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기 외상, 거부민감성, 정서인식명확성이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자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The Influences of Childhood Trauma, Rejection Sensitivity,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on Displaced Aggression

Lee Jayoung
Counseling Psychology Department of Hanyangcyber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 외상, 거부민감성, 정서인식명확성이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H 사이버대학교 성인 2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은 SPSS Win 25와 SPSS Process 
Macro를 통해 상관관계분석과 이중매개효과분석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외상, 거부민감
성은 전위공격성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인식명확성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아동기 외상과 전위공격성과
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은 간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인식명확성은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기 외상과 전위공격성과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은 이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전위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아동기 외상, 거부민감성, 정서인식명확성, 전위공격성, 이중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hildhood trauma, rejection sensitivity, 
and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on displaced aggression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208 
adults at H cyber university. Correlation analysis and double mediation effect analysis were performed 
through SPSS Win 25 and SPSS Process Macro,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ildhood trauma 
and rejection sensitivity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displaced aggression, and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displaced aggression, rejection sensitivity was found to indirectly mediate, but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did not.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displaced 
aggression, rejection sensitivity and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were found to be double-mediated.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to reduce the displaced aggression of those who 
have experienced childhood trauma.
Key Words : Childhood trauma, Rejection sensitivity,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Displaced 

aggression, Double mediation effec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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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가 복잡해지고 개인의 소외감이 증가함에 따라 살

인, 폭력 등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사람
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범죄로 ‘묻지마’ 범
죄를 들 수 있다. ‘묻지마’ 범죄란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등 
범죄의 대상이 불특정한 것을 의미한다[1]. 이러한 ‘묻지
마’ 범죄는 매년 50명 이상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번 발생하면 대부분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 자신에게 분노를 일으킨 대
상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한다는 점에서 ‘묻
지마’ 범죄는 전위공격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전위공격성이란 특정한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분노를 
그 사람과 무관한 제3의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여 공격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노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직접 
공격할 수 없을 때, 다른 대상 특히 힘이 약한 대상을 상
대로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3]. 이러한 전위공격성에 영
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아동기 외상을 들 수 있다[4,5]. 
아동기 외상이란 아동기에 정서적, 신체적 학대, 방임 등
에 노출되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
하며, 아동기에 이러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외상을 
통해 상당한 분노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이러한 분노는 아동기 외상 가해자에게 공격적 행동
으로 표출되기보다는 전위된 대상에게 표출된다. 즉 아
동기에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외상을 가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분노
를 억압하거나 힘이 약한 대상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
향이 있으며[7], 그 결과 아동기 외상은 전위공격성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8].

아동기 외상은 전위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영향을 
미쳐 전위공격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아동기 외상과 전위공격성과의 매개 변인으로 거
부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을 선정하였다. 거부민감성이
란 어린 시절 형성된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할 것
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모호한 단서에도 공격적이고 방
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9]  

아동기에 경험하는 신체적, 정서적 외상들은 대부분 
주 양육자의 거부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 즉, 아동기 외
상 경험자들은 아동기에 거부당한 경험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도 타인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거

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며 그 결과 거
부민감성이 높아진다[9,10]. 이러한 거부민감성이 높아
지면 거절에 대한 예기불안 때문에 분노를 직접 표현하
지 못하게 되며, 그 결과 전위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다
[11,12]. 따라서 아동기 외상 경험은 거부민감성을 통해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위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은 분노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 하는 특성이 있다[5,11]. 따라서 정서조절이 
중요한데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
이 정서인식명확성이다.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적응적인 정서조절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정신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13]. 또한, 아동기 
외상이 클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정서인식명확성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4]. 즉 아동기 외상 경험이 있
거나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를 억압하고 회피하는 것으
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아동기 외상은 전위공격성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거부민감성과 정
서인식명확성은 순차적으로 이들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변인 간의 관계(예: 아
동기 외상과 전위공격성, 아동기 외상과 거부민감성)만 
다루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과 전위공격성과의 관계에
서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살펴
봄으로써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전위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1. 아동기 외상, 거부민감성, 정서인식명확성, 전

위공격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 2. 아동기 외상과 전위공격성과의 관계에서 거부

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은 매개 효과가 있는
가? 

