몇 가지 주요한 기능을 가진다. 첫 번째 목표는 어떠한 치료 기

법에서든 내담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내담자의 정서 인식과 표현을 위한 능력을 강화하고, 긍정적 자기 개념

을 증가시키며,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하여 대처하도록 하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들을 강화하게 되면, 일상

생활의 기능이 향상되며, 자신감이 생기고, 치료에 헌신하고 지속할 동기

가 생기게 된다. 초기 기술 구축 단계는 외상 처리 작업과 PTSD 증상

감소에 기여 할 수 있다(Cloitre et al., 2010). Courtois & Ford(2012)는

1단계에서 4가지 요소를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안전 보장’으로, 복합 외

상 생존자가 더 이상 외상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담자 삶의 안

전을 확립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안전 확보를 위한 방

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 보장을 위한 개입으로는 예를 들어,

학대 관계에서 떠나거나 살기에 안전한 장소를 찾거나 경제적인 안정성

을 달성하는 것 등이 될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내담자의 현실적 자각과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평가를 제공하고, 책임감

및 개인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내담자를 도울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예

를 들어 복합 PTSD 내담자들이 정서 조절장애(무망감, 무력감 및 무가

치함에 대한 감정들이나 생각들), 은둔과 고립, 정서적 고통과 갇혀있는

느낌, 학대 및 유기와 연관된 감정들의 재현에서 벗어나거나 통제하기

위해 하게 되는 자살관련 행동, 자기혐오 및 물질 남용 등에 외상 스트

레스 반응이 기여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교육하는 것은 악순환 되는 패

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1단계의 두 번째 요소는 ‘안정화’이다. 복합 PTSD의 증상들은 내담자

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상 기억을 처리하는 2단계

치료를 위해서는 증상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Cloitre et al(20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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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 및 PTSD를 가진 여성들의 외상 기억 처

리 치료보다 정서조절 기술 및 대인관계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치료가

선행될 때 탈락율이 감소하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기존의 근거 기반 치료를 살펴보면, 인지 행동 치료 및 대인관계 심리치

료에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고(Meichenbaum,

1985; Stangier, Von Consbruch, Schramm, & Heidenreich, 2010), 변증

법적 행동치료(Linehan, 1993), 수용 전념 치료(Hayes, Luoma, Bond,

Masuda, & Lillis, 2006) 등의 마음챙김 기법은 내담자들의 극심한 정서

반응이나 정신증적인 증상을 인내하거나 조절 할 수 있도록 한다. 복합

외상의 치료에서 안정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치료 모델은 정서 조절

을 위한 기술 훈련(Skills Training for Affect and Interpersonal

Regulation; STAIR; Cloitre et al., 2010), 외상 정서 조절: 교육 및 치료

가이드(Trauma Affect Regulation: Guide for Education and Therapy;

TARGET; Ford & Cruz-St. Juste, 2006), 안전 기반 치료(Seeking

Safety; Najavits, 2017), 정서 초점 치료(emotion-focused therapy; EFT;

Paivio et al., 2010; Paivio & Nieuwenjuis, 2001)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증상이나 삶의 문제들에 대해 정신화(Allen, Fonagy, &

Bateman, 2008)할 수 있게 되고, 내담자의 행동이나 패턴을 분석하여 제

시함으로써 관리가 가능해지고, 인지-행동 중재들을 통해 자기 관리 기

술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1단계의 세 번째 요소는 ‘교육을 통하여 치료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

는 것이다. 복합 외상 생존자들은 외상이 주는 영향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증상을 이해하거나 어떠한 경험의 영향으로 증상이 발생

한 건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을 통하여 내담자

가 스스로 외상으로 인한 반응에 대해 이해하고, 향상된 개인적 관점 및

자기 자비를 발전시킬 수 있고, 우울증과 자기비난 같은 현저한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Allen, 2005). 1단계의 교육을 통하여 정서 상태의 확인

과 조절, 자기주장, 대처, 문제해결, 의사결정, 마음챙김 등에 대해 준비

를 시킬 수 있다. 마지막 요소는 ‘치료 연대 구축’으로, 복합 외상 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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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담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 복합 외상 생존자들은 주요한 관계들이

환멸, 배신 등 정서적인 고통의 원천일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유대와

지지를 제공하는 상담자에 대하여 두려움, 의심, 분노, 절망 등의 부정적

정서를 느낄 수 있고, 반면에 이상화, 희망, 과도한 의존, 자격 등 긍정적

측면의 정서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복합 외상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위협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재구성하

여 치료적 연대를 안정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복합 외상 치료의 2단계는 외상 기억을 처리하는데 초점을 두며, 실제

적이며 주관적으로 안전한 맥락에서 외상 사건을 재경험하거나 재평가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PTSD 증상 및 여타 증상들과 연관된 기억

과 정서 상태에 숙달되기 위해 외상 경험과 그에 수반되는 정서, 신념,

인지들을 직면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실시된다. 외상 기억을 다루는 것은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고, 내담자는 이 과

정에 대해 두렵고 불안한 정서를 느끼며 피하고 싶어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2단계 치료에 앞서 안전이 토대가 되어야 하며 내담자가 정서를 조

절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2단계에서는 복합

PTSD의 기본적인 특징 2가지에 대해 다루게 되는데, 첫 번째는 외상

사건들에 대한 기억들, 정서, 자극 및 상기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회피 및

외상 관련 상기 요인에 대한 과잉 일반화이며, 두 번째는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각성의 경험이다. 이러한 외상의 정서적, 인지적 후유증

을 해결하기 위해 치료적 노출과 외상 기억 및 정서들을 처리하는 다양

한 치료기법들이 2단계에서 활용된다. 이러한 개입에서 내담자는 원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재경험을 회피하는 대신, 정보에 입각하여 외상 기

억들을 회상하고 재평가할 수 있게 된다. 치료적 노출은 안전한 상황적

맥락에서 외상 기억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정서적 불일치’ 조건을 형성하

게 되는데, 내담자는 덜 각성된 상태에서 지배적인 정서 반응들과 기억

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두려움, 불안, 불쾌감 등이

감소될 수 있다. 2단계를 위한 치료 이론들은 지속적 노출, 인지 처리 치

료, 안구 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외상에 대한 정서적 초점 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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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강력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별도로 논하고자 한다.

복합 외상 치료의 3단계는 ‘치료 이득의 통합’으로, 치료를 통해 얻은

지식 및 기술들을 일상생활과 미래에 적용하는 것이다. 치료의 끝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서적, 사회적, 관계적 역량의 향상을 통합하게 된

다. 상담자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친밀한 관

계를 구축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적용하도록 내담자를 지원하고

지지한다. 이를 통하여 내담자는 증상이나 과거에서 벗어나 변화가 가능

하며,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삶의 주도권을 위한 실질적인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복합 PTSD 증상의 하나인 절망감에서 벗어나 희망

적인 기대를 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과정이다. 3단계에서는 별도의 치

료적 중재가 있다기 보다는 1단계에서 사용되는 안전, 안정화, 자기조절

중재들이 다시 사용될 수 있으며, 내담자가 삶의 여러 부분들에 대해 탐

색하고, 타인의 신뢰성을 더 잘 판단하며, 자기 조절 및 대인관계 기술들

을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3단계에서 2단계의 치료

적 중재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2단계의 기억과 정서 처리 기술들이 일

상생활 및 치료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내담자는

점점 더 스트레스성 사건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며, 정신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들을 개인적 의미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이렇게 3단계에서는 앞의 단계들의 중재가 다른 목적으로 사

용이 되기도 하며,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 단계는 다시 앞으로 돌아갈 수

도 있다. 복합 외상의 경우 일부 문제들이 해결 되었으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내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외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에 대해서도 내담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계 기반 치료는

고정되기보다 유동적이고, 유연하게 도입되며, 다시 배우거나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이전에 학습한 과제나 기술로 돌아갈

수 있는 모델로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다(Courtois, 2010; Ford, 2012). 상

담자는 내담자의 치료에 대한 준비와 현재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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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며, 내담자에게 적절한 단계의 치료적 중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

합 PTSD의 단계적 치료에 대한 관점과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복

합 PTSD의 다양한 중재에 대해서도 숙련될 수 있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합 PTSD 치료의 발전을 위해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복합 PTSD 치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

들은 매우 적게 수행되어 왔다. 국제 외상 스트레스 연구 학회는 2011년

전문가 조사를 하며 복합 외상 이력을 가진 개인이나 PTSD의 증상을

표적으로 개발된 치료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다고 언급하며, 아동기 복

합 외상 이력이 있으며, 복합 PTSD 증상을 표적으로 한 8개의 연구를

제시하였다(Cloitre et al., 2011). 8개의 연구는 모두 개선된 혹은 단계-

기반 외상 치료 모델에 대한 것이었으며, 3개의 연구는 외상-초점 요소

가 없이 안정화와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평가하였고(Bradley &

Follingstad, 2003; Dorrepaal et al., 2010; Zlotnick et al., 1997), 4개의

연구는 외상-초점 요소를 포함하여 안정화, 기술 훈련, 초기 외상 관련

문제 등을 다루었으며(Cloitre, Koenen, Cohen, & Han, 2002; Cloitre et

al., 2010; Steil, Dyer, Priebe, Kleindienst, & Bohus, 2011, Chard, 2005),

1개의 연구는 사례 관리를 통한 외상-초점 집단 치료에 대한 것이었다

(Classen et al., 2011). 8개의 연구에서 모두 정서 조절 장애, 해리, 자기

파괴적 행동, 자기 개념, 대인관계 기능 등의 복합 PTSD 증상뿐 아니라

PTSD 증상이 개선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근거기반 치료로서 일

반화하기에는 연구의 수가 적고, 연구의 방법론, 연구 대상의 외상 과거

력, 진단 및 치료 결과의 평가 방법 등이 다르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복

합 PTSD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합 PTSD의 전체 증상을 표적으로 하거

나 전통적인 외상 중심 치료와 단계 기반 치료의 비교와 같은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에도 복합 외상 이력 및 증상에 대해

명확히 선별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통제 방법을 통해 치료의 효과

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몇몇의 연구는 복합 외상 이력이 있는



- 36 -

대상자에 대한 연구였으나 미술 치료(김종희, 2017), 모래놀이 치료(이의

철, 2016; 문수영, 2016; 한유진, 이은숙, 이행숙, 2019), 음악 치료(문지

영, 2009) 등 기존의 근거 기반 치료와 비교하기 어려운 치료 방식의 사

례 연구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EMDR

치료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도 있었으나(김남희, 2006), 이도 역시 한 사

례의 증례보고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로는 제한적이다. 무작위 통제 집

단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편

있었으며 MBSR(최현옥, 손정락, 2011)의 효과와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PTSD 프로그램(김승현, 최빛내, 2013)의 효과에 대한 연구였다. 일반 성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아동 학대 생존자를 대상으로 인지 행동 치

료와 이야기 치료 및 통제집단과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김지연, 김정민,

조은별, 2018)가 있으며, 인지 행동 치료가 죄책감, 우울 등에서 효과적

이었으며 추후까지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 외상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게 수용 전념 치료(ACT)를 실시하고 효과를 확인

한 연구(주수진, 손정락, 2015; 유새봄, 손정락, 2018)에서는 대상자의 복

합 PTSD 증상이 감소하였고, 대인 외상 경험자를 대상으로 글쓰기 용

서 치료를 실시한 연구(박효정, 홍창희, 2010)에서는 외상 관련 정서인

분노와 수치심에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이 수행

되고는 있으나, 복합 외상 이력과 증상, 복합 PTSD의 진단 등에서 명확

한 표적을 대상으로 치료적 효과나 메커니즘에 대해 수행한 연구가 매우

적은 실정이며, 추후 복합 PTSD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가 임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

행될 필요가 있다.

3. 외상 기억 처리를 위한 치료 기법

복합 외상 치료를 위한 단계 기반 치료 2단계는 주요 초점이 외상 기

억을 재처리 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의도적으로 외상 기억들과 이러한

기억들이 유발하는 생리적인 각성 및 정서적 고통의 극단적인 상태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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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각을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통제를 얻도록 내담자를 이끌게 된

다(Courtois & Ford, 2012). 외상 기억에 노출을 하고 기억을 처리하는

것은 단순히 괴로운 기억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이상의 치료적

효과를 제공하게 되는데, 상담자는 이를 위해 정서에 접촉하면서도 안전

하고, 담아낼 수 있을 정도의 생리적, 정서적인 각성 내에서 기억과 정서

들을 탐색하기 위해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

담자는 지금까지 원치 않거나 통제할 수 없는 재경험을 회피하는 대신,

주도적으로 자신의 외상 기억에 대해 회상하거나 분석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외상 기억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치료적 노출이 효과적이며 많이 활용

되고 있다. 외상 기억에 대한 노출이 어떻게 치료적인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Foa & Kozak(1986)은 ‘역조건 형성’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역

조건 형성은 정서적으로 불일치하는 조건을 만들어내면서, 내담자가 덜

각성된 상태에 있는 동안 지배적인 정서 반응들과 기억에 관여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두려움, 불안, 불쾌감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정서적 불일치는 외상으로 인한 정서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

주며, 원래 반응의 역조건 형성을 초래하게 된다. 정서 및 외상에 대한

여러 이론가들은 주요 정서들을 건드릴 때, 이러한 정서들을 회피하거나

축소시키는 대신 인정하고 느끼는 것이 정서 인식, 표현, 자기 이해에서

여러 변화를 가져온다고 가설을 세운다(Fosha, 2000; Valliant, 1997). 이

러한 정서 및 인지의 변화는 추가적으로 두뇌의 활동 및 관련 생리적 체

계에서도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Shapiro, 2012).

이러한 2단계 치료에 있어 지금까지 밝혀져 온 가장 강력한 과학적 근

거 기반 치료로는 인지-행동 치료(CBT) 중재에 속하며 광범위하게 연구

되어 온 지속적 노출(Prolonged Exposure; 이하 PE)과 인지 처리 치료

(Cognitive Processing Therapy; 이하 CTP)가 있고, 그 외 안구 운동 민

감 소실 및 재처리(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이하 EMDR), 외상에 대한 정서적 초점 치료(Emotion-Focused Trauma

Therapy; 이하EFTT) 등도 과학적 연구를 통해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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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내러티브 노출 치료(Narrative Exposure Therapy; 이하

NET), 심상 재각본 및 리허설(Imagery Rescripting/Rehearsal; 이하 IR)

치료 등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Courois & Ford(2012)의 분류를 토

대로 각 치료별로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

는 주요한 외상 기억 처리 치료에 대해 개별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

하고자 한다.

치료 기법 출처

인지-행동 치료(CBT)

지속적 노출(PE) Foa & Kozak(1986)

Foa, Hembree, & Rothbaum(2007)

인지 처리 치료(CPT) Resick & Schnicke(1993)

Resick, Nishith, & Griffin(2003)

기타 과학적 연구 효과 입증

안구 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EMDR)

Shapiro(2012)

Shapiro & Solomon(2010)

복합외상에 대한 정서 초점 치료

(EFTT)

Paivio et al.(2010)

가능성을 보여준 치료

서사 노출 치료(NET) Hensel-Dittmann et al.(2011)

심상리허설(imagery rehearsal)

심상재각본(IRT)

Smucker, Dancu, Foa, & Niederee

(2002)

기타 치료

안전 기반 치료(Seeking Safety) Najavits(2017)

가속화된 경험적-역동적 심리 치료

(AEDP)

Fosha(2000), Fosha et al.(2009)

McCullohg et al.(2003)

감각 운동 심리 치료

(Sensorimotor psychotherapy)

Fisher & Ogden(2009)

Ogden & Fisher(2013)

신체 치료

(somatic treatment)

Levine & Frederick(1997)

Rothschild(2000)

맥락치료

(contextual therapy)

Gold(2009, 2013)

맥락적 행동 치료

(contextual behavior therapies)

Follette, Iverson & Ford(2009)

표 2

외상 기억 처리를 위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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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노출(PE) 치료는 지금까지 성인들의 PTSD 증상들에 대해 과

학적이며 가장 광범위하게 입증되어온 치료이다(Mendes, Mello,

Ventura, Passarela, & Mari Jde, 2008; Powers, Halpern, Ferenschak,

Gillihan, & Foa, 2010). PE는 마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것처럼

외상 사건을 반복적으로 상상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포함하며, 동시에 치

료자에 의해 사건이 현재 순간에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유지하도록 도움을 받는다(Courois & Ford, 2012).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자신이 겪었던 외상 사건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기억, 느

껴지는 감각과 감정, 떠올려지는 생각 등을 단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

게 된다. 노출에는 실제 노출과 심상 노출이 있는데, 실제 노출은 내담자

가 공포를 느끼는 순서에 따라 공포 자극의 위계 목록을 만들어 지속적

이고 체계적으로 노출을 실시하게 된다. 심상 노출은 외상 사건을 처음

부터 끝까지 회상하면서 마치 그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상상을 통

하여 재경험하게 된다. 심상 노출도 실제 노출과 같이 외상 기억에 대해

위계를 먼저 세우게 되는데, 주관적 불편감(SUDS)을 중간 정도로 평가

한 기억부터 노출을 시작하게 되며, 60분 정도 기억을 반복해서 이야기

하거나, SUDS가 20점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노출을 실시하게 된다. 회

기별로 얻게 된 SUDS 점수를 그래프화 하여 노출 후의 피드백을 제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치료 과정을 녹음하여 과제로 연습하도

록 권하게 된다.

PE와 함께 과학적 근거 기반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는 인지 처리 치

료(CPT)는 인지적 재구조화를 통하여 내담자가 생각하는 외상 사건의

의미를 수정하도록 한다(Resick & Schnicke, 1993). 내담자는 하나 이상

의 특정 외상 기억에 대해 되도록 구체적으로 글로 쓰거나 말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회피해왔던 경험에 대해 기록하거나, 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내담자들은 외상, 자기 자신, 자신의 행

동 및 반응들에 관한 새로운 통찰과 인지를 얻음에 따라 완화를 경험하

게 되며, 이는 더 높은 이해와 해결을 가져오게 된다. 외상 경험에 대한

인지를 재구조화하기 위해서는 6단계의 과정이 실시된다(Zayf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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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er, 2006). 1단계에서는 외상 사건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2단계에서는

그 상황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고 평가한다. 3단계에서는 부정적인 정서

를 느꼈을 때 어떠한 자동적 생각을 했는지 확인하고 그 생각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평가한다. 4단계에서는 자동적 생각을 지지하는 증거와 지

지하지 않는 증거를 찾으며, 5단계에서는 내담자 스스로 자신에게 합리

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반응을 찾게 된다. 6단계에서는 자신의 모든

부정적 정서를 재평가하게 된다. 내담자는 잘못된 정보, 신념, 혹은 가정

들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며, 소크라테스식 질문 기법들이 사용된다.

CPT는 PTSD뿐 아니라(Mendes et al., 2008; Powers et al., 2010;

Seidler & Wagner, 2006), 복합 외상 과거(Resick et al., 2003)를 가진

성인들을 치료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정서 초점 외상 치료(EFTT)는 고통스러운 감정 및 기억들

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새롭고, 정서적으로 일관된 이해를 구성하기

위해, 과거 외상 사건들과 연관된 정서들에 대한 치료 분석을 이용한다

(Paivio & Pascual-Leone, 2010; Paivio 외, 2010). EFTT는 PE나 CPT

에서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노출이나 인지 치료 기법들을 포함하지만,

주로 내담자들이 정서를 경험하고 경험적인 회피를 줄일 수 있도록 경험

적이며 인본주의적인 기법들을 활용한다. EFTT의 핵심기법으로 심상

직면(imaginal confrontation)이 있는데, 이는 빈 의자에 가해자가 앉아

있다고 상상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담자는 가해자에게 정서를 표현하거나 예상할 수 있

는 보상을 표현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가해자에 대해서 더 현실적이고 복

합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안구 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EMDR)가 있으며 EMDR 역

시 과학적 근거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어 왔다. EMDR은 안구 운동을

활용하는 치료법으로 PE와 유사하게 외상 기억에 대한 구체적인 회상을

포함한다. 그러나 EMDR에서는 내담자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외

상 기억을 심상화한채로 단속(saccadic, 수평, 앞에서 뒤로) 안구 운동이

나 기타 양측 지각 운동 과제 및 자극(치료자가 신체의 왼쪽과 오른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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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로 두드리거나, 양쪽에서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반복 과제를 외상기억 회상에 덧붙이는 것이 외상 기억에 수반되

는 정서적 고통을 크게 줄이거나, 심지어 제거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다. Shapiro(2012)는 모든 처리 치료들 중 EMDR이 PTSD의 고전적인

증상들을 완화하는데 있어 가장 견고한 근거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

는데 이러한 효과들이 복합 외상의 증상으로 확대되는지에 대해서는 충

분히 수립되지 않았다. 복합 외상 치료에 대한 EMDR 프로토콜은 세 단

계의 치료 단계에 걸쳐 적용되기 위해 광범위하게 변경되어 왔다

(Gelinas, 2003; Korn & Leeds, 2002; Omaha, 2004; Shapiro, 2012).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지시적 심상화’를 핵심 요인으로 하는 심상 재

각본 및 심상 시연 치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게슈탈트 치료(Perls,

1973), 글쓰기 치료(Pennebaker, 1990, 2004). 이야기 치료(White, 2011)

등의 치료 모델에서 내담자들이 자신의 기억을 재구성하여 다시 쓰도록

하는 기법이 오랜 전통으로 존재해왔다. 최근에는 심상 재각본 치료

(Long et al., 2011, Smucker et al., 2002) 및 심상 시연 치료(Krakow et

al., 2001)라는 명칭으로 개발되어 인지-행동 치료의 중재로 공식화 되었

다. IR은 내담자의 외상 기억이나 악몽을 떠올리고 말하게 하며, 이에

대해 재각본과 시연을 통하여 외상 경험에 대해 자신의 내적인 서사를

치료적으로 재분석하고, 명확히 밝히고, 변경하도록 돕는다. PE를 단독

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IR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보고되기도 하였다(Arntz et al., 2007). IR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내러티브 노출 치료(NET)는 조직적 폭력, 가정 폭력, 다중의 혹은 연

속적인 외상 스트레스 경험으로 인한 PTSD를 치료하기 위해 개발되었

다(Schauer, Neuner, & Elbert, 2011). 내담자는 외상 사건과 관련된 정

서, 인지, 생리, 행동, 감각 요소와 의미 내용을 재경험하면서 외상 사건

을 구체적으로 반복하여 이야기한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의 안내와 직접

적인 도움을 통해 자기 인생의 내레이션을 재구축하게 된다. NET는 대

개 약 10회기 이하의 상대적으로 적은 횟수로 실시되며, 내담자는 상담



- 42 -

자와 협력하여 자신의 인생 이야기에 대해 상세하고 일관성 있는 서사를

구성하게 된다. NET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다수 보고 되고 있다

(Schhaal, Elbert, & Neuner, 2009; Bichescu, Neuner, Schauer, &

Elbert, 2007; Neuner, Schauer, Klaschik, Karunakara, Elbert, 2004).

