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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 외상 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향:

애착 불안정의 매개효과

이 우 경 최 은 실†

서울사이버 학교 상담심리학과 경일 학교 심리치료학과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과의 계에서 회피형 애착유형과 불안형 애착유형

으로 구분되는 애착 불안정 유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연구 상은 서울에 있는

사이버 학교에 재학 인 성인 여자 학생 504명이었으며, 측정 도구로는 외상 사건 질문지

(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 친 계 경험 질문지(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Revised: ECR-R),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Scale: PAI-BOR)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기 외상은 경계선 성격, 회피형 애착유형, 불안형 애착유형과 유의

한 정 상 이 있었다. 둘째, 아동기 외상이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향에서 애착유형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회피형 애착유형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고, 불안형 애착유형 역시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 사건이 경계선 성격에 직 인 향을 미치기도 하

지만 회피형 애착유형과 불안형 애착유형을 통해 간 으로도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외상이 경계선 성격을 형성하는 데 부정 인 향을 미치며, 아

동기 외상이 주요 상과의 불안형 는 회피형 애착유형을 형성하는데 향을 미치면서 경계

선 성격특성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 , 후속 연구를 한 시사 에 하여 논의하 다.

주요어 : 아동기 외상, 회피형 애착유형, 불안형 애착유형, 경계선 성격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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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장애는 한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

기 로부터 심하게 벗어난, 지속 인 내 경

험과 행동 양식을 말하며, 이런 양식은 매우

경직되어 있고 여러 역에 걸쳐 범 하

게 나타나며 사회 , 직업 , 혹은 다른 요

한 기능 역에서 심각한 장애를 래하는 것

을 말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이 경계선 성격장애는(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이하 BPD) 충동 통제의 어려움, 정서

조 , 인 계상의 문제, 불안정한 자아상을

특징 으로 보이는 성격장애이다. 경계선 성

격장애는 미국 정신장애의 진단 통계 편람

제 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V: DSM-IV)에 수록된 다른 어떤 성

격장애들보다 유병률이 높고 이 장애로 진단

받은 사람들의 약 10%가 자살로 생을 마감할

정도로 한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킨다고 알려

져 있다. 한 가족, 친구를 포함한 주변 사람

들에게도 심리 부담을 주는 장애이다(Weiss

et al., 1996). 경계선 성격장애의 평생 유병률

은 임상 집단에서는 15∼20%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일반 인구 집단에서는 6% 정도로 추정

되고 있다(Grant et al., 2008). 이처럼 경계선

성격장애는 정신과 입원 환자나 외래 환자 사

이에서 가장 흔히 진단되는 성격장애로 차

로 비임상 집단에서도 높은 비율로 발병하고

있다(Korzekwa, Dell, Links, Thabane, & Webb,

2008).

경계선 성격병리를 이해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계선 성격장애를 일으키는 병인론

특성에 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그 에서 아동기 외상은 경계선 성격의 근본

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임상 집단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환자들은 정상 통제집단보다 어린 시

아동기 외상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elgeland & Torgerson, 2004;

Sansone, Songer, & Miller, 2005). Bandelow 등

(2003)은 약 96%의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이

아동기 학 를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정상 통제 집단의 38.5%에 비

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임상 집단 외에도 지

역 사회 정상 인구 집단을 상으로 한 연구

(Johnson et al., 2001)에서도 아동기 외상과 경

계선 성격특성의 련성이 드러나고 있다. 경

계선 성격장애에 향을 미치는 아동기 외상

사건으로는 무시(Helgeland & Torgerson, 2004),

성 인 학 신체 인 학 (Zanarini et al.,

1997) 정서 언어 학 (Johnson et al.,

2001)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에서 성 인

학 가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다(Gunderson &

Sabo, 1993).