연구 3. 아동기 외상과 전위공격성과의 관계에서 거부
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은 순차적으로 이중
매개할 것인가?

2. 이론적 배경
2.1 전위공격성 

전위공격성이란 특정인에게 분노를 경험했는데, 그 특
정인에게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되면 보복이나 처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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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격하지 못하고 분노 감정
을 억압하고 있다가 안전한 대상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15]. 이러한 전위공격성은 학교폭력, 사이
버폭력, 직장내폭력과 같은 다양한 폭력 행동으로 이어
질 뿐 아니라 낮은 심리적 안녕감, 신체화, 우울 등 개인 
내적 부적응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16,17]. 

이에 전위공격성을 예방하기 위해 전위공격성에 영향
을 주는 변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중 개인 내적 변인으로는 내현적 자기애, 거절민감성, 내
면화된 수치심, 분노 반추, 분노 억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환경적 변인으로는 부모의 심리적 통
제, 정서적 외상, 아동 학대, 사회적 거절 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18,19].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대부분은 최
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위공격성의 원인 및 과정에 대
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전위공격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2 아동기 외상
아동기 외상은 어린 시절 부모나 중요한 타인에 의해 

치명적인 심리적 상처를 경험하는 것으로 정서적, 신체
적, 성적 학대와 정서적, 신체적 방임 그리고 부부폭력에 
노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아동기 외상은 성인이 된 후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전위공격성 등 다양한 심리적 문
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21]. 특히 아동기에 외
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해자에 비해 힘이 약하기 때문
에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며, 그 결과 전위공격성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8]. 예를 들어 아동기에 아버지
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람은 아버지에게 공격성을 표출할 
경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
고 그렇게 억제된 분노는 전위공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8]. 

2.3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은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 방임, 거부 등

의 방식으로 부모로부터 거부를 당한 아동들이 타인의 
거부에 민감하게 된다는 애착이론에서 비롯되었다. 따라
서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 방임 등의 외상을 경험한 사
람뿐 아니라 사람한테 상처를 경험한 이들 역시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결과 거부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22]. 또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
들은 거절 단어가 점화될 경우 다른 단어들보다 공격성

과 관련이 있는 단어에 더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23]. 그러나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타인에 대한 
분노를 억압하며, 이는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공격하는 
전위공격성을 증가시켰다[20,24] 

2.4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명확성이란 신체, 감정, 사고 영역에서 자신

의 정서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파악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복합감정을 인식 및 평가하
는 것을 의미한다[25]. 아동기 외상이 높은 사람들은 외
상의 경험으로 인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무시하거나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부정적 정서를 인식하는 것은 외상을 극복하는 데 필요
한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9,26].

또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를 인
식하기 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정서인식
명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를 명확하게 인
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적
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데, 이는 전위공격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14,27].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아동기 외상은 적절하게 
치유되지 못할 경우, 타인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
게 되면서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높아진다. 이러한 거부민감성이 높아지면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되며, 미해결된 분노는 자신
보다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전위공격성을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즉 아동기 외상과 전위공격성과의 관계에서 거
부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은 순차적 매개를 할 것으로 
보인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H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전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또한, 
연구 목적 외 사용 금지, 비밀 보장 등을 고지하였으며, 
동의한 사람에 한해 참여하게 하였다. 그 결과 총 210명
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명을 제외
한 208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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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본 수의 적절성을 검증
하였다. 그 결과, 유의수준 5%(양측), 95% power, 효과 
크기(0.15)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응답자 수는 최소 
119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응답자 208명 중 169명(81.3%)은 여성이었
으며 38명(18.8%)은 남성이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39.9(SD=9.60)세였으며, 결혼 한 사람이 131명(63.0%), 
미혼이 62명(29.8%), 이혼이 13명(6.3%)인 것으로 나타
났다. 