이 외에도 다수의 외상 기억 처리를 위한 치료 기법들이 있으며, 앞에

서 설명한 치료 기법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치료들이 개발되고, 경험

적 근거를 보고하고 있다. 외상 정서 조절: 교육과 치료 가이드

(TARGET; Ford & Russo, 2006; Ford, Steinberg, Hawke, Levine, &

Zhang, 2012)는 PTSD 증상들과 정서 조절 장애를 연결시키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 추구(Seeking Safety; Najavits, 2017)는 PTSD와

공존 질환으로 약물 남용을 가진 성인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개인 및 집

단 치료를 제공한다. 또한 정서와 대인관계 조절에 대한 기술 훈련

(STAIR; Cloitre, Cohen & Koenen, 2006)는 16～20번의 치료 시간들로

구성되는 개인 심리치료로, 특히 복합 외상 과거와 중증 만성 PTSD를

가진 여성들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외상

기억을 위한 치료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개발되어 왔으며, 복합 PTSD

를 위한 치료들도 개발되어 왔다. 또한 각 치료들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임상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복합 PTSD는

전통적인 PTSD 치료에 비해 과학적인 근거 기반 치료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복합 PTSD 치료의 발전을 위해 복합

PTSD 위험군을 대상으로 그 증상과 치료에 대한 임상 자료의 수집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4. 심상 재각본(Imagery Rescripting) 기법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지시적 심상화’ 처치는 심상 재각본 치료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기법을 토대로 개발되었다. 본 장에서는 IR 치료에

서 심상을 활용하는 것, IR의 치료적 요인 및 메커니즘 등을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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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에서 심상을 치료적으로 활용한 것은 19세기 후반 Pierre

Janet(1898)가 히스테릭한 내담자들에게 실시했던 “심상 대체(imagery

substitution)” 치료부터로 볼 수 있다. Janet(1898)의 사례에서는 내담자

가 외상적 심상을 새로운 심상으로 교체하며 재경험하는 방식을 통하여

내담자의 호소 증상이 해소되는 기록이 남아 있으나, 이 효과적인 기법

은 프로이트와 프로이트 이후의 정신분석학 접근에 의해 무시되어 왔다

(van Der Hart & Friedman, 1989). 그러나 1세기가 지난 후 개발된

CBT의 “심상 수정(Beck et al., 1985)” 이나 “심상 재각본(Smucker,

1997; Smucker & Dancu, 1999; Smucker et al., 1995)”은 이 기법과 매

우 유사한 개입을 나타내고 있다. 심상 재각본 치료는 불안 장애의 인지

치료 모델(Beck et al., 1985)을 확장시켜 개발된 기법으로, PTSD 증상

을 완화시키고 외상과 관련된 신념과 도식을 변화시키는 다면적인 심상

기반 치료이다(Smucker & Dancu, 1999; Smucker et al., 1995; Smucker

& Niederee, 1995). Smucker et al.(1995)은 아동기 성학대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생존자를 위한 IR 프로토콜을 개발하였으며,

최근 효과적이며 근본적인 치료 과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성장과 함께

인지 행동 치료의 주류 치료 기법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Arntz, 2012).

Smucker(2005)는 IR의 치료 기간은 내담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표준적으로 60분에서 90분까지의 8회 세션으로 제안하였다. IR 기법의

특징은 심상을 수정하는 내용의 작성을 위해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활

용한 심상작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대처/주도

심상’이나 ‘자기-진정/자기-위로 심상’을 만들 수 있도록 소크라테스식

문답 방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상담자가 제안하고, 지시하고, 받아

쓰게 하는 것보다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권한

을 주게 된다(Smucker & Dancu, 1999). 심상 재각본의 기본적인 원리는

외상 기억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내담자의 욕구에 더 부합하는 기존과 다

른 결과를 상상하는 것이다. Smucker(2005)는 심상 재각본 기법의 네

가지 주요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1) 심상적 노출

(imaginal exposure): 학대에 대한 심상 및 관련 정서 활성화, (2)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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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mastery imagery): 피해(victimization) 심상을 대처/주도(cope/

mastery) 심상으로 대체, (3) 자기위로/자기양육 심상: 외상을 겪은 아이

(CHILD)를 진정시키고, 돌보고, 안심시키는 현재의 성인(ADULT) 자아

를 시각화, (4) 정서적-언어적 처리: 고통스러운 심상 및 관련 정서를 서

사적(narrative) 언어로 변형시키며, 동시에 외상성 신념과 도식에 도전

하고 수정하기로 구성된다. 주도 심상 단계에서는 외상 기억의 장면에

들어가는 성인 자아를 시각화하며,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가해자가 당신

을 만납니까?”, “당신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가해자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등의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심상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성인 자아의 역할은 필요한 어떠한 수단이든 사용하

여 가해자에게 맞서고, 아동을 구출하고, 아동을 보호하여 학대 심상을

재구성하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주도 심상 단계가 잘 마무

리되면 자기-양육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성인자아-양

육-아동자아” 심상화를 지시하게 된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성인자아와

아동자아가 상호작용 하도록 지시하며, “성인인 당신은 아이에게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 “아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시점에서 아이는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등의 질문으로 촉진시킬 수 있다. 성인 자아는

아이를 잡거나 껴안기 시작하고, 학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이에게 확신시키며,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게 된다. 그러나 나

쁘고(bad) 사랑스럽지 않은(unlovable) 자기-도식을 가진 내담자의 경우

에는 어린 자신을 바라보기 힘들어하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비난

하거나 상처 입히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장면 또한 치료 과정

에서 부정적인 자기-도식을 알아차리고 다룰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PTSD 증상을 완화하고, 학대와 관련된 신

념과 도식(무력함, 내재적인 나쁨, 사랑받을 수 없음 등)을 변화시키고,

자기 양육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심상 재각본 치료의 목표이다.

IR의 치료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상이 정서에 어떠한 영

향을 주게 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 Holmes와 Mathews(2010)는 심

상이 정서를 어떻게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근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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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먼저 심상은 감각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 뇌의 정서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뇌의 정서 체계는 특히 심상에 민감할 수 있

는데, 왜냐하면 두려움과 같은 정서는 위험 혹은 보상에 용이하게 응답

하기 위하여 비교적 진화의 초기에 진화했기 때문이다. 감각 신호는 다

른 피질영역의 높은 수준의 처리를 우회하여, 편도체와 같은 감정에 관

한 뇌 영역으로부터 신속한 반응을 유도하게 된다(LeDoux, 2000). 예를

들어, PTSD의 증상 중 하나인 ‘플래시백’이 심상으로 발생하면 실제로

외상이 다시 발생하는 것처럼 자율신경증상(예; 발한)이나 외상을 피하

기 위한 행동 등이 나타난다. 두 번째로, 심상은 유사한 감각 양상을 공

유한 지각을 처리할 때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시각적 혹은 청각적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은 시각적 혹은 청각적 자극의

감지를 선택적으로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Segal & Fusella, 1969)가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상호 간섭은 심상적 처리과정과 지각적 처리과정

에서 인지 자원이 어느 정도 겹쳐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심상은 유사

한 형태의 지각과 관련된 뇌 시스템의 많은 부분을 활성화 시키며, 특히

심상의 내용이 정서적인 경우 지각되거나 기억된 실제 사건처럼 뇌 시스

템이 정서적 정보처리에 관여하게 된다. 세 번째로, 심상이 정서에 미치

는 영향은 자전적 기억과 관련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기억의 형태로 이

미지를 보고한다. 심상은 특히 자전적 기억에서 파생된 특별한 에피소드

를 회상하는 것과 관련되며, Conway(2001)는 이것을 ‘감각-지각 에피소

드 기억(sensory-perceptual episodic memory)’이라 불렀다. 즉, 심상은

과거의 기억 중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에피소드에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심상은 정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이유로

심리적인 장애를 유지시키기도 한다(Clark & Wells, 1995; Ehlers &

Clark, 2000). PTSD나 사회공포증과 같은 정서적 장애에서는 반복되는

심상이 보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Hackmann & Holmes, 2004;

Hirsch & Holmes, 2007), 혹은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기 위해 이미지

를 제거하고 언어적인 형태로 생각하는 것이 병리적 걱정(Borkovec,

Lyonfields, Wiser, & Deihl, 1993)이나 우울한 반추(Fresco, Fran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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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nin, Turk, & Heimberg, 2002)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는 이러한 심상의 정서적 영향을 활용하여 심상의 조작

을 통한 치료적 접근을 사용해왔다. 공포증을 치료하기 위해 ‘체계적 탈

감작’을 사용하거나, PTSD 및 사회공포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심상 재

각본’ 기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즉, 요약하면 심리치료에서 심상은 정서

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이 야기 되고, 다양한 장애가

유지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이러한 심상의 특성은 심리 치료에 강력하게

활용될 수 있다.

심상을 활용하는 것이 정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치료에 효과적이

라는 것은 정서적인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PTSD의 정보 처리 모델과 관

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정보 처리 모델은 외상적 기억의 상태 의존성

과 PTSD의 특징인 재경험 현상을 설명하며, 치료에서의 습관화 및 소

거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Chemtob, Roitblat, Hamada, Carlson &

Twentyman, 1988; Foa & Kozak, 1986, Lang, 1977, 1979, Rachman,

1980). 공포의 정서적 처리 이론에서 Rachman(1980)은 외상에 대한 부

적절한 정서적 처리로 인해 PTSD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그

러한 증상은 성공적인 정서 처리를 촉진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고 제안

하였다. Lang(1977, 1979)은 외상적 기억의 구조와 변형에 대하여 외상

과 관련된 기억이 자극과 반응 데이터 및 외상적 자극과 반응에 대한 주

관적 의미로 구성된 신경 네트워크에 부호화되어 있다는 ‘정서 처리 이

론’을 개발했다. Lang은 생생한 반응 심상이 두려움 기억에 접근하는데

중요하며, 기억 단위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관여가 있어야한다

고 주장하였다. Foa와 Kozak(1986)은 외상의 인지적 의미에 더 중점을

둔 Lang의 이론을 확장시켰고, ‘정서 처리’를 “정서의 기초가 되는 기억

구조의 변형”이라고 정의했다. 그들은 성공정인 정서 처리와 두려움 감

소를 위해서는 (1) 공포 기억이 활성화 되는 것과 (2) 공포 구조의 외상

적 요인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PE에서 심상의 홍수법을 통해 공포 자극에 직면하는 것은

공포 기억을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교정적인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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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위협적인 반응에 대한 생리적인 습관화는 지지

적인 치료적 장면에서 객관적인 위험이 없는 것과 결합되면서 양립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여 결국 공포 구조가 변화되고, PTSD 증상이 감소

될 수 있다.

한편, Arntz(2012)는 IR이 위에서 설명한 지속적 노출의 통한 소거와

는 다른 메커니즘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Arntz는 IR을 통하여 내담자

는 그 상황에서 원했던, 지속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충족되는 것

을 심상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외상 기억의 의미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

며, 이를 “무조건 자극(US; unconditioned stimulus) 재평가”로 설명하였

다. 노출 치료의 소거 효과를 통하여 사람들은 어떠한 맥락에서 조건자

극(CS; conditioned stimulus)이 더 이상 US를 예측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동일한 맥락에서는 US를 예측하지 않게 될 수 있지

만, 원래의 CS-US 연합은 여전히 기억 속에 저장되고, 다른 맥락의 상

황에서는 또다시 원래의 기억흔적(memory trace)이 트리거가 되어 CS

가 US에 대한 기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IR에서는 ‘US 재평가’가

일어나게 되는데, US로 대표되는 기억(외상)에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고,

만약 이 정보가 유용하다면 이것은 외상 기억 자체의 역기능적 의미를

감소시키게 된다. 즉 외상을 상기시키는 자극은 상황적인 맥락과 독립적

으로 변화된 외상 기억 표상(US)를 촉발시키게 되며, 만약 이러한 의미

의 변화가 성공적이라면 이 기억은 더 이상 외상이 일어날 것 같다는 불

안한 기대와 같은 역기능적 반응을 유발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메

커니즘을 이용한 치료의 효과는 소거와 다르게 맥락 의존적이 아니므로

특히 다양한 맥락의 외상경험이 있는 복합 외상 내담자의 경우 더 효과

적인 치료로 작용될 수 있다.

한편, Smucker와 Niederee(1995)는 Foa와 Kozak의 정서적 정보 처리

이론을 확장시켜 PTSD의 틀과 내담자의 핵심 도식의 일부로 개념화된

학대 피해자의 반복되는 외상적 인지에 대한 ‘스키마 중심 정보 처리 모

델(Schema-Focused Information Processing Model)’을 제안하였다. 이

들은 정서적 처리 모델의 “의미” 요소를 넘어서서, 무력감, 버려짐,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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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나쁨, 사랑받지 못하는 등의 학대 관련 스키마를 포함하였다. 심

상을 통한 노출이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

혀졌으나, Resick & Schnicke(1993)은 오귀인이나 다른 부적응적 신념에

대한 직접적인 교정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Smucker et

al.(1995)은 아동기 성적 학대의 피해자의 경우 외상 증상이 지각된 위험

과 생리적 반응 사이의 관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도움 받을 수 없거

나 무력하다는 느낌, 버려짐, 불신, 자기 혐오, 사랑받을 수 없음 등 스키

마에 기반한 외상 후 반응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많은 학

자들은 학대와 관련된 인지가 외상 후 증상의 주요 요인이며, 외상 후

생존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주요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noff-Bulman(1985, 1989)는 ‘산산 조각난 가정(shattering of

assumptions)’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외상이 내담자의 가장 근간이 되

는 가정들(자비로운 세계, 의미 있는 세계, 자기 가치, 상처 받지 않음

등), 즉 스키마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했다. Briere(1989, 1992)는 부정적

자기평가, 죄책감, 무력감, 무망감, 타인에 대한 불신의 인지적 효과를 언

급하였고,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외상 후 인지 및 스키마 변화에 대

하여 언급하였다(Finkelhor & Browne, 1985; Jehu, 1988; McCann &

Pearlman, 1990). 이러한 변화에 대해 Resick & Schnicke(1992, 1993)는

치료적 개입이 외상 기억 구조를 활성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외상과

관련한 귀인과 신념에 대한 교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언어를 활용한 인지 기법으로 외상기억이 활성화 된 상태에서 부

적응적인 신념과 의미에 직면하고 수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언어적으로 외상 기억을 처리하지 못했던 초기 아동기의 학대 외상 생존

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van der Kolk, 1987; Staton, 1990). PTSD

내담자의 경우 외상적 기억과 관련된 의미는 언어적 회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생생한 이미지와 감각으로 인코딩되므로(van der Kolk & van

der Hart, 1989), 언어적 표상이 아닌 심상을 통하여 고통스러운 경험과

관련된 부적응적 인지 도식을 교정하는 것이 복합 PTSD 내담자에게 더

적합하고 건강한 처리를 도울 수 있다. Sataon(1990)은 외상적 이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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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말로 많이 표현된다고 해도 교정적인 심상이 없다면 유지 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Beck, Freeman과 Associates(1990) 또한, “단순히 외

상적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왜 내담자가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지적 통찰은 줄 수 있지만, 그 이미지를 바꿀

수는 없다”고 언급하였다. 즉, IR은 이미지를 떠올린 상태에서 교정적인

이미지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이미지와 관련된

의미의 인지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요약하면, IR 기법은 심상을 통하여 정서를 활성화시킨 상태로 외상

기억을 처리하게 하며, 이는 외상 기억의 처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이다. 정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IR은 노출 치료와 다르게 무조건 자극

(외상 경험) 자체의 평가를 변화시키게 되며, 나아가 교정적인 이미지를

구성함으로써 외상 기억과 관련된 인지 도식을 수정할 수 있게 한다. 이

런 치료적 메커니즘을 통하여 외상 생존자의 생리적 각성이 감소하고,

외상 기억과 관련된 PTSD 증상이 감소되며, 외상과 관련된 병리적 스

키마와 사건의 의미를 인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IR 치료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 기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점차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IR은 외상 치료 연구에서 가장 많이 수행되

었으나, PTSD의 치료 이외에도 사회공포증(Wild, Hackmann, & Clark,

2007; Wild, Hackmann, & Clark, 2008), 단순 공포증(Hunt et al., 2006;

Hunt and Fenton , 2007), 강박장애(Page, Veale, & Salkovskis, 2010),

우울(Wheatley et al., 2007; Brewin et al., 2009), 섭식장애(Ohanian,

2002; Cooper, Todd, & Turner, 2007), 악몽(Davis & Wright, 2007;

Krakow, Hollifield et al., 2001; Krakow et al., 2000), 성격장애

(Weertman and Arntz, 2007) 등 다양한 장애의 치료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 생존자의 치료에 적용된 연구를 중

심으로 지금까지 심상 재각본 기법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어 왔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Smucker와 Niederee(1995)는 근친상간 경험이 있는 내담자의 PT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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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위한 IR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하였고, 기법을 적용한 사례를 제

시하였으나 치료의 효과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Grunert et

al.(2003)는 산업 재해로 인한 PTSD의 심상 재각본 치료의 사례연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14회기 이상의 지속적 노출(PE) 치료에 효과가 나

타나지 않은 2명의 내담자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두 내담자 모두 죄책감,

분노, 절망, 무력감 등을 호소하였다. 2명의 내담자는 노출 치료 과정에

서 증상이 악화된다는 호소를 하였고, 1회의 심상 재각본 치료를 추가로

실시하고 치료를 녹음한 테이프를 활용한 과제를 여러 차례 수행한 이후

더 이상 PTSD 증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이는 IR 치료가 외상의

치료, 특히 두려움 이외의 정서를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매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 설계가 통제되지 않았으며, 참여자의

수 및 선택 편향으로 인해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후

Grunert et al.(2007)은 PE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23명의 산업재

해 PTSD 내담자에게 추가적으로 1-3회기의 심상 재각본 치료를 실시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3명의 내담자 중 18명이 PTSD 증상에서 회복

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자들은 비-두려

움(non- FEAR) 정서(분노, 죄책감, 수치심 등)를 호소하였으며, 저자들

은 두려움의 경우에는 노출 치료가 최적의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외상과

관련한 비-두려움 정서가 지배적일 경우에는 장기적인 심상 노출이 그

다지 효과적이지 않으며, IR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단

순 PTSD에 비하여 분노, 죄책감, 수치심 등 다양한 정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복합 PTSD의 경우 단순 PTSD의 치료에 비하여 IR을 활용한

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IR 치료가 복합

PTSD에서 나타나는 두려움 및 비-두려움 정서의 개선에 있어서 다른

치료 기법에 비해 더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Grunert et al.(2003, 2007)의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수

가 적고 PE 치료에 효과가 없는 내담자를 선정한 측면으로 인해 일반화

하기가 어려우며, 연구 설계에서 비교 집단이 없다는 한계를 보인다.

Arntz et al.(2007)는 71명의 PTSD 내담자를 대상으로 PE 치료 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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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IR 치료 집단, 대기 집단의 세 집단에 무선 배정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실시하였다. PE의 절차는 9회기로 실시되었고, PE와 IR이 결합

된 집단은 3회기의 PE와 6회기의 IR 개입이 실시되었으며, 치료가 종결

된 후 두 집단 모두 대기자 집단에 비해 PTSD 증상이 크게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은 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PE 집단에 비하여 PE+IR 집단은 분노 조절, 분

노의 외부화, 적대감, 죄책감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조기 종결이 적게 발

생한다는(51% vs 25%) 결과가 나타났다. 즉, 심상 재각본 기법의 활용

은 PTSD의 전반적인 증상 감소와 비-두려움 정서에 대한 치료적 효과

를 나타내고 내담자들이 치료에 더 잘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시사한

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심상 재각본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여 다양한 외상 경험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발전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연구의 방식도 다각화되고 있다. 최근에

는 IR의 치료적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내담자의 외상 기억을 분석하

기도 하고, 처치를 핵심적인 요소로 간략화하여 실험을 실시하는 방식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IR 치료가 강력한 치료 기법이라는 증거의 연

구들이 축적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치료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야 시작되었다(Arntz, 2012). Kindt et al.(2007)는 PTSD를 위한 CBT에

서 외상이 처리되는 과정을 밝혀내기 위해 25명의 만성 PTSD 내담자

(대부분 신체적 혹은 성폭력 생존자)를 대상으로 심상 노출과 재각본을

결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치료 과정 초기의 지각적 처리와 이후

개념적 처리의 증가가 치료 결과를 예측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10회기의

IR 치료를 실시하였고, 치료 전, 후, 1개월 후의 외상 내러티브(10분-45

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치료 이후 개념적 처리와 치료 중 지각적

처리의 증가가 치료 결과를 예측하였으며, 지각적 처리의 증가가 개념적

처리의 증가를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Hagenaars

& Arntz(2012)는 심상 재각본의 치료적 메커니즘과 침투적 기억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통제된 실험 설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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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83명의 대학생에게 10분짜리 혐오적 영상을 보여주고, 심상 재각

본(IR), 심상 재경험(IRE), 긍정적 심상(PI)의 세 집단에 무선할당하여 집

단별로 9분의 처치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IR 집단은 IRE, PI 집단에

비해 침투적 기억이 적었고, IRE 집단에 비해 부정적 인식이 적었고, IR

과 PI 집단은 IRE 집단보다 개입 중에 어려움을 덜 겪었다. 이러한 결과

는 심상 재각본이 조기에 외상 기억의 공고화에 영향을 미쳐 PTSD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rntz, Sofi, and van Breukelen(2013)은 전쟁 관련 PTSD 내담자 10

명을 대상으로 IR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 기초선 설계를

통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Arntz 등(2007)의 연구와 같은 무작위 대

조군 설계는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최적의 설계일 수 있지만 연

구의 실용성, 외적 타당도, 비용면에서 한계가 있는데, 중다 기초선 설계

는 변화가 발생했는지, 변화가 시간 때문이 아니라 개입의 결과인지, 변

화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Hawkins, Sanson

-Fisher, Shakeshaft, D’Este & Green, 2007; Onghena, 2005). 연구의

결과, 10회기의 심상 재각본 치료는 PTSD와 우울증에 큰 효과가 있었

으며, 향정신성 약물 사용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Watson et al.(2016)는 최근 또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외상 기억에 대해 복수, 회피, 용서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IR을 통한 처치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심상 노출을 위한 음성녹

음(4.75분)과 복수, 회피, 용서의 결말로 심상을 재구성하도록 지시하는

음성녹음(6.5분)을 활용하여 처치를 실시하였고, 용서 집단과 회피집단의

정서 및 인지 평가에서 복수 집단에 비해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요약하면, 1990년대부터 IR 치료의 프로토콜, 표준 치료 등이 개발되

고 연구되어 왔으며, 외상 이외의 다수의 심리적 증상에 대한 심상 재각

본의 치료적 효과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 왔다. 심상 재각본 기법의 치

료적 효과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최근에는 치료의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실용적인 연구 설계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경험적 결과들은 IR이 외상에 매우 강력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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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는 것을 시사하며, 추후 어떠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먼저, 심상 재각본 기법이 다른 치료 기법과 결합하여, 혹은

단독으로 실시될 때 다른 기법과의 비교 연구가 부족하며, 외상의 특성

이나 관련 정서에 따라 기법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복합 PTSD 내담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리로 인하

여 심상적 노출이나 심상 재각본 기법의 적용을 어려워 할 수 있고 이러

한 특성이 상담자에게 치료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위의 선행

연구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Ehlers와 Clark은 PTSD를 위한 인지치료

(CT)에서 IR을 12회기 중 평균 3회기로 통합하여 실시하였고(Ehlers,

Clark, Hackmann, McManus, & Fennell, 2005), 이들의 치료 패키지는

강력한 효과를 나타냈다. 이들의 방식이 기존의 IR 개입과 다른 점은 심

상화를 실시하기 전에 재각본을 미리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상당

히 지시적인 역할을 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심상을 재구성하는

접근 방식에 따라 내담자가 자신의 외상에서 충족되지 않았던 욕구를 토

대로 스스로 재각본을 시도하기도 하고, 상담자가 각본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내담자의 증상 수준이나 외상 경험의 특성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치료 대상의 특성

에 따라 어떠한 방식의 IR 개입이 적합할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

하다.

IR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는 매우 적게 수행되었다. 6편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 중 5편은 사회 불안의 치료를 위한 연구였고 1편이 외

상 관련 연구였다. 사회 불안 연구 중 1편은 내담자 1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사례 연구(윤혜영, 권정혜, 2010) 였으며, 다른 4편은 무작위 통제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IR 집단과 대기통제집단(박성혁, 최윤영, 권정

혜, 2017), IR 단독 집단과 인지 재구성 결합 집단(김형백, 조현주, 2018;

오송인, 김은정, 2018), IR 집단과 비디오 피드백 집단(안정광, 권정혜;

2019)을 비교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IR의 치료적 효과가 나타났다.

외상의 치료에서 IR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로는 최윤경(2014)의 연구에서

양측성 안구운동(EMDR), 심상노출, 심상 재각본 및 복식호흡의 네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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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하였다. 대학생 157명을 대상으로 유사 외상 영상(교통사고)을

활용하여 실험 조작을 실시하였고, 1회의 IR 지시를 실시하고 참여자에

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EMDR, IR 집단에서 주관적 불편

감, 심박수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심상노출 집단은 침습적 기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IR 치료 및 복합 PTSD의 치료에서의 IR 기법

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복합 PTSD의 특성을 고려하

여 내담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

다고 보인다.