아동기 외상 경험이 성인기 경계선 성격 특

성과 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이들

계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사회 인

매개 변인들이 연구되어 왔다. 여기에는 낮은

자존감(Finzi-Dottan & Karu, 2006), 인지 왜곡

(Browne & Winkelman, 2007; Hankin, 2006), 수

치심(Stuewig & McCloskey, 2005), 거 민감성

(Maciejewski & Mazure, 2006), 성인 애착양식

(Browne & Winkelman, 2007; Hankin, 2006),

인 계 문제(Whiffen, Thompson, & Aube, 2000),

불우한 가정환경(Bradley, Jenei, & Westen, 2005)

등이 있다. 이 에서 아동기 외상과 가장

한 개념이 애착이다. 아동기 외상의 좋지

못한 향 의 하나는 주요 양육자와의 안정

애착을 방해한다는 것이다(Baer & Martinez,

2006).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

게서 아동기 외상 유병률이 높은 것을 감안하

여 아동기 외상과 애착에 한 연구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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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 왔다. Briere(1996)의 자기 외상(self-

trauma) 모델에 따르면 아동기 외상은 이후의

발달, 특히 애착체계를 와해시킨다. 애착체계

는 반응을 조 해주고 일상 인 행동체

계를 방해하는 것을 막아주는 주요 행 체계

들 의 하나인데, 이 애착체계가 손상되면

탐색, 학습, 정서조 , 인 계 기능 등 발달

의 요 역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Lyons-Ruth, 2003). 이와 같은 기 애착 불안

정은 성인기에 들어와서 기분장애, 물질 사용

장애, 성격장애 등의 정신 병리에 취약하게

만든다(Grant et al., 2008).

애착 연구는 경계선 성격 연구를 한 몇

가지 이론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최근 연

구들을 살펴보면, 주변 상으로부터 친 감

과 인정, 반응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애착 불

안을 보이는 사람들이 경계선 성격특성과

련이 있다. 특히 성인면 질문지(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를 사용하여 경계선

성격과의 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Barone, 2003; Barone, Borellini, Madeddu, &

Maffei, 2000; Diamond, Stovall-McClough, Clarkin,

& Levy, 2003; Levy, 2005; Lyons-Ruth, Melnick,

Patrick, & Hobson, 2007; Patrick, Hobson, Castle,

Howard, & Maughan, 1994; Rosenstein &

Horowitz, 1996; Stalker & Davies, 1995), 50%에

서 80%의 피험자들이 미해결(unresolved) 혹은

몰두형(preoccupied)의 애착유형에 속한다.

불안 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은 부정 정서

성과 충동성이 높아 경계선 성격특성과 매우

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최

근의 연구(Barone, Fossati, & Guiducci, 2011)에

따르면 불안과 우울이 동반된 경계선 성격장

애에서 가장 많은 애착유형은 착-몰두형

(60%)과 미해결(47.5%) 유형이었다.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경계선 성격은 두려움 애착,

즉 애착 불안 계 회피와 같은 불안정

한 애착유형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 기

때문에 친 한 계 맥락에서 애착체계를 과

도하게 활성화시켜 버림받는 것을 피하려는

필사 인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매우 갈등 이

고 불안정한 인 계 패턴을 보인다(Fonagy &

Luyten, 2009; Gunderson & Lyons-Ruth, 2008).

이와 같은 애착체계의 과잉활성화

(hyperactivity)는 기 아동기 외상경험과 연결

되며 경계선 환자들의 정신화(mentalization) 손

상과도 연결된다(Bateman & Fonagy, 2004;

Bateman & Fonagy 2008).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연구자들은 기 외상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 애착체계의 과잉활성화가 경계선 성격병

리를 연결해주는 경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성격에 한 차원 모델을 용하여 애

착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련성을 밝힌 형

인 연구들에서도 아동기 불안정 애착이 청

소년기의 경계선 성격병리를 측해주는 선

행 요인(precursor)으로 보고하고 있다(Crick,

Murray-Close, & Woods, 2005).

이상의 이론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기 외

상과 경계선 성격장애는 매우 한 련성

이 있고 애착 불안정성과도 상 이 높다.