3.2 측정도구 
3.2.1 아동기 외상 척도
아동기 외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Bernstein과 Fink[28]

이 개발하고 이유경[29]이 번안, 수정한 아동기 외상 질
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은 5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이유경[29]에
서의 내적일치도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
치도는 .89로 나타났다. 

3.2.2 거부민감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29]가 개발한 거부민감성 척도(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를 이복동[30]이 번
안, 타당화한 한국판 RSQ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8
가지 상황에 대해 거부불안과 수용기대를 질문하고, 각
각의 점수를 곱한 후 18로 나누어 점수를 산출한다. 산출
된 값이 클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복
동[30]에서의 내적일치도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94였다. 

3.2.3 정서인식명확성 척도 
Salovey 등[31]이 개발하고 이수정과 이훈구[32]가 

번안한 특질 상위-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중 정서인식명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즉 특질 
상위-기분 척도는 정서에 대한 주의, 정서 인식의 명확
성, 정서조절 기대를 평가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해 정서인식명확성을 측정하는 11문항만
을 사용하였다. 이수정과 이훈구[32]에서의 내적일치도
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82였다. 

3.2.4 전위공격성 척도 
Denson, Pedersen, Miller[17]가 개발한 전위공격

성 척도(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를 이
하나[33]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전위된 공격성 척
도(DAQ-K)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분노 반추, 보복계
획, 전위된 공격 행동이라는 세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이하나[33]와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모두 .95
였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상관분
석을 하였으며, 아동기 외상과 전위적 공격성과의 관계
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의 이중매개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3.0의 Model 6을 
활용하였다. 그 후 5000개의 표본을 재추출한 부트스트
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할 것이며, 신뢰구간
은 95%로 적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1
2    .26***

3 -.17* -.43***

4    .25***  .44*** -.32***

note1. 1. childhood trauma, 2. rejection sensitivity, 3.  emotional clarity, 
4. displaced aggression

note2. *p<.05, ***p<.001

Table 1.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r)
N=208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즉 아동기 외상, 거부민감
성, 정서인식명확성, 전위공격성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Table 1에서 나타나듯이 
아동기 외상은 거부민감성, 전위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26, p<.001; r=.25, 
p<.001), 정서인식명확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17, p<.05). 거부민감성은 전위공격
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r=.44, p<.001), 거부민감성과 전위공격성 모두 정서인
식명확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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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3, p<.001; r=-.32, p<.001). 즉 아동기 외상이 
크고 거부민감성이 증가할수록 전위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을수록 전위공
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아동기 외상과 전위공격성과의 관계에서 거부
    민감성,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아동기 외상과 전위공격성과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
과 정서인식명확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MACRO Process 모델 6으로 분석한 결과, 먼저 
아동기 외상과 전위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아동기 외상은 
거부민감성(B=-.539,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기 외
상과 전위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아동기 외상은 정서인식
명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054, n.s.). 총 설명력은 19.9%로 나타났다.  

아동기 외상과 거부민감성, 정서인식명확성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아동기 외상은 전위공격성에, 거부민감성
은 대인관계 유능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539, p<.001; B=6.458, p<.001). 또한 정서인식명
확성은 전위공격성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B=-.703, p<.001). 이는 아동기 외상과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정서인식명확성은 낮을수록 전
위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총 설명력은 49.9%
로 나타났다. 이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model
B SE t

independent
variable childhood trauma  .539   .245  2.201***

mediation 
variable

rejection sensitivity  6.458  1.348  4.792***

emotional clarity  -.703   .316 -2.223***

constant 65.145 17.276  3.771***

summary R=.706    R²=.499 F=159.713***

 note. ***p<.001

Table 2. Effectiveness parameters  
N=208

다음으로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은 아동기 외
상과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이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아동기 외상이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
과와 거부민감성 및 정서인식명확성을 통한 간접효과를 
합친 총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974, p<.001). 