5. 자기 위로와 타인화

자기 위로 능력은 불안이나 긴장과 같은 불유쾌한 정서를 일으키는 상

황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내적 자원을 사용하여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Moser, 1991). 정서적인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나

상태에서 감정적, 심리적으로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스

스로 자신의 감정을 달래는 방법을 알아서 수행하거나, 타인의 위로를

잘 수용하는 태도가 이에 포함된다. Glassman(1989)은 자기위로가 자기

스스로 감정을 달래는 방법과 타인이 위로해주는 것 모두를 수용하는 다

양한 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위로의 수용능력(soothing

receptivity)’이라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Glassman(1989)은 자

기위로능력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신체적으로 위로하기

(physical soothing)는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을 때 스스로, 또는 타인

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통해 위로 받을 수 있는지를 의미하고, 둘째 회

복력(resilience)은 기분 나쁜 일로부터 얼마나 쉽게 정상상태로 회복하는

지, 셋째 자기노출(disclosure)은 기분 나쁜 일에 대해 타인에게 드러내

고 이야기함으로써 위로 받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고, 넷째 스스로

위로하기(self-soothing)는 기분이 나쁠 때 사회적 관계 속에서가 아닌,

스스로 자신을 달래고 위로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위로를 잘 하는 사

람은 스스로 위로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위로에도 잘 반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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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상황에서 술이나 폭식 등의 일차원적인 위로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처 전략을 가지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반면 자기위로가 어려운 사람은 제한되고 경직된 대처전략

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위로를 잘 한다고 해도, 타인의 위로에 잘 반응

하지 못하며, 불쾌한 감정에서 더디게 회복되고, 고통스러운 생각을 반추

하는 경향이 있다(Glassman, 1989).

이러한 자기 위로의 능력은 부모가 아동에게 공감적인 반응을 하고,

이러한 공감적인 양육을 유아가 내면화(internalization)하는 과정에서 길

러질 수 있다(Kohut, 1971). 부모의 공감적 양육은 건강한 자존감과 충

분한 자기 위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토대가 되는데, 공감적인 양육에

실패하게 되면 유아는 공감 능력을 내면화 시키지 못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신뢰감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자기를 위로

하기 어렵게 된다(Grotstein, 1988; Hamilton, 1988). 복합외상의 생존자,

특히 가정 폭력이나 아동기 학대의 경험자는 공감적 양육을 받기 어려웠

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건강한 표상을 형성하거나 자기 위로 능력을 갖

추지 못할 수 있다.

자기 위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960면대 이후 대상관계 이론

이 발달하면서 자기애적 성격장애, 섭식장애 등과 같은 성격장애 전반에

걸쳐 자기 위로 능력이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섭식

장애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면화된 자기 위로 능력이 부족하여 음

식에 의존하여 위로를 받게 되며(Beth, 1993; Smolak & Levine, 1993;

Strober & Humphrey, 1987), 성격 장애의 경우 부모의 공감적 양육이

결핍되어 자기 위로 능력이 부족하게 된다(Richman, 1986). 자기 위로

능력은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어나는 우울, 불안, 외로움, 분노행

동 등을 조절해줄 수 있으며(김경아, 2008; 권영, 2014; 조아라, 2014), 자

기 위로 능력이 낮으면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을 수 있다(전희정, 1999).

복합 PTSD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를 위로하여 정서를 조절

하기 어렵고, 섭식장애 및 물질 의존이 증상으로 나타나며 여러 부정적

인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특성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선행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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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PTSD 내담자들이 자기 위로 능력이 부족하며, 이를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기에게 연민감을 느끼며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심리적 안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적 과정이나

개입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Barnard & Curry, 2011; Shahar

et al., 2012). 지금까지 알려진 기법으로는 자비 마음 훈련

(Compassionate mind training), 자기 연민 심상화(self-compassionate

imagery),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조절, 게슈탈트 내면 대화와 정서 초

점 치료(EFT)에서 활용하는 두 의자 작업의 자기 위로 형태가 있다

(Sutherland, Peräkylä, & Elliott, 2014). 최근에 EFT에서는 “연민어린

자기 위로(compassionate self soothing)”를 위한 실연 기법으로 게슈탈

트 외부 대화인 두 의자 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소개하였다(Elliott, 2012;

Goldman & Fox, 2010; Goldman & Greenberg, 2010, 2013). 이 기법에

서의 자기 위로 작업은 자기 비난에 대한 해결책이지만 자기 비난 과정

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난이나 미해결된 경험으로 인한 감정

적 고통을 통합함으로써, 내담자가 대안적인 내면의 자기 지지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위로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무가치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기에서 가치 있고 사랑받을만한 자기로

자기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다. Elliott(2013)은 자기 위로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자기-타인 조합을 설명하였다. 이는 상담자가

제안하고 내담자와 합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합은 (1) 내면의 아이(“스

스로를 작고/상처받고/외롭고/두려워하는 어린아이라고 상상하고 이야기

해보십시오.”), (2) 다른 아이(“두렵고/외롭고/상처받은 다른 아이를 상상

하고 이야기해보십시오.”), (3) 친한 친구(“당신과 유사한 경험을 하고 같

은 감정을 느끼는 친구를 떠올려보십시오.”), (4) 이상적인 양육자(“당신

의 부모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로 구성된

다. 내담자에게 적절한 조합이 선택되면, 상담자는 두 의자 기법을 활용

하여 내담자에게 조합된 타인이 반대편에 앉아 있다고 떠올리고 위로를

해보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난 후 의자를 바꾸어 앉아 자기에게 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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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도록 지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 PTSD 위

험군의 자기 위로를 향상시키기 위해 Elliott의 자기-타인 조합을 활용한

두 의자 기법을 적용하고자 하였고, 심상화의 과정상 어린 자아를 떠올

리는 자기 양육 심상화와 연결시켜 심상화할 수 있도록 다른 아이를 떠

올리는 타인 양육 심상화 과정을 추가하여 실시해보고 그 효과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이렇게 어린 자아를 타인화(Othering)하여 타인 양육 심상화를 실시하

는 것은 EFT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내면의 자기 지

지적 자원에 접근하도록 돕고 그것이 자기를 위로하는 것에도 연결될 수

있다. 복합 PSTD 내담자는 자기 스스로를 지지하는 것에 접근하기 어

려울 수 있는데, 이는 양육 과정에서 자기 위로 능력을 습득하기 어렵고,

자기에 대해 혐오나 비난의 정서를 가지기 때문이다. 자기에 대한 혐오

정서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를 위로하는 상황 자체를 회피하게 될 수

있다. 타인화는 부정적인 자기에 대한 정서에서 거리를 두게 하여 자기

혐오를 덜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에 압도되지 않고 대안적인 방식을 적용

할 수 있게 한다. 정서 조절 전략 중 ‘거리두기(distancing)’는 ‘재해석

(reinterpretation)’과 함께 ‘재평가(reappraisal)’의 주요 전략이다(Ochsner,

Silvers & Buhle, 2012). 거리두기는 자극의 심리적 거리와 정서적 강도

를 변화시켜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도록 개입하는 정서 조절 전략이다

(Powers & LaBar, 2018). 여기서의 심리적 거리란 해석 수준 이론

(construal-level therory; 이하 CLT)에서 제시되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심리적 거리에 따라 어떤 사건, 사물 등을 다르게 해석해서 판단하고 행

동하게 된다는 것이다(Trope & Liberman, 2010). CLT에서는 심리적 거

리가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확률적의 네 가지로 제시되지만, 정서 조절

연구에서의 심리적 거리는 시간적, 공간적, 객관적, 확률적의 네 가지로

연구되어 왔다(Powers & LaBar, 2018). 선행 연구에서 객관적 심리적

거리를 증가시키는 것이 부정적 감정 반응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확인되어 왔으며(Gross, 1998; Ochsner et al, 2004), 이를 통해

개인이 압도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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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Metcalfe와 Mischel(1999)의 ‘자기조절의 뜨겁고/차가운 체계 모형

(hot/cool systems model)’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뜨거운 표상은 주로

자극 제어 하에 있는 반사적 처리를 이끌어내어 자동적인 접근 및 회피

행동을 유도하지만, 차가운 표상은 인지 주도적으로 반사적인 처리를 가

능하게하며, 이는 뜨거운 표상으로 활성화되는 자동 반응을 억제하는 데

유용하다. 자기 양육 심상화에 앞서 어린 자아를 타인으로 대체해서 심

상화하는 것이 객관적 심리적 거리를 증가시켜 차가운 표상을 활용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 어린 자기가 아닌 타인으로 심상화를 하면 자기

혐오 정서를 덜 느끼게 되어 누군가를 위로하는 상황을 피하지 않고 내

면의 지지적인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복합 PTSD 내담자들

이 자기를 돌보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반대로 타인을

위로하고 돌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

이 유용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외상을 입히는 가족 환경에 노출된 아동

이나 청소년들이 타인을 보살피거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타인을 보살피는 것은 학대적인 가족 안에서 자신을 보

호하며 주변의 상황을 관리할 수 있으며 동시에 타인의 인정을 받게 하

기 때문이다(Courtois & Ford, 2012). 이는 복합 PTSD의 다른 증상과도

연결되는데, 타인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은 개인적 요구를

희생시키고, 배제하는 해리와 연결시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복합 PTSD 내담자의 경우 자기 위로와 양육에 비해 타인을

위로하고 돌보는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보다 타인의 요구

에 맞추는 전략이 부적응적으로 기능할 때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는 자

기 위로 능력의 개선을 위한 절차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기 양육 심상화만 실시하는 경우에 비해 정서적 활성화가 방해될 수

있고, 이는 정서적 정보 처리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시적

심상화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해야한다. 또한 작업

기억 용량이 정서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Schmeichel, Volokhov &

Demaree, 2008)을 고려했을 때, 심상화 단계가 늘어나면 처리해야할 인

지적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정서조절 효과를 감소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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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 위로가 어려운

복합 PTSD 위험군에 있어 타인화 과정을 추가하는 것이 자기 양육 심

상화만 실시하는 것에 비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타인 양육 심상화를 추가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기 양

육을 용이하도록 돕고, 효과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자기 위로와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위해 적절한 개입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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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만 19세 이상의 일반 성인 중에서 복합

PTSD 위험군으로 선별한 대상자에 한정하여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였

다. 복합 PTSD 위험군으로 선별하기 위해서 사전 스크리닝 설문을 실

시하였는데 참여자 모집 전에 ‘G*Pow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목표 참

여자 수를 계산하였다. 먼저 본 실험에 참여하게 될 목표 참여자 수를

계산하였는데, 본 연구가 치료적 중재를 제공하고 세 집단의 차이를 비

교하는 연구이므로, 요인들을 test family= F tests, statistical test:

ANOVA: Fixed effects, omnibus, one-way, Type of power analysis:

A priori 로 설정하고 parameter는 Effect size f: 0.4(큰 효과 크기), α 

err porb: 0.05, Power(1-βerr prob): 0.95, Number of groups: 3으로 설

정하였다. 계산 결과 도출된 전체 표본 수는 102명으로, 중도 탈락을 고

려하여 각 집단별 35명을 대상으로 총 105명에게 실험을 실시하고자 목

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사전 스크리닝 설문 참여자 수는 복합

PTSD 유병율이 31%～39%에 이른다는 선행 연구(Resnick et al., 1993)

를 참고하였으며, 복합 PTSD 위험군 중 본 실험 참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스크리닝 설문은 400명에게 실시하

고자 목표를 설정하였다.

먼저, 사전 스크리닝 설문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서울 소재의 대학

포털 사이트 및 사설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 모집 공고문(부록 1)을 게

시하였고, 온라인 링크를 통하여 사전 스크리닝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에는 연구 주제를 ‘외상 기억 회상 및

상상의 구체화 수준에 따른 정서 변화’라고 눈가림하여 제시하였고 사전

스크리닝 절차와 본 실험 절차 및 연구 참여 보상 등을 안내하였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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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링크에 개별적으로 접속하여 온라인

상에서 연구 참여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부록 2)를 확인하고 사전 스크

리닝 설문(부록 3)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사전 스크리닝 설문은 인구 통

계학적 정보, 상담 및 심리치료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문 항목은 외상 체크리스트(17항목),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

(TAQ) 41문항,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SIDES-SR) 45문항으

로 총 10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 스크리닝 설문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2,000원 상당의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하였

다. 사전 스크리닝 설문에서는 총 415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그 중

중복 참여한 39명의 데이터를 제외한 376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실

험 참여자를 선별하였다.

본 실험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 스크리닝 데이터를 분석하여

복합 PTSD 위험군 여부를 판별하였다.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척

도(SIDES-SR)의 하위 진단 체계 6개 중 3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복

합 PTSD 위험군으로 선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전 스크리닝 설문

에 참여한 총 376명 중 35.1%에 해당하는 132명이 복합 PTSD 위험군에

해당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Resnick et al., 1993; van Dijke et

al., 2012; Palic & Elklit, 2014) 복합 PTSD 유병율이 31%에서 39%에

이른다는 것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중 개인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4명) 연구자와 이중관계인 연구 참여자(1명)를 제한 127명에게 본 실험

연구 안내를 발송하였다.

복합 PTSD 위험군으로 선별된 연구 참여자들은 무작위로 3개의 집단

(IR 집단, IRO 집단, 통제 집단)에 배정하였으며, 각 집단별로 본 실험

참여자로 선정되었다는 안내 문자와 함께 집단별로 해당하는 절차를 실

시할 수 있는 본 실험 참여 링크를 함께 전송하였다. 본 실험은 온라인

링크에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실시하였고, 실험 진행은 1회 30분 내외로

실시되며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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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별로 41～44명에게(IR 집단 44명, IRO 집단 42명, 통제 집단 41명)

연구 참여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총 127명에게 본 실험 연구 참여 안내

를 하였으며, 그 중 총 98명이(IR 집단 30명, IRO 집단 34명, 통제 집단

34명) 본 실험에 참여하였다. 본 실험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에게는

1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답례로 발송하고 실험에 대한 디

브리핑 안내 링크를 전송하였다. 연구 데이터 수집이 종료된 후, 데이터

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본 실험 응답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실험 지시와

전체
(N=376)

IR
(n=28)

IRO
(n=31)

통제
(n=29)

성별

남 122(32.4%) 8(28.6%) 11(35.5%) 10(34.5%)

여 254(67.6%) 20(71.4%) 20(64.5%) 19(65.5%)

나이
26.72

(SD=5.47)
26.82

(SD=5.62)
27.32

(SD=6.17)
26.00

(SD=4.96)

교육수준

고교 졸업 175(46.5%) 14(50.0%) 15(48.4%) 16(55.2%)

대학 졸업 123(32.7%) 9(32.1%) 10(32.3%) 8(27.6%)

석사수료/졸업 63(16.8%) 4(14.3%) 3(9.7%) 4(13.8%)

박사수료/졸업 15(4%) 1(3.6%) 3(9.7%) 1(3.4%)

결혼여부

미혼 315(83.8%) 25(89.3%) 25(80.6%) 25(86.2%)

기혼 61(16.2%) 3(10.7%) 6(19.4%) 4(13.8%)

상담경험회기 4.52
(SD=10.08)

8.54
(SD=13.87)

7.84
(SD=13.07)

5.62
(SD=12.29)

약물치료경험(有) 45(12%) 7(25.0%) 2(6.2%) 6(20.7%)

현재 치료여부(有) 20(5.3%) 2(7.1%) 2(6.5%) 4(13.8%)

표 3

연구 참여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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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응답을 한 10명의 데이터는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88명(IR 집

단 28명, IRO 집단 31명, 통제 집단 29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외상 기억의 처리에 대한 1회의 개입이

지속적인 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후 추수 측정을 실시하였

다. 본 실험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수 측정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실험 참여 1주일 후에 발송하였다. 추수 측정은 본 실험 당시 떠

올렸던 외상 기억을 다시 떠올리도록 지시한 후 그 기억에 대한 정서 및

인지를 측정하는 절차로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추수 측정 안내는 본 실

험에 참여한 대상자 전체에게 발송하였으며, 그 중 62명(IR 집단 21명,

IRO 집단 22명, 통제 집단 20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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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도구

1. 사전 스크리닝 측정도구

1) 외상 체크 리스트

연구 참여자의 외상 경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진이(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외상 체크 리스트 16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세부적인 항목은 표 4

와 같다. 외상 체크 리스트는 Foa, Cashman, Jaycox, and Perry(1997)가

개발하고 안현의(2005)가 번안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진단 척도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49문항 중에서 외상적 사건의 유형을

사건 유형 사건

전쟁 전쟁에 참가, 전쟁터에서 생활

자연재해 홍수, 지진, 태풍, 해일, 산사태 등

사건 및
사고

화재/폭발 사고, 건물/다리 붕괴, 교통사고(자동차/열차/선박/비
행기/오토바이 사고 등)

질병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질환이나 질병

신체적
폭력

가정 내 부모 또는 형제자매에 의한 심각한 신체적 폭행

학창시절 또래에 의한 심각한 신체적 폭행

배우자에 의한 심각한 신체적 폭행

모르는 사람에 의한 범죄(강도, 납치, 흉기 위협 등)으로 인한
신체적 폭행

성적 폭력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행(강간, 강간 시도 등)

가족에 의한 성폭행(강간, 강간 시도 등)

친척이나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행(강간, 강간 시도 등)

18세 이전에 5살 이상 많은 사람과 성적인 접촉(성기 접촉, 가
슴 접촉 등)

정서적
폭력

부모에 의한 심한 욕설, 협박, 무시, 무관심

가정 내 부모 혹은 형제자매간의 반복적인 심각한 싸움 목격

학창시절 또래에 의한 심각한 괴롭힘, 집단따돌림, 협박

배우자의 심한 욕설, 협박, 무시, 무관심

표 4

외상 체크리스트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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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도록 한 12문항을 기초로 하였으며, 장진이(2010)의 연구에서 대

인간 외상을 좀 더 세분화하여 추가한 체크리스트이다. 외상 유형은 전

쟁, 자연재해, 사건 및 사고, 질병,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장진이(2010)의 연구에서는 사건의 유형, 사건의

종류에 따라 경험 당시의 나이, 경험한 횟수, 경험한 기간을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복합 PTSD로 진단되는 연구 참여자가 어떠한

유형의 외상을 경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상 유형별 경험 여부

만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2)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

복합외상 경험과 밀접한 아동·청소년기의 외상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van der Kolk(1996)가 개발하고 고나래(2008)가 번안 및 수정한 ‘외상 경

험 척도(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2))’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생애 사건에 대한 정보를 10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수집하도록 구

성되어 있으며 하위 영역은 ‘유능감’, ‘안전감’, ‘방임’,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과의 분리경험’,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가정 폭력

목격’, ‘다른 외상 경험(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술과 약물남용의 노출’

로 구성되었다. ‘유능감’과 ‘안전감’ 영역은 외상 경험에서 적응적 기능과

보호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8가지 영역은 외상적 사건의 여러 영역에

대해 얼마나 노출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빈번하

고 심각한 외상 경험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측정한다. 고나래(2008)가

번안한 척도는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17년

개정되고 41문항으로 구성된 외상 경험 척도를 트라우마 센터(http://

www.traumacenter.org/products/instruments.php)에서 다운로드하여 사

용하였다. 외상 경험 척도에서 40문항은 10가지 하위 영역에 대해 측정

하며, 마지막 1문항은 척도에 응답을 하며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를

2) 외상 경험 척도(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의 약자가 본 실험에 사용된 외상 정서 평가

척도(Trauma Appraisal Questionnaire)의 약자와 중복되는데, 외상 정서 평가 척도가 본 연구에서

더 주요하게 기술되므로, 외상 경험 척도는 TAQ라는 약자를 사용하여 기술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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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는 만 18세 이전에 부모나 가

족 구성원 혹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경험한 외상 경험에 대하여 보고하

도록 되어 있으며, 외상 빈도와 강도를 묻기 위해 0에서 3점(0=전혀 그

렇지 않았다, 1=약간 그랬다, 2=다소 그랬다, 3=자주 그랬다)까지 4점 척

도로 평정하게 된다. 원척도에서는 0-6세, 7-12세, 13-18세, 성인기로 나

누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이전의 전반적인

외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18세 이전의 시기 전체에 대해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능감 2문항과 안전감 3문항, 마지막 1문항

을 제한 8가지 외상 경험에 대한 영역 35문항의 점수를 활용하여 외상

경험을 평가하였으며, 점수는 0점에서 105점 사이로 분포하게 된다. 점수

가 높을수록 외상 경험에 대한 노출이 많은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 신뢰도는 .917이며, 하위 영역별 문항 구성과 내적 신뢰도를 검증

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3)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Alpha

유능감 2 3, 4 .687

안전감 3 1, 5, 8 .509

방임 5 2*, 6, 7, 21, 27 .675

분리경험 4 10, 11, 12, 14 .549

정서적 학대 5 9, 16, 17, 18, 19 .810

신체적 학대 3 28, 29, 30 .611

성적 학대 4 35, 36, 37, 38 .763

가정 폭력목격 6 20, 22, 23, 24, 31, 34 .728

기타 외상 6 13, 15, 32, 33, 39, 40 .653

술과 약물 남용 노출 2 25, 26 .387
* 역채점 문항: 2

표 5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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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스크리닝 설문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 중 복합 PTSD 위험군에

해당하는 참여자를 본 실험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복합 PTSD를 진단하

는데 활용되는 ‘극단적 스트레스 장애를 위한 자기보고식 척도

(Self-reported Inventory for Disorders of Extreme Stress; 이하

SIDES-SR)’를 사용하였다. SIDES-SR은 복합 PTSD를 진단하기 위해

Pelcovitz, van der Kolk, Roth, Mandel, Kaplan과 Resick이 개발한 “극

단적 스트레스 장애를 위한 구조화된 면접(Structured Interview for

Disorders of Extreme Stress; SIDES)을 Luxenberg, Spinazzola와 van

der Kolk(2001)가 자기보고식 척도(Self-reported Inventory for

Disorders of Extreme Stress; SIDES-SR)로 개발한 것으로, 두 척도는

같은 내용의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신뢰도와 타

당도를 갖춘 것이 확인되었다(Spinazzola, 2019). 본 연구에서는 임상 연

구에 적합한 SIDES-SR을 정지선(2008)이 번안하고 박나영(2010)이 수

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IDES-SR은 복합 PTSD의 6가지 하위 영역

인 정서적 각성 조절 기능의 변화, 주의력과 의식 기능의 변화, 자기 인

식의 변화, 타인과의 관계 변화, 신체화 증상, 의미 체계의 변화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각의 문항은 최근 한 달 내의 복합 PTSD의 증상을 평가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나영(2010)의 연구에서는 1～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게

0～3점(0=전혀 아니다, 1=대체로 아니다, 2=대체로 그렇다, 3=매우 그렇

다)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사전 스크리닝 설문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복합 PTSD 위험군 선

별은 트라우마 센터(http://www.traumacenter.org/products/instruments.

php)에서 제시하는 진단 방식을 토대로 계산하여 선별하였다. 트라우마

센터에서 제시한 진단 방식은 각 하위 영역별로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에, 총 6개의 진단 준거 중 3개 이상에 해당되면 복합 PTSD

로 진단하도록 제시한다. 복합 PTSD의 진단 여부 외에도 이 척도의 점

수를 통해 복합 PTSD의 심각도를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45문항의 점

수 합계를 활용하며, 점수는 0점에서 135점 사이로 분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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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S-SR의 신뢰도 계수는 .93으로, 5개의 하위영역은 .74～.82로 나타

났으며, 신체화에서는 .68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Luxenberg et al., 2001).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가 .966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 문항 구성과 내적 합치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

다.

2. 본 실험 측정도구

1)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본 실험에서 연구 참여자의 기저, 사전, 사후 및 추수 시기의 긍정정

서와 부정정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Positive Afect and negative Afect Schedule; 이하 PANAS)’를 사용하

였다. PANAS 척도는 Watson, Clark와 Telegen(1988)이 정서를 짧고 측

정하기 쉽도록 개발한 것으로,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 각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척도이다. 정서는 형용사로 주어지며, 느

껴지는 기분의 정도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정적 정서가 높으면 에너지와 집중력이 높고 즐겁

고 열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정적 정서가 낮으면 무기력하거나 슬픈

상태를 의미한다. 부적정서가 높으면 불쾌한 정서와 주관적인 심리적 고

통을 의미하며, 부적 정서가 낮으면 평온하고 차분한 상태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타당화하였으며, 이선화,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Alpha

정서적 각성 조절 기능의 변화 19 1～19 .928

주의력과 의식 기능의 변화 5 20～24 .764

자기 인식의 변화 6 25～30 .850

타인과의 관계 변화 5 31～35 .836

신체화 증상 5 36～40 .796

의미 체계의 변화 5 41～45 .795

표 6

SIDES-SR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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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유성은(2012)이 원어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척도의 일

부를 수정하였다. 이현희 등(2003)의 척도에서는 원척도에서 정적 정서

로 분류 되었던 ‘alert(기민한)’ 문항을 부적 정서로 분류하였는데, 이선화

등(2012)에서는 ‘alert’를 ‘정신을 바짝 차린’으로 번안하고 긍정 정서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도 ‘부끄러움’(ashamed)을 ‘수치스러운’으로, ‘흥미진

진한’(interested)을 ‘흥미를 느끼는’으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선

화 등(2012)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ANAS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Watson 등(1988)의 연구에서 정적 정서가 .88, 부적

정서가 .85이었으며, 이현희 등(2003)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에서는 정적

정서가 .84, 부적 정서가 .87, 이선화 등(2012)의 연구에서는 정적 정서가

.89, 부적 정서가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정

적 정서는 .892, 부적 정서는 .911로 나타났다.

2) 외상 정서

본 실험에서 외상 기억을 떠올린 후와 지시적 심상화 개입 후의 외상

관련 정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DePrince, Zurbriggen, Chu, and Smart

(2010)가 개발한 ‘외상 정서 평가 척도(Trauma Appraisal Questionnaire,

이하 TAQ)’를 사용하였다. TAQ는 외상 경험자들이 외상을 경험할 당시

와 직후의 정서에 대해 현재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

진 척도로, 자신의 경험을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으로 평가하는 문항들

로 구성되어 있다. TAQ는 총 54문항으로 배신감(‘내가 가장 신뢰한 사

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았다.’ 등 7문항), 자기비난(‘그 일이 일어난 데는

내게 책임이 있었다.’ 등 10문항), 공포(‘나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등 11

문항), 소외감(‘나는 혼자인 것만 같았다.’ 등 10문항), 분노(‘나는 폭력적

인 충동을 느꼈다.’ 등 9문항), 수치심(‘나는 수치심을 느꼈다.’ 등 7문항)

의 여섯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

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식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국내

에서는 장미수(2011)가 번안하고 타당화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혜

선, 민지원, 김아영, 안현의(2015)가 다소 표현이 어색한 문항을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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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DePrince, 2010)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회고적 보고 시 .88～.94, 현재의 반응 보

고 시 .84～.93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번안한 척도(주혜선

외, 2015)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 척도에서 .97이 었으며, 하위요인별로

‘배신감’, ‘자기비난’, ‘분노’ .91, ‘공포’ .87, ‘소외감’ .89, ‘수치심’ .90 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요인 상호상

관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399.57, df=120, CFI= .924). 본 연

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가 .946였으며, 하위 영역별 문항 구성

과 내적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3) 인지적 평가

본 실험에서는 외상 기억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집단별 심상화 개입

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cock과 Wong(1990)이 개발

한 스트레스 평가 척도(the Stress Appraisal Measure; 이하 SAM)를 사

용하였다. SAM은 Lazarus의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개념을 바탕으로 이

상황이 자신의 안녕(well-being)에 중요한가를 평가하는 1차 평가와, 상

황에 대한 대처를 평가하는 2차 평가를 측정하는 6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SAM의 하위 영역은 자기에 의한 통제 가능성(예; 나는

그 사건(경험)을 다시 경험해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위협(예;

그 사건(경험)은 위협적인 상황이다), 중요성(예; 그 사건(경험)은 나에게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Alpha

배신감 7 1, 7, 13, 19, 25, 31, 37 .773

자기비난 10 2, 8, 14, 20, 26, 32, 38, 43, 47, 51 .931

공포 11 3, 9, 15, 21, 27, 33, 39, 44, 48, 52, 54 .903

소외감 10 4, 10, 16, 22, 28, 34, 40, 45, 49, 53 .893

분노 9 5, 11, 17, 23, 29, 35, 41, 46, 50 .869

수치심 7 6, 12, 18, 24, 30, 36, 42 .815

표 7

외상 정서 평가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 71 -

중요한 사건(결과)이다), 통제불가능성(예; 그 사건(경험)은 누구의 힘으

로도 어쩔 수 없다), 타인에 의한 통제가능성(예; 그 사건(경험)에 대처

할 때 나를 도와 줄 사람이 있다), 도전(예; 그 사건(경험)과 맞서 싸워

보고 싶다)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국내에서는 설지윤(2018)이 번안하

고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설지윤(2018)이 번안한 척도

에서 원척도에 해당하는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원척도(Peacock &

Wong, 1990)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자기에 의한 통제 가

능성 .84～.87, 위협 .65～.75, 중요성 .84～.90, 통제 불가능성 .51～.82, 타

인에 의한 통제가능성 .84～.85, 도전 .66～.79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가 .918이였으며, 하위 영역별 문항 구성과 내적 신뢰

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3. 조작 확인

1) 외상 기억 조작 확인

실험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외상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렸는지,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느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상 기억 심상화 이후 2문항의 조작 확인 질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

여자는 아래의 질문에 10점 Likert 척도(1～10점)로 응답하였다.

하위영역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 Alpha

자기에 의한 통제가능성 4 1～4 .927

위협 4 5～8 .802

중요성 4 9～12 .889

통제불가능성 4 13～16 .818

타인에 의한 통제가능성 4 17～20 .952

도전 4 21～24 .846
* 역채점 문항: 5～16

표 8

인지적 평가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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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억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졌습니까?

(1=전혀 생생하지 않다, 10=매우 생생하다)

②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느껴지는 마음의 고통은 어느 정도입니까?

(1=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10=매우 고통스럽다)

2) 실험 참여 집중도 및 정서적 영향 확인

본 연구에서의 실험은 온라인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연구자가 연구참

여자의 참여 모습을 관찰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가 실험 과정에 집중하여 실시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험 종료시 집중도와 정서적 영향을 측정하는 2문

항의 질문을 추가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아래의 질문에 10점

Likert 척도(1～10점)로 응답하였다.

①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집중하여 실시하였습니까?

(1=전혀 아니다, 10=매우 그렇다)

② 실험 과정을 끝낸 이후 정서적으로 고통스럽습니까?

(1=전혀 아니다, 10=매우 그렇다)

3) 그라운딩 효과 확인(선택사항)

본 연구는 외상 기억을 회상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고, 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도

록 ‘그라운딩’ 절차를 음성 녹음 파일로 제공하여 참여자가 원할 경우 선

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라운딩 절차를 마친 후, 그라운딩

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10점 Likert 척도(1～10점)의 1문항을 추가하

였다.

① (그라운딩을 실시하신 분만)그라운딩 이후 마음이 좀 더 편안해

지셨습니까?

(1=전혀 아니다, 10=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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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절차

1. 연구절차 개관

본 연구는 복합 PTSD 위험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외상 기억

처리에 적합한 심상화 개입의 자가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외상 및 복합 외상, PTSD와 복합 PTSD에 대한 문헌들을 고찰하

여 복합 PTSD 위험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의 특성을 고려

한 치료적 개입을 찾고 확인하기 위하여 외상 및 복합 외상의 치료에 대

한 문헌을 살펴보고, 자조 치료로 제시가 가능한지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심상 재각본 치료의 지시적 심상화 개입이 적합하다고 고려되

어, 심상화가 외상 기억 처리에서 갖는 치료적 메커니즘을 확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지시적 심상화’ 처치를 주요 치료적 개입으로 선정하게 되었

다. 실험처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속적 노출(PE) 치료, 심상 재각본(IR)

치료와 관련한 이론 및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고, 최근에 수행된 IR의 치

료 과정이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들의 절차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Hagenaars & Arntz(2012)는 IR이 침투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하여 10분 정도의 외상 자극 영상을 활용하였고, Watson, Rapee,

and Todorov(2016)는 심상 노출과 심상 재각본(복수, 회피, 용서)을 지시

하는 음성 녹음을 활용하여 처치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R 치료 단계에서 지시적인 심상화 과정에 해당하는 3～

4단계를 각각 2분 정도의 음성 지시 과제로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

는 실험 처치를 활용하였다. 개발한 지시문은 상담 전공 교수 1인 및 상

담전공 박사 수료생 2인의 검토 및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하였

다. 개발한 지시문을 토대로 실험 절차를 개발하여 예비 실험을 실시하

였으며, 측정 문항의 적절성, 추수 측정 절차의 필요성 등 예비 실험 결

과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본 실험 절차를 개발하였다. 이후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사전 스크리닝 설문에 참여한

376명 중 복합 PTSD 위험군으로 선별된 132명을 대상으로 본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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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자료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

절차 개관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2. 실험 절차 및 지시문

본 실험은 복합 PTSD 위험군으로 판별된 일반 성인 132명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개별적으로 배정된 집단의 실험 절차

링크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본 실험의 절차는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기저 정서(PANAS) 측정, 사전 정서(PANAS), 외상정

서(TAQ), 인지적 평가(SAM) 측정, 사후 정서(PANAS), 외상정서

(TAQ), 인지적 평가(SAM) 측정 등 총 216문항의 설문을 실시하게 된

다. 본 실험 절차의 개관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문헌개관

§ 외상 및 복합 외상에 대한 이론 및 연구

§ PTSD 및 복합 PTSD에 대한 이론 및 연구

§ 외상 복합 외상 치료에 대한 이론 및 연구

§ 심상화를 활용한 치료 이론 및 연구

실험 처치 

개발

§ 외상 기억 노출 자극 개발

§ 치료적 개입(지시적 심상화) 처치 개발

예비 실험

§ 실험 절차 개발 및 예비 실험 실시

§ 예비 실험 결과 분석

§ 최종 실험 설계 확정

본 실험
§ 연구 참여자 모집 및 본 실험 참여자 선정

§ 복합 PTSD 위험군 132명을 대상으로 본 실험 실시

자료분석 및 

결과해석

§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 분석

§ 연구 결과 해석 및 논의

그림 1. 연구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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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 절차별 지시 및 음성과제

(1) 본 실험 참여 및 온라인 실험 안내

본 실험 참여자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본 실험 참여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안내를 실시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 10에 제

시하였다.

No. 절차 내용 시간(분)

1
실험 안내 및

기저정서 측정

§ 온라인 실험 절차 안내

§ 정서 측정(PANAS)
3

2 외상 기억 심상화
§ 외상 기억 심상화 음성 과제

§ 조작 확인
7

3 사전 측정

§ 정서 측정(PANAS)

§ 외상 정서 측정(TAQ)

§ 인지적 평가 측정(SAM)

5

4

IR 처치 IRO 처치 통제 처치

8-10
§ 주도 심상화

§ 자기양육 심상화

§ 주도 심상화

§ 타인양육 심상화

§ 자기양육 심상화

§ 감각, 감정, 생각

§ 해석, 영향

5 사후 측정

§ 정서 측정(PANAS)

§ 외상 정서 측정(TAQ)

§ 인지적 평가 측정(SAM)

§ 조작확인 및 그라운딩(선택)

5

6 디브리핑 § 디브리핑 및 추수 측정 안내 3

표 9

실험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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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 절차 링크에 접속한 연구 참여자에게는 먼저 온라인 실험 절

차에 대한 안내가 표 11의 내용과 함께 제시된다. 연구 자료의 관리를

위해 이름, 본인 확인용 주민번호 앞자리, 답례품 발송용 핸드폰 번호 등

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실험이 시작되며, 기저 정서를 측정한

후 외상 기억 심상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안녕하세요. 본 실험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실험참여는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1회, 30분 참여시 10,000원의 온라인 문화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연구는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연결과 음성파일을 들을 수 있는 조

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30분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구에 꼭 참

여해주시면 결과를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참여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

다.

표 10

실험 참여 안내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분 정도 온라인 지시문을 통하여 실험

을 진행하게 됩니다. 집중해서 기억과 상상을 떠올려야하는 실험이므로, 30

분간 아무도 없는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도 전화나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도록 방해금지 모드로 설정해주시

기 바랍니다.

온라인 실험이므로, PC나 스마트폰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험은 음성 안

내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나 이어폰

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다가 중단을 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중단하셔도 괜

찮습니다. 30분의 실험을 마치신 분께는 감사의 의미로 10,000원 상당의 온

표 11

온라인 실험 진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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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상 기억 심상화

기저 정서 측정을 마친 후 외상 기억을 떠올리는 음성 과제를 실시하

게 된다. 음성 과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선택하도록

지시하여 하나의 기억에 집중하여 음성 과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자세한 내용은 표 12에 제시하였다. ‘외상 기억 심상화 음성 과제’는

1분 54초 동안 지속되며 눈을 감고 외상 기억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떠

올리도록 지시한다. 외상 기억 음성 과제를 통해 외상 기억을 심상화한

후에는 떠올린 기억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응답하도록 하였

다.

라인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음성 과제를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연구 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간단히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시고, 지시문에 따

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상 기억 심상화 지시문>

이 실험은 성인이 되기 이전에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았던 경험을 활용하여

실시됩니다.

가족, 친구, 혹은 아는 사람에게서 상처 입었던 경험으로, 신체적인 폭력이

나 폭언, 성적인 폭력, 무관심, 협박이나 배신, 이별이나 사별, 따돌림, 싸움

을 목격하는 등 충격적이거나 상처 받았던 하나의 에피소드 장면을 선택하

여 떠올리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떤 에피소드를 떠올리실지 하나의 에

피소드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안내에 따라 기억을 떠올

리신 후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IdMiUnYekxUgJ6MoKq9ZQZXT8lypZ7JF

표 12

외상 기억 심상화 안내 및 음성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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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별 치료적 개입

세 집단 모두 외상 기억 심상화 절차를 마친 후 현재 느껴지는 정서,

외상 정서, 인지적 평가의 사전 측정을 실시한다. 측정 절차를 마친 후

집단별로 안내에 따라 외상 기억에 대한 음성 과제 처치를 실시한다.

① IR 집단 처치

IR 집단은 2가지의 음성과제가 제시된다. 먼저 외상 기억 안에서 주

도적인 역할을 하는 심상을 떠올리는 ‘주도 심상화’를 실시한 후 기억 속

의 자신에게 돌봄과 위로를 제공하는 ‘자기 양육 심상화’ 과제를 실시한

다. 지시 내용 및 음성과제 지시문은 표 13에 제시하였다.

<외상 기억 심상화 음성과제> 1분 54초

“음성 1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음성을 들으시면서 최대한 구체

적으로 생생하게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떠올릴 장면은 성인이 되

기 이전에 가족, 친구, 혹은 아는 사람에게서 상처 입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충격적이거나 상처 받았던 하나의 에피소드 기억을 선택하여 영

화 속의 한 장면처럼 떠올리면 됩니다. 기억이 떠오르셨습니까? 그 때 주변

환경은 어떤 곳이었나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그때

의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리신 후,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외상 기억 심상화 질문>

1) 그 기억은 몇 살 때의 기억입니까?(확실하지 않다면 대략적으로 적어주

세요.)

2) 주위는 어떤 환경이었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3)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

였습니까?

4) 그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5) 기억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졌습니까?(10점 척도)

6)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느껴지는 마음의 고통은 어느 정도입니까?(10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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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심상화 지시문>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안내에 따라 기억을 떠올

리신 후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2 과제: 주도 심상화)

https://drive.google.com/open?id=1IfDEwim8S-K9r8X8RACn5W3iy1XcsCB

m

<주도 심상화 음성과제> 2분 00초

“음성 2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좀 전에 떠올렸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지만 이번에는 성인인 당신이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 원하는 데로 상

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장면에 성인인 내가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

시오. 성인인 당신은 그 장면 안에서 상처받은 어린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상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힘을 가질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구출할 수도 있고, 가해자를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를 내쫓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어린 나를 어디로 데려가

고 싶은가요? 자신이 상상한 내용을 되도록 자세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

다.”

<주도 심상화 질문>

1) 당신은 상상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3문장 이상)

2) 당신은 어떤 곳으로 그 아이를 데려가고 싶습니까?

(음성 3 과제: 자기 양육 심상화)

https://drive.google.com/open?id=1v0nWq_hoC7ppAsXkFwE6WuTmDCkoVt

ri

<자기 양육 심상화 음성과제> 1분 42초

“음성 3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좀 전에 떠올렸던 기억에 이어서

표 13

IR 집단 심상화 안내 및 음성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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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RO 집단 처치

IRO 집단은 3가지의 음성과제가 제시된다. 먼저 IR 집단과 동일하

게 외상 기억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심상을 떠올리는 ‘주도 심상

화’를 실시하고, 기억 속의 자신을 타인화하여 돌봄과 위로를 제공하는

‘타인 양육 심상화’ 과제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기억 속의 자신에게 돌

봄과 위로를 제공하는 ‘자기 양육 심상화’ 과제를 실시한다. 지시 내용

및 음성과제 지시문은 표 13에 제시하였다.

<주도 심상화 지시문>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안내에 따라 기억을 떠올

리신 후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2 과제: 주도 심상화)

https://drive.google.com/open?id=1IfDEwim8S-K9r8X8RACn5W3iy1XcsCB

m

표 14

IRO 집단 심상화 안내 및 음성과제

계속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과 그 아이는 안전한 곳에 있으며, 상

상 속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인 당신은 그 아이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 아이를 보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그 아이는 무엇을 원할 것

같습니까? 당신은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당신은 그 아이

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습니까? 자신이 상상한 내용을 되도록 자세하게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양육 심상화 질문>

1) 상상 속에서 그 아이를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2) 그 아이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3) 당신은 상상 속에서 어떤 말을 해주었습니까?

4) 당신은 상상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주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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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심상화 음성과제> 2분 00초

“음성 2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좀 전에 떠올렸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지만 이번에는 성인인 당신이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 원하는 데로 상

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장면에 성인인 내가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

시오. 성인인 당신은 그 장면 안에서 상처받은 어린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상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힘을 가질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구출할 수도 있고, 가해자를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를 내쫓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어린 나를 어디로 데려가

고 싶은가요? 자신이 상상한 내용을 되도록 자세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

다.”

<주도 심상화 질문>

1) 당신은 상상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3문장 이상)

2) 당신은 어떤 곳으로 그 아이를 데려가고 싶습니까?

(음성 3 과제: 타인 양육 심상화)

https://drive.google.com/open?id=1sWS3ZPSPFh_NUt_ScOOmZLnBgdm6Au

m0

<타인 양육 심상화 음성과제> 1분 43초

“음성 3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번에는 당신이 상처받았던 일

을 다른 아이가 경험했다고 상상해보겠습니다. 같은 나이의 아이가 당신이

경험한 것과 같은 일을 겪고 난 후 혼자 있습니다. 성인인 당신은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 그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바라볼 수 있습

니까? 그 아이를 보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그 아이는 무엇을 원할 것 같습

니까? 당신은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당신은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습니까? 자신이 상상한 내용을 되도록 자세하게 작성해주

시기 바랍니다.”

<타인 양육 심상화 질문>

1) 상상 속에서 그 아이를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2) 그 아이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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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제 집단 처치

통제 집단은 2가지의 음성과제가 제시된다. IR 및 IRO 집단과 달리

지시적인 심상화 작업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떠올린 외상 기억

에 대한 감각, 감정, 생각, 의미, 해석 등을 자유롭게 떠올릴 수 있도록

음성과제를 제시한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 및 음성과제 지시문은 표 15

에 제시하였다.

3) 당신은 상상 속에서 어떤 말을 해주었습니까?

4) 당신은 상상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주었습니까?

(음성 4 과제: 자기 양육 심상화)

https://drive.google.com/open?id=12b43HVw_K1NB96isGQviUmIctflwGgpf

<자기 양육 심상화 음성과제> 1분 45초

“음성 4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번에는 다시 성인인 당신과 어

린 내가 함께 있는 장면을 상상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과 그 아이는 안전

한 곳에 있으며, 상상 속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인 당신은 그

아이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 아이를 보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그 아이

는 무엇을 원할 것 같습니까? 당신은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

까? 당신은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습니까? 자신이 상상한 내용을 되

도록 자세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양육 심상화 질문>

1) 상상 속에서 그 아이를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2) 그 아이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3) 당신은 상상 속에서 어떤 말을 해주었습니까?

4) 당신은 상상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주었습니까?

<감각, 감정, 생각 지시문>

표 15

통제 집단 심상화 안내 및 음성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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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안내에 따라 기억을 떠올

리신 후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2 과제: 감각, 감정, 생각)

https://drive.google.com/open?id=1buZVAdegq38E9TTMDztfluMjQUtLKKh

9

<감각, 감정, 생각 음성과제> 1분 46초

“음성 2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좀 전에 떠올린 상처 입은 기억

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이번에는 자유롭게 그 기억에 대해 무엇이 느껴지

고 생각나는지 떠올려봅니다. 그 기억을 떠올릴 때 어떠한 몸의 감각이 느

껴집니까? 어떠한 감정이 느껴집니까? 그 기억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 떠오

릅니까?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도 괜찮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면서 느껴지는

감각과 감정, 떠오르는 생각들을 되도록 자세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감각, 감정, 생각 질문>

1) 당신은 상상을 통해 어떠한 감각을 느꼈습니까?

2) 당신은 상상을 통해 어떠한 감정을 느꼈습니까?

3) 당신은 상상을 통해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음성 3 과제: 의미, 해석)

https://drive.google.com/open?id=1V6NmDfOGtL8UZtNJTYcsFwaOjsrtAz3Y

<해석, 영향 음성과제> 1분 46초

“음성 3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좀 전에 떠올린 상처 입은 기억

을 다시 떠올려봅니다. 이번에는 그 기억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 떠올려 봅니다. 그 기억에 대해 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그 기억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 기억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준 것 같습니까? 어떠한 생각이나 의미, 해석도 괜찮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기억의 의미와 해석, 그 기억이 나에게 준 영향들을 되도록

자세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미, 해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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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 측정 및 실험 종료

세 집단 모두 외상 기억에 대한 집단별 처치를 실시한 후 정서, 외상

정서, 인지적 평가의 측정을 실시한다. 설문에 대한 응답을 마친 후에는

실험 과정에 집중하였는지, 실험 과정 이후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지를

확인하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선택적으로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라운딩’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라운딩

음성 녹음의 대본은 Najavits(2017, p.174)의 ‘진정형 그라운딩’을 참고하

여 녹음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6에 제시하였다. 본 실험

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에 대한 사후 안내를 위한 디브리핑

자료를 전송하였다(부록 5).

1) 당신은 상상을 통해 어떠한 의미나 해석이 떠올랐습니까?

2) 당신은 상상을 통해 어떠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상으로 실험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래의 간단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집중하여 실시하였습니까?(10점 척도)

2) 실험 과정을 끝낸 이후 정서적으로 고통스럽습니까?(10점 척도)

(선택사항)

실험을 마치신 후 정서적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분이나, 정서 안정을 원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음성에 따라 상상 작업을 해주시면 정서 안정에 도

움이 됩니다.

(그라운딩)

https://drive.google.com/open?id=1K4sGvBY9aMaaRVjQpF6snk8ONrUOJTj

s

<그라운딩> 4분 13초

표 16

실험 종료 그라운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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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수 측정 실시

본 실험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에게는 1주일 후 추수 측정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수 측정은 본 실험 당시

떠올렸던 외상기억을 떠올리도록 ‘외상 기억 심상화’ 음성과제를 실시하

고, 이후 정서, 외상 정서, 인지적 평가를 측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7에 제시하였으며, 추수 측정 종료 시에도 그

라운딩 작업을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라운딩을 실시합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천천

히 지시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당

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을 생각해보세요. 무슨 색인가요? 좋습니다. 가장 좋

아하는 동물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동물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TV프로그

램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요? 훌륭합니다. 이제, 제일 좋아하는 계절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요? 훌륭합니다.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을 생

각해 보세요. 언제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안면이 있

는 사람이거나 유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려보세요. 좋습니

다. 원한다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활기찬 음악을 생각해보세요. 음율과

가사를 기억해보세요. 이제 안전한 장소를 생각해봅니다. 눈은 뜨고 있고,

가장 안전하고 위안이 되고 평안함을 주는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해변, 산,

도심의 산책, 좋아하는 방, 공원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를 생각할 수

없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만약 안전한 장소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현재 머

무르고 있는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안전한 장소에 대해 최

대한 많이 알아 차려보세요. 당신이 안전한 장소에서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

보세요. 색, 감촉, 모양, 안전성, 평온함. 좋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3) (그라운딩을 실시하신 분만)그라운딩 이후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셨습니

까?(10점 척도)

추수 측정과제는 며칠 전 실험에 참여하실 때 떠올렸던 상처받았던 경험을

표 17

추수 측정 지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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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실험에 참여하실 때 떠올리셨던 상처 받은 에피소드가 기억나시나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안내에 따라 기억을 떠올

리신 후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이전에 적어주신 기억과

동일한 기억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IdMiUnYekxUgJ6MoKq9ZQZXT8lypZ7JF

<외상 기억 심상화 음성과제> 1분 54초

“음성 1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음성을 들으시면서 최대한 구체

적으로 생생하게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떠올릴 장면은 성인이 되

기 이전에 가족, 친구, 혹은 아는 사람에게서 상처 입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충격적이거나 상처 받았던 하나의 에피소드 기억을 선택하여 영

화 속의 한 장면처럼 떠올리면 됩니다. 기억이 떠오르셨습니까? 그 때 주변

환경은 어떤 곳이었나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그때

의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리신 후,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외상 기억 심상화 질문>

1) 그 기억은 몇 살 때의 기억입니까?(확실하지 않다면 대략적으로 적어주

세요.)