아동기 외상과 전위공격성과의 직접 효과(B= .539), 

간접효과(B=.435). 그리고 전체 매개 효과(B=.974)는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트스트
래핑으로 검증한 결과 각각의 신뢰구간 모두 0을 포함하
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검증되었다. 자
세한 수치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아동기 외상과 전위공격성 간에 거부민감
성의 매개효과는 .339,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는 
.032이었으며,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의 이중매
개효과는 .06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부트스트래핑으로 
검증한 결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와 거부민감성과 정
서인식명확성의 이중매개효과는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는 신뢰구간은 하한값이 -.054, 상한값이 .140 범위 안
에 0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 외상
과 전위공격성과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 또는 거부민감
성을 통한 정서인식명확성은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ediation effect B Boot SE
95%  CI

LLCI ULCI
total indirect effect (A→D) .435 .151 .162 .757

direct effect (A→D) .539 .245 .056 1.022
A → B → D .339 .132 .113 .633
A → C → D .032 .047 -.054 .140

A → B → C → D .064 .430 .002 .170
total mediation effect .974 .258 .464 1.484

note 1. LLCI: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note 2. A. childhood trauma, B. rejection sensitivity, 
C. emotional clarity, D. displaced aggression

Table 3. Dual mediation and all mediation effects  
N=208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과 전위공격성과의 관계에

서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의 이중매개 효과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인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후, 이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외상과 거부민감성은 전위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정서인식명확성은 전위공격성과 부
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아동기 외상으로 인해 억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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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던 분노가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 전위공격성으로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18]와 일치한다. 또한, 거부민감성
이 높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거부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분노를 억압하고 반추함으로써 전위공격성을 증
가시킨다는 선행 연구[11,12]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아
동기 외상과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동기 외상과 전위공격성과의 관계에서 거부민
감성은 간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
상이 거부민감성을 통해 우울이나 불안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22, 34]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즉 아동
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외상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무의미
한 반응도 자신을 거부한 것으로 왜곡해서 지각함으로써 
분노를 증가시킨다[22,34]. 그러나 이들은 분노를 표현
할 경우 타인에게서 반복적으로 거부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분노를 억압하고, 억압된 분노는 대인관
계, 우울 등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20,22]. 이처럼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부민감성을 통해 부적응을 야기하는 심리적 매커니즘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도 선행연구
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매커니즘이 전위공격성이라는 또 
다른 부적응을 야기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셋째, 아동기 외상과 전위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정서인
식명확성은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부민감
성을 통한 정서인식명확성은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낮은 정서인식
명확성을 통해 대인관계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35,36]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서인식명확성이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비일관된 연구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Gohn[37]은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
이나 불안이 낮을 수도 있지만, 부정적 정서를 크게 지각
하기 때문에 오히려 회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
구[38]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울이나 불
안과 상관없다고 하였다. 즉 정서인식명확성은 선행 조
건에 따라 다르게 기능한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려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면, 특정 조건(예: 아동기 
외상을 기반으로 거부민감성이 높은 경우)일 경우에만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이 전위공격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
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의의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이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
[8,14]에서는 아동기 외상, 거부민감성, 정서인식명확성, 
전위공격성 변인들 간의 단편적인 관계만을 주로 연구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거부민감성, 
정서인식명확성이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경로를 통합적으
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
동기 외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들[5,20]은 아동기 외상으
로 인해 나타나는 성인기의 우울, 대인관계 등이 주를 이
루었었다. 본 연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전위공격성도 증
가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아동기 외상으로 인
한 후유증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성인이 되기 전 
아동기 외상 치료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아동기 외상과 전위공격성과의 관계에서 거부민
감성과 전위공격성이라고 하는 중간 기제를 알아냄으로
써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어린 시절 신체
적, 정서적 외상을 당한 사람들은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 
전위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심리치료자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두려움
을 줄이고,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한다면, 이는 전위공격성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
고 있는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
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정서적 외상의 
경우 전위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
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의 종류에 따라 전위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과 거부민감성이
라고 하는 개인 내적 변인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인구
통계학적 요인(예: 성별, 외상 경험 시기)이나 환경적 요
인(예: 가족, 동료의 지지) 역시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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