2) 주위는 어떤 환경이었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3)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

였습니까?

4) 그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5) 기억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졌습니까?(10점 척도)

6)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느껴지는 마음의 고통은 어느 정도입니까?(10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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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은 크게 사전 스크리닝 설문 데이터 분석과

본 실험 데이터의 분석으로 나뉘며, 모든 자료 분석에는 SPSS 25.0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사전 스크리닝 설문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외

상 경험 유형,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 복합 PTSD의 네 항목에 대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먼저 사전 설문에 참여한

전체 대상의 성별, 나이, 교육수준, 결혼여부, 상담 경험 회기, 약물 치료

경험, 현재 치료 여부에 대해 기술통계를 분석하였고, 복합 PTSD 위험

군과 비위험군으로 나누어 집단별 차이를 독립 표본 t 검증으로 분석하

였다. 외상 경험 유형은 빈도를 분석하였으며, 위험군과 비위험군의 차이

를 독립 표본 t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과 복합

PTSD 항목 역시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위험군과 비위험군의 차이

를 독립 표본 t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본 실험 데이터의 분석 과정은 먼저 연구 가설을 확인하기 이전에 집

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을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통하여 실시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1을 확인하기 위해서 IR 집단과 IRO 집단의

데이터를 통제 집단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 2를

확인하기 위해서 IR 집단과 IRO 집단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별로 가설 1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서 변화의 기술 통계를 실

시하였고, 사전 정서를 공변인으로 통제하고 사후 정서와 추수 정서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공분산 분석(ANC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가

설 2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상 정서의 기술통계를 분석하고, 사전 외상

정서를 공변인으로 통제하고 사후 외상 정서와 추수 외상정서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공분산 분석(ANCOVA)을 통해 분석하였고 하위 영역

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분석하였다. 가설 3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역시 심

상화 처치 전후의 인지적 평가가 집단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는

데, 이는 외상 정서 변화의 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실험 지시에 부합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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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질적 데이터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가 실험 과정에서 심상화 후에 기술한 심상의 내용에 대하여

지시에 적합하게 심상화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평정하였고, 집단간 차

이가 있는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평정

절차는 집단별로 연구자와 박사 과정생 2인이 5점 척도(1=지시에 매우

부합하지 않음, 5=지시에 매우 부합함)로 평정을 실시하였으며, 평정 내

용은 외상 기억의 심상 노출이 지시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기술하였는지, 음성과제의 심상화 내용이 지시에 잘 부합하는 내용인지

에 대해 평정하였으며, 평가 항목은 표 18과 같다. 마지막으로, 타인양육

심상화의 여부가 자기양육 심상화의 심상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고자 IR 집단과 IRO 집단의 자기양육 심상화 내용에 대해 지시에 부

합하는 내용인지를 독립 표본 t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1. 외상 기억 심상은 지시에 부합하는 외상 경험이 맞습니까?

2. 외상 기억 심상은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작성되었습니까?

3. (각 과제별) 기술한 내용은 지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까?

표 18

질적 데이터 평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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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사전 스크리닝 설문 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전 스크리닝 설문의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합 PTSD 위험군과

비위험군을 선별하였다. 분석한 376명의 데이터 중 복합 PTSD 위험군

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132명으로 전체의 35.1%에 해당하였다. 진단 여부

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19에 제시하였으며 진단 여부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표20에 제시하였다.

전체
(N=376)

위험군
(n=132)

비위험군
(n=244)

성별

남 122(32.4%) 35(26.5%) 87(35.66%)

여 254(67.6%) 97(73.5%) 157(64.34%)

나이평균 26.72(SD=5.47) 27.02(SD=5.99) 26.56(SD=5.18)

교육수준

고교 졸업 175(46.5%) 61(46.2%) 114(46.7%)

대학 졸업 123(32.7%) 46(34.8%) 77(31.6%)

석사수료/졸업 63(16.8%) 18(13.6%) 45(18.4%)

박사수료/졸업 15(4%) 7(5.3%) 8(3.3%)

결혼여부

미혼 315(83.8%) 107(81.1%) 208(85.2%)

기혼 61(16.2%) 25(18.9%) 36(14.8%)

상담경험평균회기 4.52(SD=10.08) 7.65(SD=12.99) 2.83(SD=7.59)

약물치료경험(有) 45(12%) 24(18.2%) 21(8.6%)

현재 치료여부(有) 20(5.3%) 13(9.8%) 7(2.9%)

표 19

복합 PTSD 진단 여부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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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PTSD 진단 여부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성

별, 나이, 교육수준, 결혼여부는 진단 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으나(p > .05), 상담 경험 회기(t = 3.919, df = 180.50, p =

.000), 약물 치료 경험(t = 2.507, df = 207.25, p = .013), 현재 치료 여부

(t = 2.479, df = 176.36, p = .014)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외상 경험 유형

사전 스크리닝 설문 항목 중 외상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어떠한 외상

유형의 외상 경험을 하였는지 측정하였다. 사전 설문 참여자들이 경험한

외상의 유형은 표 21에 제시하였으며, 전체 376명중 179명은 외상 체크

리스트의 외상 유형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위험군과 비위험

군의 ‘해당없음’ 비율은 위험군이 14.1%(42명), 비위험군이 39.6%(137명)

으로 비위험군이 2.8배 높게 나타났다. 외상 유형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위험군(n=132) 비위험군(n=244)
t

M SD M SD

성별1 1.73 0.44 1.64 0.48 1.854

나이 27.02 5.99 26.56 5.18 .774

교육수준2 1.78 0.88 1.78 0.86 -.027

결혼여부3 0.19 0.39 0.15 0.36 1.018

상담경험회기 7.65 12.99 2.83 7.59 3.919***

약물치료경험4 0.18 0.39 0.09 0.28 2.507*

현재 치료여부5 0.10 0.30 0.03 0.17 2.479*

1성별 남자=1, 여자=2. 2교육수준 고교졸업=1, 대학졸업=2, 석사수료/졸업=3, 박사수

료/졸업=4. 3결혼여부 미혼=0, 기혼=1. 4약물치료 없음=0, 있음=1. 5현재 치료여부

없음=0, 있음=1.
*p < .05. ***p < .001.

표 20

복합 PTSD 진단 여부에 따른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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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유형1

전체

(N=376)

위험군

(n=132)

비위험군

(n=244)

n(%)
순

위
n(%)

순

위
n(%)

순

위

해당 없음 179(27.8) 42(14.1) 137(39.6)

비대인간 외상 168(26.1) 73(24.6) 95(27.5)

화재/폭발 사고, 건물/다리 붕괴,
교통사고

69(10.7) 1 30(10.1) 4 39(11.3) 1

홍수, 지진, 태풍, 해일, 산사태 등 67(10.4) 2 28(9.4) 5 39(11.3) 1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질환이나
질병

32(5) 6 15(5.1) 7 17(4.9) 5

대인간 외상 296(45.9) 182(61.4) 114(32.9)

가정 내 부모 혹은 형제자매간의
반복적인 심각한 싸움 목격

62(9.6) 3 37(12.5) 1 25(7.2) 3

학창시절 또래에 의한 심각한 괴
롭힘, 집단따돌림, 협박

62(9.6) 3 37(12.5) 1 25(7.2) 3

부모에 의한 심한 욕설, 협박, 무
시, 무관심

43(6.7) 5 32(10.8) 3 11(3.2) 6

가정 내 부모 또는 형제자매에 의
한 심각한 신체적 폭행

32(5) 6 22(7.4) 6 10(2.9) 8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행 20(3.1) 8 9(3) 10 11(3.2) 6

친척이나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
행

17(2.6) 9 11(3.7) 8 6(1.7) 9

학창시절 또래에 의한 심각한 신
체적 폭행

15(2.3) 10 10(3.4) 9 5(1.4) 11

배우자의 심한 욕설, 협박, 무시,
무관심

12(1.9) 11 7(2.4) 11 5(1.4) 11

18세 이전에 5살 이상 많은 사람과
성적인 접촉

11(1.7) 12 5(1.7) 12 6(1.7) 9

배우자에 의한 심각한 신체적 폭
행

8(1.2) 13 5(1.7) 12 3(0.9) 13

모르는 사람에 의한 범죄 7(1.1) 14 4(1.3) 14 3(0.9) 13

가족에 의한 성폭행 5(0.8) 15 3(1) 15 2(0.6) 15

전쟁에 참가, 전쟁터에서 생활 2(0.3) 16 0(0) 16 2(0.6) 15

계 643(100) 　 297(100) 　 346(100) 　
1해당하는 외상 유형에 중복 선택하였음.

표 21

복합 PTSD 진단에 따른 외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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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명은 중복 표시하여 총 464가지의 외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PTSD 진단 여부에 따라 개인이 경험한 외상 유형의 수는 전체 M

= 1.23(SD = 1.98), 위험군 M = 1.93(SD = 2.25), 비위험군 M =

0.86(SD = 1.72)으로 나타났으며, 위험군과 비위험군은 외상 유형의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 = 5.188, df = 215.33, p = .000).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16가지 외상 유형을 비대인간 외상 3가지와

대인간 외상 1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해보았는데, 집단 전체에서는 비대

인간 외상 경험이 168명(26.1%), 대인간 외상 경험이 296명(45.9%)으로

나타났고, 위험군에서는 비대인간 외상이 73명(24.6%), 대인간 외상이

182명(61.4%), 비위험군에서는 비대인간 외상이 95명(27.5%), 대인간 외

상이 114명(32.9%)로 나타났다. 위험군과 비위험군의 비대인간 외상 비

율은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나, 대인간 외상의 비율은 위험군에서 1.87배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경험한 외상 유형 순위 또한 위험군에서는 대

인간 외상 중 ‘가정 내 부모 혹은 형제자매간의 반복적인 심각한 싸움

목격’, ‘학창시절 또래에 의한 심각한 괴롭힘, 집단따돌림, 협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위험군에서는 비대인간 외상 중 ‘화재/폭발 사고, 건

물/다리 붕괴, 교통사고’, ‘홍수, 지진, 태풍, 해일, 산사태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복합 PTSD 증상이 대인간 외상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

는 장애라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위험군의 경우

비위험군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외상을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인간 외상 유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은 ‘외상 경험 척도(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하위 영역은 ‘유능감’,

‘안전감’, ‘방임’,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과의 분리경험’, ‘가족 내 비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가정 폭력목격’, ‘다른 외상 경

험(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술과 약물남용의 노출’로 구성되어 있다. 외



- 93 -

전체
(N=376)

위험군
(n=132)

비위험군
(n=244) t

M SD M SD M SD

외상 경험1 15.94 12.72 23.91 14.44 11.62 9.17 8.858***

유능감 4.92 1.25 4.30 1.36 5.25 1.04 -7.063***

안전감 6.45 2.02 5.61 2.17 6.91 1.77 -5.932***

방임 1.88 2.33 3.07 2.82 1.24 1.70 6.798***

분리경험 2.42 2.10 2.95 2.20 2.13 1.98 3.659***

정서적학대 4.03 3.43 5.95 3.53 2.98 2.88 8.289***

신체적학대 0.99 1.44 1.68 1.89 0.61 0.95 6.094***

성적학대 0.69 1.38 1.14 1.85 0.45 0.97 3.970***

폭력목격 2.87 3.05 4.36 3.61 2.07 2.34 6.605***

기타외상 2.57 2.41 3.95 2.77 1.82 1.81 7.958***

물질남용 0.49 1.02 0.81 1.28 0.32 0.79 4.035***

1외상 경험 합계 점수는 유능감, 안전감을 제외한 하위 변인 점수의 합계임.
***p < .001.

표 22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 기술통계

상 경험 점수는 외상 경험에 대한 적응적 기능과 보호를 의미하는 ‘유능

감’과 ‘안전감’ 변인의 점수는 제외하고 외상 사건에 얼마나 노출이 되었

는지를 평가하는 8가지 하위 변인의 점수를 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체 인원의 외상 경험 합계 점수는 M = 15.94(SD = 12.72), 위험군과

비위험군은 각각 M = 23.91(SD = 14.44), M = 11.62(SD = 9.17)로 위

험군의 외상 경험 점수가 비위험군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위

험군과 비위험군의 외상 경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외상 경험 합계 점수 및 하위 척도에서

모든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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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복합 PTSD 위험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극단적 스트레스 장애를

위한 자기보고식 척도(Self-reported Inventory for Disorders of

Extreme Stress; SIDES-SR)’를 활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정서적 각성

조절 기능의 변화, 주의력과 의식 기능의 변화, 자기 인식의 변화, 타인

과의 관계 변화, 신체화 증상, 의미 체계의 변화의 6개 하위 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6개의 영역 중 3개의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 PTSD로

진단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전체 및 영역별 점수를 활용하여 증상의

심각도를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표 22에 복합 PTSD 증상 점수

및 하위 영역별 점수의 기술 통계를 제시하였으며, 복합 PTSD 위험군

과 비위험군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전체 인원의

SIDES-SR 점수는 M = 23.90(SD = 23.13), 위험군과 비위험군은 각각

M = 47.08(SD = 23.16), M = 11.35(SD = 9.28)로 위험군의 증상 점수

가 비위험군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복합 PTSD 점수 및

하위 영역별 점수는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p < .001).

전체
(N=376)

위험군
(n=132)

비위험군
(n=244) t

M SD M SD M SD

복합 PTSD 23.90 23.13 47.08 23.16 11.35 9.28 13.348***

정서조절 8.79 9.49 17.23 10.77 4.23 4.12 14.075***

주의력/의식기능 2.81 2.91 5.39 3.03 1.41 1.59 14.701***

자기 인식 3.66 3.95 7.32 4.18 1.69 1.86 15.913***

타인관계 3.72 3.60 7.05 3.34 1.92 2.16 10.564***

신체화 1.89 2.77 4.03 3.47 0.73 1.22 15.064***

의미체계 3.03 3.29 6.07 3.34 1.38 1.73 17.004***

***p < .001.

표 23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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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전 설문 결과 복합 PTSD로 진단된 참여자들 중 실험에

끝까지 참여한 집단과 실험 과정에서 중도 탈락한 집단이 외상 경험과

외상 증상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외상 경험 및 증상이 높을

수록 본 실험의 심상화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고 중도 탈락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고, 중도 탈락을 한 참여자의 데이터는 수집되지 않는 시스

템이기 때문에 참여자와 비참여자로 나누어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세

집단의 본 실험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나눈 후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

점수와 복합 PTSD 척도 점수에서 차이가 나는지 독립 표본 t 검증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24에 제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서 외상경험과 복합 PTSD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한 지시적 심상화를 실시한 IR 집단과 IRO 집단에서 외상 경험 및 증상

에 따라 참여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두 집단의 외상

경험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고(t = 1.99, df = 84,

p < .05, 일방검증), 복합 PTSD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평균 표준편차 t

외상경험

참여(n=98) 22.15 13.74
.08

비참여(n=30) 27.50 16.77

복합 PTSD

참여(n=98) 44.91 24.85
.39

비참여(n=30) 49.20 20.77
*p < .05

표 24

외상 관련 점수에 따른 참여 여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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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본 실험 결과 분석

1. 연구결과 분석을 위한 타당성 검토

1) 사전 측정 동질성 검증

본 실험의 결과를 분석하기 이전에, 세 집단에 대한 무선할당이 적절

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집단 동질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복합

PTSD 위험군을 IR, IRO, 통제의 세 집단으로 나누고 처치를 실시하였

는데, 처치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 집단이 사전에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측정한 변인들 중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결혼여부,

상담경험 회기 수, 약물치료 경험 여부, 현재 치료여부,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 SIDE-SR 점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

IR
(N=28)

IRO
(N=31)

통제
(N=29) F

M SD M SD M SD

성별1 1.71 .46 1.65 .49 1.66 .48 .176

나이 27.86 6.69 27.32 6.17 26.00 4.96 .734

교육수준2 1.71 .85 1.81 0.98 1.66 .86 .215

결혼여부3 .11 .32 .19 .40 .15 .35 .442

상담회기경험 8.54 13.87 7.84 13.07 5.62 12.29 .390

약물치료경험4 .25 .44 .06 .25 .21 .41 2.016

현재 치료여부5 .07 .26 .06 .25 .14 .35 .571

아동·청소년 외상경험 20.68 12.66 21.84 14.16 25.14 15.25 .777

SIDE-SR 38.61 19.95 43.71 23.81 52.45 20.43 3.022
1성별 남자=1, 여자=2. 2교육수준 고교졸업=1, 대학졸업=2, 석사수료/졸업=3, 박사수료/졸

업=4. 3결혼여부 미혼=0, 기혼=1. 4약물치료 없음=0, 있음=1. 5현재 치료여부 없음=0, 있음

=1.

표 25

사전 동질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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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결과는 표 2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 집단 간 모든 변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 >.05), 따라서 세 집단은

동질한 집단임을 가정할 수 있다.

2) 조작 확인 동질성 검증

본 실험 참여 당시 실험 조작 및 몰입도를 확인하는 4개의 항목을 측

정하였다. 외상 기억 노출 이후 기억이 생생한 정도, 외상 기억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 수준, 실험 과정에 집중한 수준, 실험 과정 이후 정서적 고

통 수준 등을 10점 척도 측정하였다. 실험 참여 이후에 느껴지는 정서적

고통은 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질성 검증에서는 분석

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세 항목에 대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p >. 05),

본 실험의 처치 조작에 대한 반응이 집단 간에 동질하다고 가정할 수 있

다.

3) 질적 데이터 분석

연구 참여자가 실험 지시에 부합하는 수행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질적 데이터 평정을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와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

IR
(N=28)

IRO
(N=31)

통제
(N=29) F

M SD M SD M SD

외상기억 생생함 8.14 1.30 7.88 1.63 7.59 1.92 .823

외상기억 고통 7.29 1.76 7.48 1.98 7.34 2.30 .075

실험참여 집중 8.93 1.05 8.48 1.12 8.17 1.85 2.133
1성별 남자=1, 여자=2. 2교육수준 고교졸업=1, 대학졸업=2, 석사수료/졸업=3, 박사수료/졸

업=4. 3결혼여부 미혼=0, 기혼=1. 4약물치료 없음=0, 있음=1. 5현재 치료여부 없음=0, 있음

=1.

표 26

조작 확인 동질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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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표 27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외상 기억 심상화에서는 집

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세 집단 모두 평균 4점 이상

으로 대체로 실험 지시에 부합하는 수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성

과제 심상화에서는 집단별로 평정값의 평균이 IR 집단, IRO 집단, 통제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F(2, 85) =

3.243, p < .05)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Bonferroni 사후 검정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타인양육 심상화의 여부에 따라 자기양육 심상화의 내용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IR 집단과 IRO 집단의 자기양육 심

상화 평정을 독립 표본 t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두 집단에

서 자기양육 심상화 내용이 지시에 부합하는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 = .374, df = 54.431, p = .710).

2. 지시적 심상화의 효과

연구문제 1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시적 심상화를 실시한 IR 집단과

IRO 집단이 포함된 지시적 심상화 집단과 통제 집단의 데이터와 비교하

여 분석하였다. 각 종속변인별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외상기억 심상화

IRO 4.31 .50

.220 .803IR 4.18 .86

통제 4.28 .80

음성과제 심상화

IRO 4.51 .56

3.243* .044IR 4.44 .61

통제 4.09 .82
*p < .05

표 27

질적 데이터 일원배치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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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서 변화

본 실험 처치 전후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정서별로 기저정서, 사전정서, 사후정서, 추수정서를 측정하였으며, 기술

통계는 표 28에 제시하였다. 먼저 긍정 정서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외

상 기억 노출 이후에 측정한 사전 정서 평균은 지시적 심상화 집단

17.58(SD = 4.71), 통제집단 17.66(SD = 6.11)로 기저 정서에 비해 두 집

단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치를 한 이후

의 사후 정서 평균은 지시적 심상화 집단 27.61(SD = 8.27), 통제집단

19.52(SD = 7.07)로 지시적 심상화를 실시한 경우 통제집단에 비해 긍정

정서가 더 많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정서와 사후 정서의

차이는 지시적 심상화 집단(M = 10.03, SD = 8.45)이 통제집단(M = 1.86

지시적 심상화
(n=59, 43a)

통제
(n=29, 20a)

M SD M SD

긍정 정서

기저정서 27.46 6.27 25.24 7.95

사전정서 17.58 4.71 17.66 6.11

사후정서 27.61 8.27 19.52 7.07

추수정서 17.58 4.73 18.55 7.84

차이1 10.03 8.45 1.86 6.05

차이2 .49 4.96 1.40 6.04

부정 정서

기저정서 19.47 7.53 21.69 8.19

사전정서 32.88 8.69 32.41 9.79

사후정서 21.37 7.42 29.79 9.86

추수정서 28.07 8.68 34.70 9.22

차이1 -11.51 10.89 -2.62 7.62

차이2 -5.88 8.34 .90 7.26
1차이 = 사후정서-사전정서, 2차이 = 추수정서-사전정서
an = 추수 참여인원

표 28

정서 변화 기술통계(지시적 심상화-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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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 = 6.05)보다 크게 나타났다. 실험을 마친 1주일 후 동일한 외상 기

억 노출 후 측정한 추수 정서 평균은 지시적 심상화 집단 17.58(SD =

4.73), 통제집단 18.55(SD = 7.84)로 두 집단 모두 본 실험 당시의 사전

정서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부정 정서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 정서 평균은 지시적 심상화

집단 32.88(SD = 8.69), 통제집단 32.41(SD = 9.79)로 기저 정서에 비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후 부정 정서 평균은 지시적 심상화 집

단 21.37(SD = 7.42), 통제집단 29.79(SD = 9.86)로 지시적 심상화를 실

그림 2. 긍정 정서 변화(지시적 심상화-통제)

그림 3. 부정 정서 변화(지시적 심상화-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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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경우 처치 이후 부정 정서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전 정서와 사후 정서의 차이는 지시적 심상화 집단(M = -11.51, SD =

10.89), 통제집단(M = -2.62, SD = 7.62)으로 나타났다. 본실험 참여 1주

일 후 동일한 외상 기억에 노출하고 측정한 추수 정서 평균은 지시적 심

상화 집단 28.07(SD = 8.68), 통제집단 34.70(SD = 9.22)로 나타나, 지시

적 심상화를 실시한 집단은 부정 정서가 감소한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집단별 처치의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

(ANCOVA)를 실시하였다.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두 변인 각각 사전

정서를 공변인으로 통제하고 사후 점수에 대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는 표 29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긍정 정서의 결과를 살펴보

면, 공변량인 사전 정서와 사후 정서는 유의미하게 관계가 있었으며(F(1,

85) = 12.468, p < .01, 부분 η2 = .13), 집단간 처치의 효과가 유의미하

고(F(1, 85) = 23.395, p < .001, 부분 η2 = .22), 큰 효과크기인 것으로

변량원 SS df MS F η2

긍정 사후정서

공변량(사전긍정) 685.796 1 685.796 12.468** 0.13

주효과(집단) 1286.866 1 1286.866 23.395*** 0.22

오차 4675.480 85

전체 61385.000 88

부정 사후정서

공변량(사전부정) 710.244 1 710.244 11.596** .12

주효과(집단) 1426.634 1 1426.634 23.292*** .22

오차 5206.312 85 　

전체 58609.00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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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9

사후정서 공분산분석(지시적 심상화-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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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Huck, 2008). 부정 정서의 결과 역시, 공변량인 사전 정서와 사

후 정서는 유의미하게 관계가 있었으며(F(1, 85) = 12.058, p < .01, 부분

η2 = .12), 집단간 처치의 효과가 유의미하고(F(1, 85) = 23.292, p <

.001, 부분 η2 = .24), 큰 효과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회의 실험 처치 이후 치료적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본 실험 일주일 후에 측정한 추수 정서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하고 공분산분석

을 실시하였다(표 30). 먼저 긍정 정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공변량인 사

전 정서와 추수 정서는 유의미하게 관계가 있었으나(F(1, 60) = 24.096,

p < .001, 부분 η2 = .29), 집단간 처치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F(1,

60) = .475, p > .05, 부분 η2 = .01). 부정 정서는 공변량인 사전 정서와

추수 정서가 유의미하게 관계가 있었으며(F(1, 60) = 33.067, p < .001,

부분 η2 = .36), 집단간 처치의 효과가 유의미하고(F(1, 60) = 12.010, p

< .01, 부분 η2 = .17), 큰 효과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량원 SS df MS F η2

긍정 추수정서

공변량(사전긍정) 603.272 1 603.272 24.096*** .29

주효과(집단) 11.889 1 11.889 0.475 .01

오차 1502.143 60 　

전체 22279.000 63 　 　

부정 추수정서

공변량(사전부정) 1697.285 1 1697.285 33.067*** .36

주효과(집단) 616.443 1 616.443 12.010** .17

오차 3079.706 60 　

전체 62739.000 63 　 　
**p < .01. ***p < .001.

표 30

추수정서 공분산분석(지시적 심상화-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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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상 정서 변화

가설 1-2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별 처치 전후의 외상 정서 변화를

분석하였다. 외상 정서는 외상 기억 노출 이후 사전정서를 측정하고 치

료적 처치 이후 사후정서를 측정 하였으며, 본 실험 1주일 후 동일한 외

상 기억을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추수정서를 측정하였다. 외상 정서는

배신감, 자기비난, 공포, 소외감, 분노, 수치심의 6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먼저 기술통계(표 31)를 살펴보면 외상 기억 노출 후의 사전 외

지시적 심상화
(n=59, 43a)

통제
(n=29, 20a)

M SD M SD

사전 TAQ 165.63 28.02 178.17 36.14

사후 TAQ 146.64 34.47 176.31 37.09

추수 TAQ 144.84 37.19 177.95 37.33

차이1 -18.98 21.98 -1.86 16.85

차이2 -20.02 26.70 -3.35 13.57
1차이 = 사후정서-사전정서, 2차이 = 추수정서-사전정서
an = 추수 참여인원

표 31

외상 정서 변화 기술통계(지시적 심상화-통제)

그림 4. 외상 정서 변화(지시적 심상화-통제)

외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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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정서 평균은 지시적 심상화 집단 165.63(SD = 28.02), 통제집단

178.17(SD = 36.14)로 나타났고, 처치 후의 사후 외상 정서 평균은 지시

적 심상화 집단 146.64(SD = 34.47), 통제집단 176.31(SD = 38.24)로 나

타나 지시적 심상화 집단에서 처치 이후 더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후 외상 정서와 사전 외상 정서의 차이 평균은 지시적 심상화

집단 –18.98(SD = 21.98), 통제집단 –1.86(SD = 16.85)로 나타났으며,

추수 외상 정서와 사전 외상 정서의 차이 평균은 지시적 심상화 집단

-20.02(SD = 26.70), 통제집단 –3.35(SD = 13.57)로 나타났다. 지시적

심상화 집단은 1주일 후에도 치료적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통제 집단은 처치 전후와 1주일 후의 외상 정서가 비슷하게 유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처치의 집단 간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사전 외상 정서를 공변인으로 통제하고 사후

외상 점수에 대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2에 제

변량원 SS df MS F η2

사후 TAQ

공변량(사전TAQ) 71803.346 1 71803.346 171.323*** .68

주효과(집단) 6028.173 1 6028.173 14.383*** .15

오차 35624.386 85 　

전체 2277667.000 88 　 　

추수 TAQ

공변량(사전TAQ) 51195.991 1 51195.991 92.082*** .61

주효과(집단) 3816.139 1 3816.139 6.864* .10

오차 33358.819 60 　

전체 1619925.00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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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외상 정서 공분산분석(지시적 심상화-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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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사후 외상 정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공변량인 사전 외상 정서

와 사후 외상 정서는 유의미하게 관계가 있었으며(F(1, 85) = 171.323, p

< .001, 부분 η2 = .68), 집단간 처치의 효과가 유의미하고(F(1, 85) =

14.383, p < .001, 부분 η2 = .15), 큰 효과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

지시적 심상화
(n=59, 43a)

통제
(n=29, 20a)

M SD M SD

배신감

사전 25.46 5.87 26.31 5.44

사후 23.76 6.13 26.55 5.67

추수 23.81 6.45 27.00 5.38

자기비난 　 　

사전 25.17 9.64 26.00 11.15

사후 21.68 9.72 26.00 11.56

추수 20.40 9.90 26.55 12.78

공포 　 　

사전 35.51 9.30 37.86 9.76

사후 31.85 9.75 37.93 10.19

추수 31.00 11.18 38.25 10.35

소외감 　 　

사전 30.93 8.54 34.28 9.10

사후 27.75 9.94 33.31 9.04

추수 27.47 10.42 33.00 8.77

분노 　 　

사전 26.49 8.08 29.41 7.40

사후 23.39 8.50 28.97 8.42

추수 24.23 8.75 30.30 7.79

수치심 　 　

사전 22.07 6.00 24.31 5.16

사후 18.22 6.57 23.55 5.98

추수 17.93 6.20 22.85 6.14
an = 추수 참여인원

표 33

외상 정서 하위척도 기술통계(지시적 심상화-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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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1주일 후에 측정한 추수 외상 정서의 결과 역시, 공변량인 사전 외상

정서와 추수 외상 정서는 유의미하게 관계가 있었으며(F(1, 60) =

92.082, p < .001, 부분 η2 = .61), 집단간 처치의 효과가 유의미하고(F(1,

60) = 6.864, p < .05, 부분 η2 = .10), 중간 효과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상 정서의 하위 영역별로 변화를 분석하였다. 집단별 외상

정서 하위 영역의 기술통계는 표 33에 제시하였으며, 집단 간의 사후 외

상 정서와 추수 외상 정서의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

(ANC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4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

보면, 지시적 심상화를 실시한 집단에서 하위 영역별로 통제 집단에 비

해 외상 정서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후 외상

정서에서는 모든 하위 영역에서 집단 간의 효과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고 추수 외상 정서에서는 자기비난, 공포, 분노, 수치심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인지적 평가 변화

연구 가설 1-3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별 처치 전후의 인지적 평가

변화를 분석하였다. 인지적 평가는 외상 기억 노출 이후 사전점수를 측

정하고 치료적 처치 이후 사후점수를 측정하였으며, 본 실험 1주일 후

동일한 외상 기억을 떠올리게 한 상태에서 추수점수를 측정하였다.

사후 추수

df F η2 df F η2

배신감 1 6.180* .07 1 3.801 .06

자기비난 1 7.411** .08 1 4.313* .07

공포 1 11.997** .12 1 5.918* .09

소외감 1 4.111* .05 1 1.272 .02

분노 1 7.646** .08 1 7.014* .11

수치심 1 15.846*** .16 1 6.303* .10
*p < .05. **p < .01. ***p < .001.

표 34

외상 정서 하위척도 공분산분석(지시적 심상화-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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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평가는 ‘스트레스 평가 척도(the Stress Appraisal Measure;

SAM)’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하위 척도는 자기에 의한 통제 가능성,

위협, 중요성, 통제 불가능성, 타인에 의한 통제가능성, 도전의 6개 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기술통계(표 35)를 살펴보면 외상 기억 노출

이후 사전 인지적 평가의 평균은 지시적 심상화 집단 68.58(SD =

17.12), 통제집단 63.31(SD = 20.83)로 나타났고, 처치 후의 사후 인지적

평가 평균은 지시적 심상화 집단 77.00(SD = 14.56), 통제집단 64.90(SD

지시적 심상화
(n=59, 43a)

통제
(n=29, 20a)

M SD M SD

사전 SAM 68.58 17.12 63.31 20.83

사후 SAM 77.00 14.56 64.90 22.12

추수 SAM 76.21 17.04 58.70 17.74

차이1 8.42 11.77 1.59 5.62

차이2 8.53 12.58 -4.61 5.29
1차이 = 사후정서-사전정서, 2차이 = 추수정서-사전정서
an = 추수 참여인원

표 35

인지적 평가 변화 기술통계(지시적심상화-통제)

그림 5. 인지적 평가 변화(지시적심상화-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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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로 나타났으며, 1주일 후의 추수 인지적 평가 평균은 지시적 심

상화 집단 76.21(SD = 17.04), 통제집단 64.90(SD = 22.12)로 나타났다.

사후 인지적 평가와 사전 인지적 평가의 차이 평균은 지시적 심상화 집

단 8.42(SD = 11.77), 통제집단 1.59(SD = 5.62)로 나타났고, 추수 인지

적 평가와 사전 인지적 평가의 차이 평균도 지시적 심상화 집단

8.53(SD = 12.58), 통제집단 1.10(SD = 5.29)로 나타나 지시적 심상화를

실시한 집단에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났고, 1주일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처치의 집단 간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사전 인지적 평가 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하

고 사후 인지적 평가에 대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6에서 제시하였다. 사후 인지적 평가의 결과를 살펴보면, 공변량인

사전 인지적 평가와 사후 인지적 평가는 유의미하게 관계가 있었으며

(F(1, 85) = 203.288, p < .001, 부분 η2 = .71), 집단 간 처치의 효과가

변량원 SS df MS F η2

사후 SAM

공변량(사전SAM) 18328.891 1 18328.891 203.288*** .71

주효과(집단) 1199.603 1 1199.603 13.305*** .14

오차 7663.799 85 　

전체 497939.000 88 　 　

추수 SAM

공변량(사전SAM) 11413.989 1 11413.989 101.348*** 0.63

주효과(집단) 1031.933 1 1031.933 9.163** 0.13

오차 6757.327 60 　

전체 336823.00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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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인지적 평가 공분산분석(지시적심상화-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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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고(F(1, 85) = 13.305, p < .001, 부분 η2 = .14), 큰 효과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 1주일 후에 측정한 추수 인지적 평가 결과 역

시, 공변량인 사전 인지적 평가와 추수 인지적 평가는 유의미하게 관계

지시적 심상화
(n=59, 43a)

통제
(n=29, 20a)

M SD M SD

자기통제

사전 13.53 4.65 13.10 4.87

사후 15.20 4.07 12.41 5.21

추수 14.26 3.97 12.15 3.83

위협 　 　

사전 9.63 4.08 8.86 4.41

사후 11.29 3.82 9.90 4.35

추수 11.49 4.14 7.80 3.11

중요성 　 　

사전 9.20 4.29 8.52 4.54

사후 9.81 4.12 8.90 4.29

추수 11.07 4.42 8.20 4.42

통제불가능 　 　

사전 13.75 4.25 12.55 4.86

사후 14.85 3.67 12.34 4.86

추수 15.09 3.32 11.15 4.17

타인통제 　 　

사전 12.76 5.23 11.38 4.84

사후 14.07 4.57 12.07 5.20

추수 13.47 5.21 10.45 4.24

도전 　 　

사전 9.71 4.00 8.90 4.52

사후 11.78 4.46 9.28 5.02

추수 10.84 4.54 8.95 4.30
an = 추수 참여인원

표 37

인지적 평가 하위척도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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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으며(F(1, 60) = 101.348, p < .001, 부분 η2 = .63), 집단 간 처치

의 효과가 유의미하고(F(1, 60) = 9.163, p < .01, 부분 η2 = .13), 중간

효과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지적 평가의 하위 영역별로 변화를 분석하였다. 집단별 인

지적 평가의 하위 영역 기술통계는 표 37에 제시하였으며, 집단 간의 사

후 인지적 평가와 추수 인지적 평가의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

분산분석(ANCOVA)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8에 제시하였다. 결과

를 살펴보면, 사후 인지적 평가에서는 자기에 의한 통제 가능성, 통제불

가능성, 도전의 세 영역에서 지시적 심상화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추수 인지적 평가에서는 위협, 중요성, 통제불

가능성, 타인에 의한 통제가능성에서 지시적 심상화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타인 양육 심상화의 효과

연구문제 2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제 집단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지시

적 심상화를 실시한 IR 집단과 IRO 집단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타인 양

육 심상화를 추가적으로 실시한 경우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

하였다. 각 종속변인 별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후 추수

df F η2 df F η2

자기통제 1 15.187*** .15 1 2.851 .05

위협 1 1.844 .02 1 7.674** .11

중요성 1 .456 .01 1 5.788* .09

통제불가능 1 6.650* .07 1 10.565** .15

타인통제 1 2.117 .02 1 6.822* .10

도전 1 6.826* .07 1 .093 .00
*p < .05. **p < .01. ***p < .001.

표 38

인지적 평가 하위척도 공분산분석(지시적 심상화-통제)



- 111 -

1) 정서 변화

본 실험에서 주도심상화 이후 자기 양육 심상화를 실시한 IR 집단과

자기 양육 심상화 이전에 타인 양육 심상화를 실시한 IRO 집단의 정서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분석하고 표 39에 제시하였다. 먼저

긍정 정서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외상 기억 노출 이후에 측정한 사전

정서 평균은 IR 집단 17.14(SD = 5.27), IRO 집단 17.97(SD = 4.20)로

기저 정서에 비해 두 집단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치를 한 이후의 사후 정서 평균은 IR 집단 27.54(SD = 9.20),

IRO 집단 27.68(SD = 7.48)로 유사하게 상승하였으며, 추수정서도 유사

하게 나타났다. 사전 정서와 사후 정서의 차이는 IR 집단(M = 10.39, SD

= 8.77), IRO집단(M = 9.71, SD = 8.29), 추수 정서의 차이는 IR 집단

IR
(n=28, 21a)

IRO
(n=31, 22a)

M SD M SD

긍정 정서

기저정서 27.21 6.66 27.68 6.00

사전정서 17.14 5.27 17.97 4.20

사후정서 27.54 9.20 27.68 7.48

추수정서 17.48 5.34 17.68 4.18

차이1 10.39 8.77 9.71 8.29

차이2 1.43 5.18 -0.41 4.69

부정 정서

기저정서 20.21 7.47 18.81 7.64

사전정서 33.11 9.01 32.68 8.55

사후정서 19.68 6.53 22.90 7.94

추수정서 27.19 8.45 28.91 9.00

차이1 -13.43 9.87 -9.77 11.61

차이2 -6.38 8.84 -5.41 8.02
1차이 = 사후정서-사전정서, 2차이 = 추수정서-사전정서
an = 추수 참여인원

표 39

정서 변화 기술통계(IR-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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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SD = 5.34), IRO 집단 17.68(SD = 4.18)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부정 정서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 정서 평균은 IR 집단 33.11(SD

= 9.01), IRO 집단 32.68(SD = 8.55)로 기저 정서에 비해 상승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사후 부정 정서 평균은 IR 집단 19.68(SD = 6.53), IRO

집단 22.90(SD = 7.94)로 나타났고, 추수 정서 평균은 IR 집단 27.19(SD

= 8.45), IRO 집단 28.91(SD = 9.00)으로 사후에 IR 집단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나, 추수에는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집단별 처치의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정서와

그림 6. 긍정 정서 변화(IR-IRO)

그림 7. 부정 정서 변화(IR-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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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SS df MS F η2

긍정 추수정서

공변량(사전긍정) 173.097 1 173.097 9.052** .18

주효과(집단) 5.569 1 5.569 0.291 .01

오차 764.914 40 　

전체 14230.000 43 　 　

부정 추수정서

공변량(사전부정) 898.606 1 898.606 16.101*** .29

주효과(집단) 18.671 1 18.671 0.335 .01

오차 2232.450 40 55.811 　

전체 37043.000 43 　 　
**p < .01. ***p < .001.

표 41

추수정서 공분산분석(IR-IRO)

변량원 SS df MS F η2

긍정 사후정서

공변량(사전긍정) 238.810 1 238.810 3.592 .06

주효과(집단) 0.674 1 0.674 0.010 .00

오차 3722.928 56 　

전체 48939.000 59 　 　

부정 사후정서

공변량(사전부정) 31.753 1 31.753 0.591 .01

주효과(집단) 156.374 1 156.374 2.908 .05

오차 3011.063 56 　

전체 30147.000 59 　 　

표 40

사후정서 공분산분석(IR-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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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 정서의 공분산분석(ANCOVA)를 실시하였다(표 40, 41). 분석한 결

과, 사후 정서와 추수 정서에서 모두 두 집단의 효과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외상 정서 변화

기술통계(표 42)를 살펴보면 외상 기억 노출 후의 사전 외상 정서 평

균은 IR 집단 167.29(SD = 27.03), IRO 집단 164.13(SD = 29.24)로 나

IR
(N=28, 21a)

IRO
(N=31, 22a)

M SD M SD

사전 TAQ 167.29 27.03 164.13 29.24

사후 TAQ 143.71 38.41 149.29 30.88

추수 TAQ 144.81 37.07 144.86 38.17

차이1 -23.57 27.00 -14.84 15.50

차이2 -20.10 28.23 -19.95 25.82
1차이 = 사후정서-사전정서, 2차이 = 추수정서-사전정서
an = 추수 참여인원

표 42

외상 정서 변화 기술통계(IR-IRO)

그림 8. 외상 정서 변화(IR-IRO)

외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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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고, 처치 후의 사후 외상 정서 평균은 IR 집단 143.71(SD = 38.41),

IRO 집단 149.29(SD = 30.88)으로 나타났으며, 추수 외상 정서 평균은

IR 집단 144.81(SD = 37.07), IRO 집단 144.86(SD = 38.17)로 나타났다.

사전 외상 정서에 대한 사후 외상정서와 추수 외상정서의 차이를 살펴보

면, 사후 측정시에는 IR 집단이 더 큰 효과가 나타났으나 추수 측정시에

는 유사한 수준의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처치의

집단 간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외상정서와 추수 외상정서의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고(표 43), 두 집단의 유의한 효과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외상 정서의 하위 영역별로 변화를 분

석하였다. 집단별 외상 정서 하위 영역의 기술통계는 표 44에 제시하였

으며, 하위 영역별 집단간 효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분산분

석(ANCOVA)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45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

보면, 사후 외상 정서의 수치심 영역에서만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량원 SS df MS F η2

사후 TAQ

공변량(사전TAQ) 41625.877 1 41625.877 86.920*** .61

주효과(집단) 1084.457 1 1084.457 2.264 .04

오차 26818.224 56 　

전체 1337666.000 59 　 　

추수 TAQ

공변량(사전TAQ) 28150.020 1 28150.020 37.616*** .49

주효과(집단) 0.214 1 0.214 0.000 .00

오차 29933.809 40 748.345 　

전체 960130.000 43 　 　

***p < .001.

표 43

외상 정서 공분산분석(IR-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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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N=28, 21a)

IRO
(N=31, 22a)

M SD M SD

배신감

사전 25.54 5.84 25.39 5.99

사후 23.61 6.18 23.90 6.18

추수 23.48 6.75 24.14 6.29

자기비난

사전 26.36 9.98 24.10 9.35

사후 21.39 10.50 21.94 9.12

추수 22.81 12.13 18.09 6.68

공포

사전 35.50 10.44 35.52 8.32

사후 30.79 11.54 32.81 7.86

추수 30.52 12.37 31.45 10.19

소외감

사전 30.71 8.80 31.13 8.44

사후 26.93 10.17 28.48 9.83

추수 26.71 10.45 28.18 10.59

분노

사전 26.43 7.67 26.55 8.57

사후 23.32 8.83 23.45 8.34

추수 23.71 8.11 24.73 9.48

수치심

사전 22.75 5.76 21.45 6.24

사후 17.68 7.04 18.71 6.20

추수 17.57 6.72 18.27 5.79
an = 추수 참여인원

표 44

외상 정서 하위척도 기술통계(IR-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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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적 평가 변화

기술통계(표 46)를 살펴보면 외상 기억 노출 이후 사전 인지적 평가의

평균은 IR 집단 71.61(SD = 18.64), IRO 집단 65.84(SD = 15.41), 사후

인지적 평가 평균은 IR 집단 82.11(SD = 13.29), IRO 집단 72.39(SD =

14.31), 추수 인지적 평가 평균은 IR 집단 81.71(SD = 16.73), IRO 집단

70.95(SD = 15.96)으로 IR 집단이 IRO 집단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개선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R
(n=28, 21a)

IRO
(n=31, 22a)

M SD M SD

사전 SAM 71.61 18.64 65.84 15.41

사후 SAM 82.11 13.29 72.39 14.31

추수 SAM 81.71 16.73 70.95 15.96

차이1 10.50 12.99 6.55 10.39

차이2 10.95 13.10 6.23 11.90
1차이 = 사후정서-사전정서, 2차이 = 추수정서-사전정서
an = 추수 참여인원

표 46

인지적 평가 변화 기술통계(지시적심상화-통제)

사후 추수

df F η2 df F η2

배신감 1 0.162 .00 1 0.040 .00

자기비난 1 2.39 .04 1 .656 .02

공포 1 2.264 .04 1 .018 .00

소외감 1 .619 .01 1 .00 .00

분노 1 .00 .00 1 .06 .00

수치심 1 5.743* .09 1 .778 .02
*p < .05.

표 45

외상 정서 하위척도 공분산분석(IR-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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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의 집단 간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COVA)

을 실시하였고 표 4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후 인지적 평가에서만

집단간의 효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1, 56) = 6.237, p < .01, 부

분 η2 = .10).

변량원 SS df MS F η2

사후 SAM

공변량(사전SAM) 5825.668 1 5825.668 64.215*** .53

주효과(집단) 565.788 1 565.788 6.237** .10

오차 5080.365 56 　

전체 362107.000 59 　 　

추수 SAM

공변량(사전SAM) 5480.491 1 5480.491 40.101*** .50

주효과(집단) 437.278 1 437.278 3.200 .07

오차 5466.749 40 　

전체 261929.00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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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인지적 평가 공분산분석(IR-IRO)

그림 9. 인지적 평가 변화(IR-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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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인지적 평가의 하위 영역별로 변화를 분석하였다. 집단별 인

지적 평가의 하위 영역 기술통계는 표 48에 제시하였으며, 집단 간의 사

후 인지적 평가와 추수 인지적 평가의 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

IR
(N=28, 21a)

IRO
(N=31, 22a)

M SD M SD

자기통제

사전 13.68 4.97 13.39 4.42

사후 16.18 3.92 14.32 4.06

추수 15.52 4.24 13.05 3.36

위협

사전 10.43 4.55 8.90 3.53

사후 12.43 4.23 10.26 3.14

추수 12.43 4.26 10.59 3.90

중요성

사전 9.71 5.18 8.74 3.32

사후 9.46 4.00 10.13 4.26

추수 11.33 4.70 10.82 4.23

통제불가능

사전 13.89 4.65 13.61 3.91

사후 15.50 3.68 14.26 3.61

추수 15.62 3.90 14.59 2.65

타인통제

사전 13.64 5.77 11.97 4.64

사후 15.21 4.52 13.03 4.44

추수 14.62 5.49 12.36 4.80

도전

사전 10.25 4.33 9.23 3.69

사후 13.32 4.93 10.39 3.51

추수 12.19 4.78 9.55 3.97
an = 추수 참여인원

표 48

인지적 평가 하위척도 기술통계(IR-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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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배치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9에 제시하였

다. 결과를 살펴보면, 사후 인지적 평가와 추수 인지적 평가 모두 자기에

의한 통제 가능성과 도전의 두 하위 영역에서 IR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추수

df F η2 df F η2

자기통제 1 6.960* .11 1 5.76* .13

위협 1 2.831 .05 1 .467 .01

중요성 1 2.046 .04 1 .293 .01

통제불가능 1 1.967 .03 1 .667 .02

타인통제 1 2.062 .04 1 .680 .02

도전 1 7.399** .12 1 6.66* .14
*p < .05. **p < .01. ***p < .001.

표 49

인지적 평가 하위척도 공분산분석(IR-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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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복합 PTSD 위험군의 외상 기억 처리에 있어서 지시적

심상화 개입이 자가 치료방식으로 제공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사전 스크리닝 설문 분석에는 총 376

명의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그 중 132명이 복합 PTSD 위험군으로 선

별되었는데 이는 전체의 35.1%에 해당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유

병율을 살펴보면, 일반 성인 여성의 유병율에 대한 연구(Resnick et al.,

1993)에서는 대인간 외상 경험으로 인한 복합 PTSD의 평생 유병율은

31～39%에 이르고, 비대인간 외상경험으로 인한 단순 PTSD의 유병율은

9%에 이른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복합 PTSD 진단 도구를

활용한 자료는 아니었으며, 자기 보고식 SIDES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임

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van Dijke et al., 2012)에서 38%, 보스니아 난

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Palic & Elklit, 2014)에서 3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위험군의 비율은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유병율과 유

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상이 일반 성인인 것을 고려했을 때는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다. 복합 PTSD에 대한 합의된 진단기준과 국내에서 타

당화된 진단 도구가 마련되어 국내에서도 복합 PTSD의 유병율에 대한

연구가 실시된다면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전

설문 참여자들이 살면서 겪은 외상 경험 유형을 살펴본 결과, 복합

PTSD 위험군은 비위험군에 비하여 대인간 외상의 비율이 1.87배 높게

나타났으며, 외상 유형의 순위에 있어서도 대인간 외상에서 상위 순위가

나타났으며, 비위험군의 경우에는 비대인간 외상에서 상위 순위가 나타

났다. 이는 반복적, 지속적인 대인간 외상 경험으로 인하여 복합 PTSD

가 발생하게 된다는 기존의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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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의 결과는 복합 PTSD 위험군 중 88명의(IR 집단 28명, IRO

집단 31명, 통제 집단 29명)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1주 후의 추수 측정

결과는 63명의(IR 집단 21명, IRO 집단 22명, 통제 집단 20명)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복합 PTSD 위험군의 지시적 심상화

개입이 자가 치료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정서, 외상

정서, 인지적 평가에서 큰 효과 크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PTSD를 위한 IBI 프로그램이 통제 및 대기자 집단에 비해 큰

효과를 가진다는 메타분석 결과(Kuester, Niemeyer, & Knaevelsrud,

2016)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시적 심상화가 복합 PTSD 위험군

의 외상 기억 처리에 효과적이라는 임상적 근거이며, 동시에 자가 치료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에도 유용하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문제와 가설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과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1을 확인하기 위해 IR 집단과 IRO 집단이 포함된 지시

적 심상화 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하여 지시적 심상화의 자가 치료 효과

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시적 심상화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긍정

정서가 더 증가하고 부정 정서가 더 감소한 결과가 나타나 가설 1-1을

지지하였다. 지시적 심상화 집단이 사후 긍정 정서가 더 높고 사후 부정

정서가 더 낮게 나타났고, 집단간의 차이는 큰 효과 크기의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실험 1주 후에 측정한 추수 정서에서는 부정 추수정서에서만

큰 효과 크기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는 서로

독립적인데, 긍정 정서가 높다고 해서 부정 정서가 낮다거나, 부정 정서

가 높다고 해서 긍정 정서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Watson &

Tellegen, 198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기저 정서에 비해 외상 기억 노

출 이후 긍정 정서가 감소하고 부정 정서가 증가하였다가, 지시적 심상

화 이후 기저시 측정한 정서와 유사한 상태로 변화하였다는 것은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에 모두 효과를 가지며, 외상 노출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지만 개입 과정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추수 측

정의 결과가 부정 정서에서 더 잘 지속되는 것을 보았을 때, 지시적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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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 개입이 부정 정서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9분의 심상 재각본 처치를 실시한 Hagenaars &

Arntz(2012)의 연구에서는 불안, 두려움, 슬픔, 분노를 측정하였는데 부

정 정서의 감소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외상

기억을 활용하지 않았으며, 심상 재각본 단계도 구체적인 지시가 주어지

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Whtson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외상 경험을 자극으로 활용하였고 본 연

구와 같이 PANAS를 활용하여 정서를 측정하였으며, 긍정정서에서는 집

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정 정서에서는 회피 심상화와 용서 심상

화가 복수 심상화에 비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 결과들

이 외상 자극에 대한 정서 변화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심상

재각본 과정에서 어떠한 외상 자극을 활용하였는지, 어떠한 내용의 지시

로 심상화를 했는지에 따라 정서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개인의 외상 기억을 활용하였으며, 기존

연구들에 비해 IR의 기본적인 단계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시하도

록 한 점에서 부정 정서 감소에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두 번째로, 지시적 심상화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외상 정서가 더

크게 감소하여 가설 1-2가 지지되었다. 지시적 심상화에서 외상 정서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집단간 차이는 사후 외상 정서에서 큰 효과 크기로,

추수 외상 정서에서 중간 효과 크기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외상 경

험에 대한 인지적 평가는 외상으로 인한 2차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 지시적 심상화 과정은 외상 경험에 대한 인지적 도식의 개선에 영향

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과정이 외상 정서를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의 결과들과 비교해보면 특정한 외상 에피소드에 대한

외상 정서 변화를 확인한 연구는 드물지만, Arntz et al.(2007)의 연구에

서는 PE와 IR을 결합한 집단에서 PE 단독 집단에 비해 분노, 수치심,

죄책감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외상 정서 감소에 있어 본 연구와 유

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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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low, Turow, & Gerhart(2017)의 연구에서는 외상과 관련한 부정적

정서가 아동기 학대 경험, PTSD 증상과 정적 상관이며, 자기 자비와는

부적상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합 PTSD 위험군의 외상 경험에

대한 외상 정서가 높게 나타나고, 자기 양육 심상화 과정을 거쳐 감소하

게 된 것을 설명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DePrince, Chu, &

Pineda(2011)의 연구에서는 외상 정서의 하위 정서가 PTSD, 해리, 우울

증상과 관련되는지를 분석하였고, 소외감은 PTSD, 해리, 우울 증상과 연

결되었고, 자기비난은 우울과, 수치감은 PTSD와, 배신감은 해리와 연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외상 정서는 대인간 외상, PTSD 증상, 해

리, 우울 증상 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시적 심상화 개입이 외상 경험

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는 이후의 증상 완화와도 연

결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개의 하위 척도(배신감, 자기비난, 공포,

소외감, 분노, 수치심)에서 모두 유의한 효과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수

치심에서 큰 효과 크기가 나타났고, 공포, 자기비난, 분노, 배신감에서 중

간 효과 크기가 나타났다. 추수 외상정서에서도 분노, 수치심, 공포, 자기

비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치심은 외상 치료에서 주요하게 다

룰 필요가 있는데, Andrews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아동 학대 생존자

의 범죄 관련 PTSD에서 수치심이 유일하게 독립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

으며, Amstadter & Vernon(2008)의 연구에서는 비대인간 외상에 비해

대인간 외상의 경우 수치심의 정서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수치

심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개인의 귀인양식이

며, 특히 반복적인 외상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외상 경험의 귀인을 자기

비난으로 연결시키기고 이로 인해 수치심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지시적 심상화 과정은 외상 경험에서 주도적인 대처를 상상하고 자

기를 위로하고 양육하는 상상을 하게 되며, 이 과정은 외상 경험에 대한

부정적 자기 귀인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인지적 재평가가 수치심 정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지시적 심상화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인지적 평가에서

더 높게 나타나 가설 1-3이 지지되었다. 통제 집단에서는 개입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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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추수 측정시에는 사전 측정시보다 감소

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와 달리 지시적 심상화 집단에서 인지적 평가

개선의 효과가 나타났고 1주일 후에도 비슷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사후 인지적 평가에서 큰 효과 크기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고, 추수 인지적 평가에서는 중간 효과 크기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지시적 심상화 단계 중 주도 심상 작업은 외상 경험에 대해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외상 경험에 대해 ‘내가 통

제할 수 없었고’,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며,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었다’는 기존의 평가와 달리, 주도 심상화를 통해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며, 가해자를 막거나 피하는 심상화를 통해 자기 귀인을 줄이고,

무언가 대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연구 참여자의 인지 평가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PTSD 증상과 크게 관련되며(Cromer and

Smyth, 2010), 외상 생존자는 그들의 인지적 평가를 바꾸는 과정을 통해

PTSD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Price, MacDonald, Adair, Koerner, &

Monson, 2016). 외상과 관련된 생각이나 부정적인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

이 PTSD 증상과 우울의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Schumm et al., 2015; McLean, Yeh, Rosenfield, and Foa, 2015). 그러

므로 지시적 심상화 개입이 인지적 평가를 개선한다는 결과는 이후의

PTSD 증상과 우울의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지적

평가의 하위 척도(자기통제, 위협, 중요성, 통제불가능, 타인통제, 도전)를

분석한 결과, 사후 인지적 평가에서는 자기통제에서 큰 효과크기, 통제불

가능성과 도전에서 중간효과 크기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추수 인지

적 평가에서는 통제 불가능성에서 큰 효과크기가, 위협, 타인통제, 중요

성에서 중간효과 크기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측정과 추수 측

정의 결과가 다소 상이하지만, 다른 하위 척도에 비해 자기 통제와 통제

불가능성 등 통제감과 관련한 척도에서 높은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감은 스트레스성 생활 사건에서 신체적, 정신적 안녕감

(well-being)의 강한 예측요인이며, 심리적 적응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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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되어 왔다(이성진, 조용래, 2009). 기존의 이론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더 적응적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Frazier, Berman & Steward

(2001)는 과거/현재/미래의 통제감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시간적인 모델

(temporal model)’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따라 살펴보면, 지시적 심상

화 과정을 통해 과거 경험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심상화 경험은 현재나 미래의 외상 사건에 대해서도 스스로 통제감을 가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Park & Blumberg(2002)의 연구

에서는 외상 경험에 대해 비구조화 글쓰기를 실시하였는데, 중심성, 통제

가능성, 위협에서 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설지윤(2018)의

연구에서는 대인간 외상에 대해 구조화 글쓰기를 실시하였고 자기통제에

서만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외상 경험에 대한 처치 횟수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기존의 연구에 비해

지시적 심상화 개입이 인지적 평가에 있어 더 다양한 하위 척도에서 효

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타인 양육 심상화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IR 집단과 IRO

집단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분석하였고, 먼저 IR 집단과 IRO 집단이 정

서와 외상 정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2-1, 2-2는 지

지되지 않았다. 연구의 설계 과정에서 타인화 과정을 추가하는 것이 정

서적 활성화를 방해하여 정서 조절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

을 고려하였으나, 이와 다르게 타인화 과정을 추가해도 정서와 외상 정

서에서 효과가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는 타인화 과정을 실시하여도 정서

조절에서는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IR 집단

과 IRO 집단이 인지적 평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가

설 2-3이 지지되었다. IR 집단이 IRO 집단에 비해 인지적 평가 개선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사후 인지적 평가에서 중간 효과 크기의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하위 척도의 분석에서는 자기통제와 도전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타인화 과정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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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PTSD 위험군의 자기 양육 심상화를 촉진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

났다고 가정한다면, 타인화 과정이 연구자의 지시대로 잘 수행되지 않았

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실험 설계상 단회의 자가적 처치라는 방

법의 한계로 인해 타인 양육 심상화가 연구자의 의도대로 실시되지 않았

다면, 이 과정은 참여자의 외상 기억 처리 과정에 대한 집중을 감소시키

고 인지적으로 처리해야할 정보를 증가시켜 치료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후의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의도에 부합하게 지시가 수

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설계를 통하여 타인화 과정의 추가가 자

기위로와 양육을 촉진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IR 집단과 IRO 집단의 비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이론에서 복합 PTSD 내담자가 상대적으로 자기 비난과 자기혐오로 인

해 자기 양육 심상화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가정을 도출할 수 있

는데, 이러한 가정과 달리 예상보다 복합 PTSD 내담자가 주도 심상화

및 자기 양육 심상화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

질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IR 집단과 IRO 집단이 심상 지시에 부합하

게 수행했는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복합 PTSD

위험군인 참여자들이 타인화 심상을 하지 않아도 자기 양육 심상화를 수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타인

화 과정 없이 자기 양육 심상화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참여자가

IR 집단의 실험을 중도탈락 하지 않고 마쳤기 때문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절차를 끝까지 수행한 경우에만 데이터가 수

집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중도 탈락한 참여자의 데이터는 결과 분석

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 실험 참여 안내를 보낸 후 끝까지 실험에 참여

한 비율은 IR 집단이 68%, IRO 집단이 81%, 통제 집단이 83%로 나타

났는데, IR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난 이유로 심상화 과

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중도에 탈락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IR 집단과 IRO 집단에서 외상 경험과 복합 PTSD

의 점수가 실험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고, 외상 경험 점

수가 비참여 집단에서 더 높았으며, 참여/비참여 집단 간에 유의하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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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외상 경험이 높은 참여자가 IR 집단의

개입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중도 탈락한 경우가 많다면, 이는 IRO 집단

에서 타인화 심상을 추가하는 것이 치료적 효과와는 별개로 자기 양육

심상화를 수행하는데 있어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시

적 심상화 개입을 자가 치료로 적용하는데 있어 참여자의 자기비난이나

자기혐오 수준에 따라 다른 과정을 제시하여 외상 기억을 처리하도록 하

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상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하는 외상의 치료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의의 및 시사점을 가진다. 먼저 본 연구는 최근 점차 주목

을 받고 있으며 진단 분류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복합 PTSD 위험

군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복합 PTSD는 높은 유병율(3

1～39%)과 다양하고 복잡한 증상으로 인한 내담자의 고통이 큰 정신장

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신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 연구

가 수행되고 있으며, 복합 PTSD의 개념 및 진단 기준, 진단 도구에 대

한 학자들의 합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

다. 특히 국내에서는 복합 PTSD 진단 근거를 통하여 선별된 위험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복합 PTSD의 치료에 대한 연구에서도 과학

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실정에서 복합 PTSD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며, 위험군의 치료에 초점을

둔 연구를 수행한 것이 상담학 연구에 있어 주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복합 PTSD의 유병율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위험군 비율(35.1%)은 임상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

며, 위험군의 외상 유형 분석 및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에 대한 자료

역시 임상과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복

합 PTSD 위험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시적 심상화 처치를 적용하였다

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외상 기억의 처리에 대해서는 PE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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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광범위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오고 있으나 PE 치료만 실시하

는 경우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IR 치료 집단에 비해 높다는 연구 결과

가 제시되어 왔다. 단순 PTSD와 달리 복합 PTSD의 치료에서는 가까운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한 외상 기억에 대해 노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더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복합

PTSD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지시적 심상화는 내담자가 외상 기억

노출 과정에서 겪게 될 심적 고통을 줄일 수 있으며, 상담자 역시 기존

의 PE에 비해 개입을 시도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에서도 지시적 심상화 처치를 한 IR, IRO 집단의 부정 정서와 외상 정

서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지시적 심상화가 복합

PTSD 내담자의 외상 기억 처리에 적합한 기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또한 기존의 IR 치료에서 실시하는 2단계 작업이 복합 PTSD 내담

자의 특성상 어려울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타인화 심상을 추가하였고, 분

석한 결과 정서 조절의 측면에서는 효과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인지적

평가에서는 기존의 IR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평가에서

차이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자기 위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개입을 추가하

는 것이 정서 조절의 효과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심상화

지시를 할 때 내담자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기존의 대면 치료의 단점을 고려하여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자가 치료적 처치를 실시하고 그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먼저 외상 치료에 있어서 비대면 방식으로 실험을 설계

했다는 점이 이후 연구의 발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외상, 특히 복합

외상 기억의 노출과 지시적 심상화 처치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는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개방하기 어려운 내용을 표현해야하는

데 이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와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의 지시문과 음성 지시를 통하여 자신의 외상 기억

을 기술하고, 주도 심상 및 자기 양육/타인 양육 심상을 기술하는 것은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더 진솔하고 개방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하는 장

점을 가진다. 또한 연구를 수행하는 절차의 용이성에도 도움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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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처치에 대한 실험 연구는 내담자와 일대일로 대면하여 실시하게 되

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실험 수행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입해야하

고, 이러한 이유로 치료적 처치에 대한 실험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못하

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실험 방식은 참여자와 연구

자가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연구 수행이 용이할 수 있어 치료적 처치의 효과 및 메커니즘 연구를 발

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임상적으

로도 의의를 가지는데,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상 기억 노출과 처리에 있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30분 이내의 처

치 이후 부적 정서와 외상 정서가 감소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실험

이후 심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추가적인 심리적 개입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기반의 지시적 심상화가 자가 치료로써 가능한 대

안이 될 수 있고, 대면 치료에 비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을 제시한다. 외상 기억 처리 과정이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염려로 인해 상담 외의 장면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외상 기억 처리 과정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연습, 과정 이후의 안전한 대처 등이 마련된다면 상담 장면과 더

불어 자가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치료 기간을 단

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치료 방식이 활성화된다면, 시

간적·거리적 제한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내담자를 위해서도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앱 기반

의 심리치료나 가상 현실(VR)을 활용한 노출 등이 더 각광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심리 치료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

여 치료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기존의 외상 치료 연구들은 주로 치료 패키지를 장기간 실시

한 무작위 통제 설계로 수행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다르게 구

조화시킨 치료적 요소를 단회 처치하여 즉시적 효과와 추수 효과를 확인

하였다. 기존의 연구 방식은 치료 패키지의 효과를 비교하는데는 적합하

지만, 치료 패키지에서 핵심이 되는 치료적 요인 자체의 효과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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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고, 통제하기 어려운 여러 변인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미 IR

치료 패키지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어 있으므로, 좀 더 세분화하여 핵심

적인 치료 요소가 가지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IR

치료에서 지시적 심상화라는 핵심적인 요소를 실험적 처치로 구성하였으

며, 이것이 외상 기억의 처리에 있어 정서, 외상 정서, 인지적 평가에 직

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실험 설계는 지시적 심상의 내용을 변화시키거나 단계를 달리 하

였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

될 수 있다.

제 3 절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

시적 심상화를 실시한 IR, IRO 집단을 비교한 결과 IR 집단이 인지적

평가에서 더 효과적이나, 실험에 끝까지 참여한 비율은 더 낮게 나타났

다. 이에 대해 IR 집단의 참여자들이 실험 과정에서 더 크게 어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어떠한 이유로 실험을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타인화 과정을 추가하는 것이 자기 양육 심상화를 용

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심상화 과정에

서 느끼는 어려움을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하거나, 중도 탈락한 시점이

기록되도록 설계를 보완하거나, 탈락한 경우 원인을 기술하도록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 장애의 특성이나 연구자의 관심

에 따라 심상 지시나 단계를 달리하는 경우 효과의 차이뿐 아니라 중도

탈락 여부나 시점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한다면 더욱 임상적인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 처치를 단회 실시한 후 나타나는 변화

를 측정하고 1주일 후에도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도록 실험을 설계하였는

데, 이는 장기 효과로 연결시키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치료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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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한 연구가 아닌 경우에도 외상 글쓰기 등 구조화된 실험적 처치

를 여러 차례 실시하고 그 효과의 시간적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 지시적 심상화 개입을 여러 차례 실시

하고 단기적 효과와 시간에 따른 변화, 장기적 효과를 분석한다면 증상

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입의 빈도에

따라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외상 기억 처리를 위해 몇 차례의 개입

이 요구되는지 등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임상적으로도 유의미한 근거

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자가 치료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의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이 방식으로 인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온라인 기반 실험에 익숙한 연령대가 주로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서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가 20～30대에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모집 과

정에서도 주로 대학의 온라인 게시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활

용하였는데 이러한 모집 방법으로 인해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가 연구

에 참여하기보다는 20～30대의 연령층에서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 성인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

한 비대면으로 실시한다는 점은 자기 개방에 있어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연구 절차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연구 지시에 부합하지 않는 수행

을 하는 것에 대해 연구자가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는 연구 결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

를 대상으로 복합 PTSD 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해 실험 수행이나 모집

방법을 다르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온라

인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실험을 실시한다면 참여자가 지시에 적

합한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 연구자가 좀 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네 번째로, 외상 기억 처리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

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외상 기억을 떠올리고 구체적

으로 상상하는 과정은 연구 참여자에게 부정적인 정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실험 과정에서 외상 기억 노출 이후 긍정 정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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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부정 정서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적 처치 이후

평균적으로 부정 정서와 외상 정서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모든 참여자의

부정적인 정서 영향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실험 이후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험 이후 그라운딩 작업을 선택적으로 실시하거

나 필요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으나, 참여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대처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고 도움 요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도 참여자가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영향과 그에 대한 대처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 외상 정서, 인지적 평가를 측정하는데

있어 자기 보고식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측정 방식으로 인해 자기

보고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후의 연구에서는 생리적 측정, 뇌의 신

경학적 측정 등 객관적인 지표로 분석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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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문

연구 참여자 모집

다음과 같은 연구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연구 과제명 

외상 기억 회상 및 상상의 구체화 수준에 따른 정서 변화

연구 책임자명 

이정민(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연구 목적 :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외상 기억을 회상하고 상상하는 

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법을 활용할 때 구체적으로 

떠올릴수록 정서 변화에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연구입니다.

참여자 선정조건 :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인 중 사전 설문을 실시하여 

본 실험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참여 내용 : 사전 설문은 149문항으로 30분 내외로 실시합니다. 본 실험 

참여는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30분~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참여 내용은 

기억 회상, 상상 과제가 3~4회 실시되며, 떠올린 회상과 상상 내용을 

기술하게 됩니다. 실험 시작 시 20문항, 실험 과정 중 101문항, 실험 

종료 시 101문항의 설문도 실시하게 됩니다. 본 실험에 참여한 경우 

1주일 후 추수 측정으로 외상 기억을 떠올리고 101문항의 설문에 

응답하는 과정이 실시됩니다.

참여기간 및 장소

1) 기간 : 2019년 4월 ~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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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 : 온라인 참여

* 참여 시 사례 : 사전 설문 2,000원 상당의 기프티콘 증정

            본 실험 참여시, 1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증정

            추수 측정 참여시, 3,000원 상당의 기프티콘 증정

* 참여 방법 : 

① 연구 참여자 설명문 및 동의서 링크 직접 접속하여 신청

   - 연구참여자 설명문 및 동의서 링크 : 

     https://goo.gl/forms/M5IAzDosb3Fse5Ld2

or ② 연구자에게 참여 신청 문자/메일 발송

      (010-2***-4***, s******@snu.ac.kr)

본 연구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하십시오.

이름: 이정민       전화번호: 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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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연구 과제명 : 외상 기억 회상 및 상상의 구체화 수준에 따른 정

서 변화

연구 책임자명 : 이정민(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이 연구는 외상 기억 회상 및 상상의 구체화 수준에 따른 정서 변화에 대

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

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이정민 

연구원(이정민, 010-2***-4***)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

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

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외상 기억을 회상하고 상상하는 기법이 많이 활용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법을 활용할 때 구체적으로 떠올릴수록 정서 변

화에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연구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400명에게 사전 설문 및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본 실험 참여자로 선정된 

120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본 실험 참여자는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 위험군으로 선별된 참여자가 선정됩니다.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의 진단은‘극단적 스트레스 장애를 위한 자기보고식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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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reported Inventory for Disorders of Extreme Stress; SIDES-SR)’를 

활용하며, 6개의 하위 영역별로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에, 

총 6개의 진단 준거 중 3개 이상에 해당되면 복합 PTSD로 진단하게 됩

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

다.

1) 귀하는 총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전 설문(149문항)에 응답하

시게 됩니다. 설문 제출 후 10일 이내에 본 실험 참여자로 선정되었

는지 연락을 받게 됩니다.

2) 본 실험은 총 30~40분 정도가 소요되며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본 실험에 참여를 응하시게 되면, 먼저 5분 미만의 시간이 소요되는 

설문(20문항)에 응답을 하시게 되고 이후에 음성으로 지시되는 과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3) 음성 지시는 과제당 2분 정도의 지시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정된 

집단에 따라 총 3~4개의 과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

는 과거의 외상 기억을 떠올리는 회상 과제를 실시하며, 떠올린 내용

을 글쓰기로 적은 후 설문(101문항)을 실시합니다.

4) 그 다음 절차로 외상 기억에 대한 지시적인 중재를 실시하는 심상화

(상상) 과제를 집단에 따라 2~3개 실시하게 되며, 마치신 후에는 설문

(101문항)에 응답을 하시고 모든 실험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5) 실험이 끝나면 실험에 대한 사후 안내를 드립니다.

6) 본 실험에 참여한 분들에게 1주일 후 추수 측정 안내를 드립니다. 추

수 측정은 본 실험과 동일한 외상 기억을 떠올린 후 설문(101문항)에 

응답하시는 과정으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사전 설문 30분, 본 실험 30~40분, 추수 측정 10분으로 총 1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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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20분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

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작성을 중단

하시거나 혹은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 참여를 중

간에 그만두는 경우 자료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에 참여했을 때 예상되는 특별한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

다. 그러나 사전 설문 실시 및 외상 기억 회상 및 상상 과제에서 다소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되었다면, 사전 설문 과정이나 본실험 및 추수 측

정 과정을 마친 이후에 제공되는 그라운딩(정서안정 개입)을 실시해주시

기 바랍니다. 선택적으로 원하는 분만 참여하시는 사항이며, 정서를 안

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4분짜리 음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이 대면 면담을 통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

실 수 있도록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입 이후에도 부정적인 영향

이 지속된다면, 적절한 심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기관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외상 기억의 회상과 상상

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기초적 자료 제공에 기여할 수 있습니

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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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이정민(010-2***-4***)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휴대연락처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이정민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자료를 암호화하는 

방법으로 보관이 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

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에 따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

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

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

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

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사례가 지급됩니다. 

사전 설문 참여시 2,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증정될 것입니다.

본 실험 참여시 1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증정될 것입니다.

추수 측정 참여시 3,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증정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이정민              전화번호:     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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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라  인  동  의  서

연구 과제명 :  외상 기억 회상 및 상상의 구체화 수준에 따른 정서 

변화  

연구 책임자명 : 이정민(서울대학교 교육학과, 010-2***-4***)

1. 나는 연구 참여자용 설명문를 읽었으며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습

니다. 

2.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

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

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

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

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

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온라인 설문 조사 실시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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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사전 스크리닝 설문지

1. 성명(예: 김연구)

  ___________________

2. 생년월일(예: 891203)

  ___________________

3. 성별

  ￮ 남      ￮ 여

4. 핸드폰 연락처(예: 0101234567)

  ___________________

5. E-Mail 주소(예: s******@snu.ac.kr)

  ___________________

6. 상담 및 심리치료를 몇 회기 정도 경험하였습니까?(예: 20회기)

  (대략적인 회기수를 입력해주세요. 경험이 없으시면 0이라고 입력해주시면 됩니

다.)

  ___________________

7. 심리적인 이유로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8. 현재 상담 및 심리치료,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9.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해주셨으므로, 연구 신청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수집하는 정보는 본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연구가 끝난 

후 1년 이내에 폐기될 예정입니다.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는 자료 수집 및 참여 사례 지급이 끝난 후 바로 폐기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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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졸업

  ￮ 석사 수료 및 졸업

  ￮ 박사 수료 및 졸업

10.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미혼

  ￮ 기혼

§ 외상 체크 리스트

당신이 직접 겪었거나 간접적으로 겪은 것에 전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응

답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전쟁에 참가, 전쟁터에서 생활

￮ 홍수, 지진, 태풍, 해일, 산사태 등

￮ 화재/폭발 사고, 건물/다리 붕괴, 교통사고(자동차/열차/선박/비행기/오토

바이 사고 등)

￮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질환이나 질병

￮ 가정 내 부모 또는 형제자매에 의한 심각한 신체적 폭행

￮ 학창시절 또래에 의한 심각한 신체적 폭행

￮ 배우자에 의한 심각한 신체적 폭행

￮ 모르는 사람에 의한 범죄(강도, 납치, 흉기 위협 등)으로 인한 신체적 폭행

￮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행(강간, 강간 시도 등)

￮ 가족에 의한 성폭행(강간, 강간 시도 등)

￮ 친척이나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행(강간, 강간 시도 등)

￮ 18세 이전에 5살 이상 많은 사람과 성적인 접촉(성기 접촉, 가슴 접촉 등)

￮ 부모에 의한 심한 욕설, 협박, 무시, 무관심

￮ 가정 내 부모 혹은 형제자매간의 반복적인 심각한 싸움 목격

￮ 학창시절 또래에 의한 심각한 괴롭힘, 집단따돌림, 협박

￮ 배우자의 심한 욕설, 협박, 무시, 무관심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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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외상 경험 척도)

다음은 당신의 18세 이전의 경험을 나타낸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숫자에 √ 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없었

다

한두번 

혹은 

거의 

없었다

가끔 

그랬

다

자주 

그랬

다

1
나는 주로 안전한 분위기에서 자랐고 가족의 관심을 

받고 자랐다.
� ① ② ③

2
나를 아침에 깨워서 학교에 가는 것을 봐주는 사람

이 있었다.
� ① ② ③

3
나는 운동, 취미, 학교생활, 직장이나 다른 활동 같

은 것에서 능숙했다.
� ① ② ③

4 나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 ① ② ③

5
나는 적어도 한명 이상의 친한 형제나 자매가 있었

다.
� ① ② ③

6
나의 가족 중 누군가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나에게

까지 관심이 가지 않았다.
� ① ② ③

7 내가 살든, 죽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 ① ② ③

8
집안의 힘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

가 가족 외에 있었다.
� ① ② ③

9 부모님은 내가 듣기 거북한 비밀을 이야기하곤 했다. � ① ② ③

10 부모님은 이혼했거나 따로 살았다. � ① ② ③

11 혈연이 아닌 사람과 살았다(양부모 혹은 친척 등). � ① ② ③

12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죽었다. � ① ② ③

13
나는 심각한 병이 있거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

다.
� ① ② ③

14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매우 아팠거나, 사고가 났거

나, 입원을 해야만 했다.
� ① ② ③

15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사고, 싸움, 범죄 등에서 심각

하게 상처를 입었거나 폭력으로 죽은 것을 보았거나 

소식을 들은적이 있다.

� ① ② ③

16 부모님 눈에는 내가 무엇을 해도 성에 차지 않았다. � ① ② ③

17 가족 중 누군가 모욕적인 호칭으로 나를 불렀다. � ① ② ③

18
우리 가족 내부의 규칙은 분명하지 않았고 비일관적

이었다.
� ① ② ③

19 내가 받은 벌이 정당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 � ① ② ③

20
부모님이 싸울 때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며 다퉜다.
� ① ② ③

21
나는 거의 집 밖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아무도 내가 

어디있는지 알지 못했다.
� ① ② ③

22 가족 중 누군가가 술, 담배, 도박 등과 같은 것에 빠 �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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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통제할 수 없었다.

23
나는 집안에서 누군가가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본 적 있다.
� ① ② ③

24 가족의 누군가가 폭행을 당해 병원에 간 적이 있다. � ① ② ③

25 가족 중 누군가가 술이나 약물남용의 문제가 있었다. � ① ② ③

26 나는 술이나 약에 중독된 경험이 있다. � ① ② ③

27
나를 돌봐주던 사람들이 술이나 약에 중독되어 나를 

돌봐줄 수 없었다.
� ① ② ③

28
나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서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주먹으로 맞은 적이 있다.
� ① ② ③

29
나는 폭력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
� ① ② ③

30 나의 가족 외의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 적이 있다. � ① ② ③

31 나는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다. � ① ② ③

32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다(교통사고, 폭발, 범

죄, 사기 등).
� ① ② ③

33
자연재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홍수, 태풍, 화재, 지진 

등)
� ① ② ③

34 성적인 어떤 것을 보면서 무서움을 느낀 적이 있다. � ① ② ③

35
누군가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적으로 나를 건드리

거나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했다.
� ① ② ③

36 누군가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강요했다. � ① ② ③

37
누군가가 내게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신체적으로 위

협한 적이 있다.
� ① ② ③

38
나의 형제나 자매 중 누군가가 성적으로 나를 괴롭

혔다.
� ① ② ③

39
나는 그 밖의 극도의 두려움과 무기력, 공포를 느끼

는 위협적이고 잊지 못할 경험을 한 적이 있다.
� ① ② ③

40
나에게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어떤 끔찍한 일이 일

어났었다.
� ① ② ③

41

이 질문에 답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습니까? 

(심장이 두근거림, 기분이 우울해짐, 화가 치밀어 오

름, 얼굴이 화끈거림, 신경이 예민해짐 등)

�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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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

다음 질문들은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경험을 떠올리고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

각되는 답을 골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아니

다

대체

로아

니다

대체

로그

렇다

매우

그렇

다

1 사소한 좌절감에도 화가 나거나 쉽게 눈물이 난다. ① ② ③ ④

2
화가 나면 진정하기가 어렵거나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3
지속적으로 화가 나고 스스로 진정시킬 방법을 찾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거의 늘 화가 나 있는 기분이다. ① ② ③ ④

5 다른 사람을 해치는 생각이나 상상을 한다. ① ② ③ ④

6 화를 통제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람들이 알 것 같아서 걱정

한다.
① ② ③ ④

8 충동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안전에 대해 부주의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0 일부러 자신을 해치려고 한 적이 있다(예- 자해 등) ① ② ③ ④

11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2 성관계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3 일반적인 신체 접촉이 불쾌하다. ① ② ③ ④

14 성적인 접촉이 불쾌하다. ① ② ③ ④

15 성관계를 일부러 피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16 내가 원하는 것 보다 더 많이 성에 관한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17 나도 모르게 성적 충동에 이끌린다. ① ② ③ ④

18
내가 위험에 빠질 것을 알면서 위험하게 성관계를 한

다.
① ② ③ ④

19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스스로를 노출시킨다(예- 위험

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 가

는 것 등)

① ② ③ ④

20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기억나지 않거나 어떤 일이 있

었는지 혼란스럽다. 혹은 실제로 일어났는지 불확실하

다.

① ② ③ ④

21 일상생활 중 시간이 가는 것을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22 무섭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멍해진다. ① ② ③ ④

23
때때로 꿈을 꾸는 것처럼 삶이 매우 비현실적으로 느

껴진다.
① ② ③ ④

24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내 행동을 조정한다고 느

껴진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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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겐 실제로 어떤 영

향력이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6
내 마음 속에 무언가가 잘못되어서 고칠 수 없다고 느

낀다.
① ② ③ ④

27 모든 것에서 만성적으로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28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이 

창피하다.(다른 사람에게 나를 숨기거나 거짓 이야기

를 한다)

① ② ③ ④

29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매우 다르고, 분리된 것 같다. ① ② ③ ④

30
나의 상황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31 사람을 믿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32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33 대인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34 인생에서 계속 힘든 사건을 경험한다. ① ② ③ ④

35
내가 피해 입은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

게 상처를 준다.
① ② ③ ④

36
특별한 원인 없이 배가 아프거나 토하거나, 메스꺼움, 

설사, 폭식과 같은 문제가 있다.
① ② ③ ④

37
특별한 원인 없이 팔이나 다리, 등, 소변볼 때, 머리나 

다른 신체부위에서 만정적인 고통이 있다.
① ② ③ ④

38
특별한 원인 없이 숨이 가쁘거나 가슴 두근거림, 가슴 

통증,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으로 고통스럽다.
① ② ③ ④

39

특별한 원인 없이 기억, 목소리가 안 나옴, 눈앞이 흐

려짐, 기절, 발작, 근육의 마비나 근육통 문제로 고통

스럽다.

① ② ③ ④

40

특별한 원인 없이 성기가 아프거나, (남성의 경우) 발

기되지 않음, (여성의 경우) 월경 전에 심하게 긴장하

는 문제로 고통스럽다.

① ② ③ ④

41 미래에 대해 비판적이고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2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

다.
① ② ③ ④

43 일에서 만족을 느낄 수 없다. ① ② ③ ④

44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5 종교나 세상에 대한 믿음에 대해 변화가 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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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본 실험 안내 및 지시문

1. 성명(예: 김연구)

  ___________________

2. 본인 확인용 주민번호 앞자리(예: 900812)

  ___________________

3. 경품 발송용 핸드폰 번호(예: 01012345678)

  ___________________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분 정도 온라인 지시문을 통하여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집중해서 기억과 상상을 떠올려야하는 실험이므로, 30분간 아무도 없는 조용

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도 전화나 메

시지가 수신되지 않도록 방해금지 모드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실험이므로, PC나 스마트폰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험은 음성 안

내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나 이어폰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다가 중단을 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중단하셔도 괜

찮습니다. 30분의 실험을 마치신 분께는 감사의 의미로 10,000원 상당의 온

라인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음성 과제를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연구 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간단히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시고,

지시문에 따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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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 정서 측정(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실험 시작하는 지금 현재 자신의 감정은 어떠합니까?

§ 외상 기억 심상화 과제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흥미를 느끼는 ① ② ③ ④ ⑤

짜증스러운 ① ② ③ ④ ⑤

괴로운 ① ② ③ ④ ⑤

정신을 바짝 차린 ① ② ③ ④ ⑤

흥분된 ① ② ③ ④ ⑤

수치스러운 ① ② ③ ④ ⑤

마음이 상한 ① ② ③ ④ ⑤

충만한(생각이나 아이디어 등으로) ① ② ③ ④ ⑤

강한 ① ② ③ ④ ⑤

긴장한 ① ② ③ ④ ⑤

죄책감 드는 ① ② ③ ④ ⑤

결의에 찬 ① ② ③ ④ ⑤

겁에 질린 ① ② ③ ④ ⑤

주의 깊은 ① ② ③ ④ ⑤

적대적인 ① ② ③ ④ ⑤

조바심 나는 ① ② ③ ④ ⑤

열정적인 ① ② ③ ④ ⑤

활기찬 ① ② ③ ④ ⑤

자랑스러운 ① ② ③ ④ ⑤

두려운 ① ② ③ ④ ⑤

이 실험은 성인이 되기 이전에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았던 경험을 활용하여 

실시됩니다. 가족, 친구, 혹은 아는 사람에게서 상처 입었던 경험으로 

신체적인 폭력이나 폭언, 성적인 폭력, 무관심, 협박이나 배신, 이별이나 사

별, 따돌림, 싸움을 목격하는 등 충격적이거나 상처 받았던 하나의 에피소드 

장면을 선택하여 떠올리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떤 에피소드를 떠올리실지 하나의 에피소드를 선택해주시

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안내에 따라 기억을 떠올

리신 후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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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기억은 몇살 때의 기억입니까?(확실하지 않다면 대략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

2. 주위는 어떤 환경이었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였습

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그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기억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졌습니까?

  

6. 기억을 떠올리면서 느껴지는 마음의 고통은 어느 정도 입니까?

https://drive.google.com/open?id=1IdMiUnYekxUgJ6MoKq9ZQZXT8lyp

Z7JF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전혀

생생하지 않다.

매우

생생하다.

전혀 고통

스럽지 않다.

매우

고통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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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정서 측정(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그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느껴지는 감정이 어떠했는지 선택해주세요.

(문항은 중복되어 생략함)

§ 사전 외상 정서 측정(외상 정서 평가 척도)

앞에서 떠올리신 경험을 겪었던 당시나 떠올리면서 들었던 생각, 행동, 느낌을 가

장 잘 나타내는 정도에 표시해주세요.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가장 신뢰한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았

다.
① ② ③ ④ ⑤

2. 그 일이 일어난 데는 내게 책임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언제나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혼자인 것만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분노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졌

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서 상

처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안전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면이 텅 빈 것 같이 공허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폭력적인 충동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12. 마치 나의 내면이 더러운 것만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예: 부모, 배우

자,연인, 친구) 그 일에 책임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 일은 일어나

지 않았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두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16. 친구가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

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화가 났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당황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19.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위했다면 그렇게 행동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충분히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

이 일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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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

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냈다. ① ② ③ ④ ⑤

23. 그 일에 책임이 있는 대상은 사람이든 무엇

이든 다치게 하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혐오감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예: 부모, 배우

자, 연인, 친구) 나를 보호해주었어야 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그런 일을 당할만했다. ① ② ③ ④ ⑤

27. 마치 공포영화 속에 있는 듯 도망칠 수가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누구와도 교류가 거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언제든 공격하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수치심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31.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에게 실망했다. ① ② ③ ④ ⑤

33. 사람들은 내가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34.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단절해 버렸

다.
① ② ③ ④ ⑤

35. 분노는 나에게 힘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굴욕감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37.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38. 내가 나쁜 사람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늘 주위의 위험을 경계하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40. 누구에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41. 나는 복수하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어

버렸다.
① ② ③ ④ ⑤

43. 나는 죄책감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44. 내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45. 나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다. ① ② ③ ④ ⑤

46. 누가 내게 말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반격할 

상태였다.
① ② ③ ④ ⑤

47. 내가 뭔가 잘못했기에 그 일이 일어났던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48. 끔찍하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49.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50. 나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소리 지르거나 화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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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인지적 평가 측정(스트레스 평가 척도)

앞에서 떠올렸던 경험에 대한 현재나의 생각과 가까운 정도에 체크해주세요.

를 내곤 했다.

51.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나 스스로를 책

망했다.
① ② ③ ④ ⑤

52. 나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53. 나는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54. 뭔가 나쁜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

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그 사건(경험)을 다시 경험해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그 사건(경험)에 대처하는데 요구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그 문제를 극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그 문제를 감당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그 사건(경험)은 위협적인 상황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불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그 사건(경험)의 결과는 부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8. 그 사건(경험)은 나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그 사건(경험)은 나에게 중요한 사건(결과)이

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그 사건(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그 사건(경험)은 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

다.
① ② ③ ④ ⑤

12. 그 사건(경험)은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완전히 무기력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그 사건(경험)의 결과는 통제 불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그 사건(경험)은 누구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6. 그 사건(경험)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그 사건(경험)에 대처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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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화 음성 과제

1. IR 집단

1. 당신은 상상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3문장 이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당신은 어떤 곳으로 그 아이를 데려가고 싶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그 사건(경험)을 감당하기 위해 도움을 구할 

곳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그 사건(경험)을 대처할 때 활용가능한 자원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그 사건(경험)에 대처할 때 나를 도와 줄 사

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그 사건(경험)은 나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

다.
① ② ③ ④ ⑤

22. 그 사건(경험)과 맞서 싸워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3. 그 사건(경험)으로 인해 나는 더 강해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그 사건(경험)의 결과가 기대된다. ① ② ③ ④ 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안내에 따라 기억을 떠올

리신 후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2 과제: 주도 심상화)

https://drive.google.com/open?id=1IfDEwim8S-K9r8X8RACn5W3iy1Xc

sCBm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안내에 따라 기억을 떠올

리신 후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3 과제: 자기 양육 심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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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상 속에서 그 아이를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그 아이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당신은 상상 속에서 어떤 말을 해주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당신은 상상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주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IRO 집단

1. 당신은 상상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3문장 이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당신은 어떤 곳으로 그 아이를 데려가고 싶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안내에 따라 기억을 떠올

리신 후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2 과제: 주도 심상화)

https://drive.google.com/open?id=1IfDEwim8S-K9r8X8RACn5W3iy1Xc

sCBm

https://drive.google.com/open?id=1v0nWq_hoC7ppAsXkFwE6WuTmDC

koV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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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상 속에서 그 아이를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그 아이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당신은 상상 속에서 어떤 말을 해주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당신은 상상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주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상상 속에서 그 아이를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그 아이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안내에 따라 기억을 떠올

리신 후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3 과제: 타인 양육 심상화)

https://drive.google.com/open?id=1sWS3ZPSPFh_NUt_ScOOmZLnBgd

m6Aum0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안내에 따라 기억을 떠올

리신 후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4 과제: 자기 양육 심상화)

https://drive.google.com/open?id=12b43HVw_K1NB96isGQviUmIctflwG

g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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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당신은 상상 속에서 어떤 말을 해주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당신은 상상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주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통제 집단

1. 당신은 상상을 통해 어떠한 감각을 느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당신은 상상을 통해 어떠한 감정을 느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당신은 상상을 통해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안내에 따라 기억을 떠올

리신 후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2 과제: 감정, 감각, 생각)

https://drive.google.com/open?id=1buZVAdegq38E9TTMDztfluMjQUtL

KKh9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안내에 따라 기억을 떠올

리신 후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3 과제: 의미, 해석)

https://drive.google.com/open?id=1V6NmDfOGtL8UZtNJTYcsFwaOjsrt

Az3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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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은 상상을 통해 어떠한 의미나 해석이 떠올랐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당신은 상상을 통해 어떠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후 정서 측정(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음성 과제를 마치고 난 후 느껴지는 감정이 어떠한지 선택해주세요.(지금 현재)

(문항은 중복되어 생략함)

§ 사후 외상 정서 측정(외상 정서 평가 척도)

시작할 때 떠올렸던 상처 받았던 경험에 대해 지금 현재 드는 생각, 행동,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정도에 표시해주세요.

(문항은 중복되어 생략함)

§ 사후 인지적 평가 측정(스트레스 평가 척도)

음성 과제를 마친 후, 그 경험에 대한 지금 현재 나의 생각과 가까운 정도에 체

크해주세요.

(문항은 중복되어 생략함)

§ 실험 종료 안내

1.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집중하여 실시하였습니까?

2. 실험 과정을 끝낸 이후 정서적으로 고통스럽습니까?

이상으로 실험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래의 간단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사항)

혹시 정서적으로 영향이 크시거나, 원하시는 분께서는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그라운딩 작업"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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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라운딩을 실시하신 분만)그라운딩 이후 마음이 좀 더 편안해 지셨습니까?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실험을 마치신 후 정서적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분이나, 정서 안정을 원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음성에 따라 상상 작업을 해주시면 정서 안정에 도

움이 됩니다.

(그라운딩)

https://drive.google.com/open?id=1K4sGvBY9aMaaRVjQpF6snk8ONrU

OJTjs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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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디브리핑문

실험 사후 안내입니다.

1.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을 외상 기억회상과

상상의 구체화 수준이 정서 변화에 미치는 효과라고 안내하였으나, 실제 본 연

구의 목적은 외상 기억을 떠올린 후 심상을 재각본하는 개입의 치료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실험은 세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실험집단은 주도 심상화, 타

인양육 심상화, 자기양육 심상화의 세 가지 처치 과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비교

집단은 주도 심상화, 자기양육 심상화의 두 가지 처치 과제를 실시하였고, 통제

집단은 외상 기억에 대해 자유롭게 감각과 감정 및 생각을 떠올리기와 외상 기

억에 대한 해석 및 영향을 떠올리는 두 가지 과제를 실시하였습니다.

3. 외상 기억을 떠올리고 심상화하는 과제를 실시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실험

이후에 부정적인 정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되시면, 실험 종료시에 안내된 그라

운딩(정서 안정 개입) 작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연구자와 대면 상담

을 실시하여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으며, 필요시 상

담 및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과 관

련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연구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참여로 인해 외상 치료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기법에 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연구자에게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끝까지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립니다.

3개월 후, 실험종료 안내 문자를 드릴 예정입니다. 실험연구의 경우, 실험장면에

서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참여할 참여자들에게 실험내용이 미리 알

려질 경우,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소중한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오니, 이 점

을 양해해 주시고, 실험종료 안내 문자를 받으시기 전까지, 실험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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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사후 안내를 받으신 후, 연구에 참여하신 내용이 연구 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연구자에게 메시지를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자료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연구 참여를 철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은 연구 자료로 사용하지 않고 바로 폐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관련 문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이정민(010-2***-4***, s******@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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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lf-help treatment Effects of

Directive Imagery in Traumatic

Memory Processing in adults

at risk for Complex PTSD

Jung-Min, Lee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design was conducted

on-line to test the self-help treatment effects of directive imagery for

traumatic memory processing of complex PTSD risk group. In order

to screen the risk group of complex PTSD, data of 376 general adults

were analyzed using the complex PTSD diagnostic tool(SIDES-SR),

and 132 of them were at risk for complex PTSD. To examine the

effects of self-help treatment, the experimental processes were

presented as voice instruction tasks(3-4 phases), and self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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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s via online link. In a controlled study 132 adults at risk

for complex PTSD were randomly assigned to IR, IRO, and control

group. Directive imagery in IR group has developed based on core

steps of imagery rescripting therapy consisting of ‘mastery imagery’

and ‘adult-nurturing-child imagery’. And in IRO, ‘adult-nurturing–

other child’ imagery was added to test the effects of additional phase

tha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lex PTSD such as

self-hatred. Controls were instructed to freely express thoughts,

feelings, and interpretations after exposure to traumatic memory. To

examine the therapeutic effect, affect, trauma-related emotions, and

cognitive appraisal were measured after trauma memory exposure,

therapeutic intervention and 1-week follow-up.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variance analysis (ANCOVA)

for a total of 88 data(follow-up 63), and the effects of directive

imagery and 'othering' process were analyzed.

Directive imagery group including IR and IRO was found to be

more effective in affect, trauma-related emotions, and cognitive

appraisal than the control group. Directive imagery group showed

higher positive affect and lower negative affect at post-assessment

than control group, and the effects on negative affect persisted even

after 1 week. Trauma-related emotions and cognitive appraisal were

also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more effective in directive

imagery group, and the effects persisted even after one week. Among

the subscales, there was a large effect size on shame in

trauma-related emotions, and in the cognitive appraisal, the effect size

was higher on controllable-by-self and uncontrollable-by-anyon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othering' process between IR and

IRO, the difference of effect was not significant in affect and

trauma-related emotions, and the change of the cognitive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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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more efficacious in IR group. In conclusion, internet-based

directive imagery for traumatic memory processing of complex PTSD

risk group was more effective than non-directive imagery after

exposure, and adding othering phase did not differ in emotion

regul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counseling practice were discussed such as the research

of complex PTSD, the effect of directive imagery, and the application

to self-help treatment.

keywords : Complex PTSD, Self-help treatment, Traumatic

memory processing, Imagery rescripting, Trauma-related

emotions, cognitive appraisal

Student Number : 2014-3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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