한 애착의 문제는 불안정한 인 계 양상과

같은 경계선 성격병리의 주요 임상 특징과 연

성이 있다. 선행연구에 기 하여 본 연구에

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과

애착에 향을 주는 변인으로 상정하고 아동

기 외상 경험이 경계선 성격에 직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애착 불안정을 통해 간

으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 다. 매

개 효과 연구를 통해 아동기 외상 경험이 애

착 불안정성을 통해 경계선 성격에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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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발생 기제를 알아볼 수 있으며, 경계

선 성격특성이 어떤 과정 변인을 통해 나타나

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다. 본 연

구를 통해 외상 경험이 있는 경계선 성격특성

을 지닌 사람들의 치료 개입을 해서도 매

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한편 아동기 애착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

기에도 비교 안정 으로 유지되기도 하고

환경 인 변화에 의해 역동 으로 바 기도

한다(Fraley, 2002). 부분의 애착 연구들이 애

착유형을 분명한 범주로 나 고 있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애착 유형을 범주 으로 분류하게

되면 개념이나 통계 검증력, 공통 변량, 측

정 정확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

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Fraley &

Waller, 1998). 범주형 애착 유형 측정치들에서

는 짧은 시간 변화에도 애착 범주가 약 30%

정도 바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

은 문제를 염두에 두고 기존의 애착 범주 모

델에 따른 측정 오차를 이고자 차원 모델을

용하여 잠재 변수를 문항 반응 행동에 연결

시키는 방법으로 만든 성인 애착 척도가

ECR-R(revised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이

다. ECR-R은 애착 구성 개념의 기 에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불안, 회피라는 두 가지 잠재

차원(Brennan et al., 1998; Fraley, Waller, &

Brennan, 2000)을 측정하기 해 비교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 시뮬 이션 분석을 사용하여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 고 기존에 개발된 성

인 애착 척도 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롭게

애착 특성(trait attachment)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bley & Liu, 2004).

한편 입원한 환자들은 경계선 성격 특성을

보이는 사례의 극히 일부분만을 보여 다고

볼 수 있다. 입원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는

훨씬 병리가 심각하고 축 1에 우울증이나 약

물 남용과 같은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Lenzenweger, Lane, Loranger, & Kessler, 2007).

일반 인구 집단에서도 경계선 성격특성을 지

니고 있지만 병리가 뚜렷하지 않거나 병에

한 인식이 부족하여 한 치료 개입을 받

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Trull, 1995). 국내에서도 홍상황과 김 환

(1998)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높은 학생

집단이 완 한 증상으로 발병하기 까지 경

계 범 에 해당되는 우울증과 정신 병리를 나

타낸다고 보고하면서 이들을 임상 집단과 유

사한 문제를 경험하는 험 군으로 보고 방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한 경계

선 성격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2～4배 정도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에서 일반 여성

을 상으로 한 축 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

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임상 성인 여자

학생 집단을 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원

인 하나로 알려진 기 아동기 외상 경험

과 경계선 성격특성간의 계를 살펴보고 이

두 변인간의 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애착

불안정성의 역할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

기서 애착 불안정성은 애착 개념이 불안, 회

피라는 두 가지 잠재 차원으로 구분된다고 보

고 있는 ECR-R에 따라 불안형과 회피형 두 가

지로 나 었다. 애착 유형과 경계선 성격 특

성의 련성을 살펴본 문헌에 따르면 불안형

몰두형 애착은 일 성 있게 경계선 성격

병리와 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회피

형 애착은 일 되지 않은 결과나 나오고 있다.

이 을 고려하여 불안정 애착이라는 잠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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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한 두 개의 측정변인으로 처리하지 않

고 불안형 애착, 회피형 애착이라는 각각의

잠재 차원을 측정 변수로 사용하여 별도의 매

개 분석을 하 다. 이와 련하여 구체 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아동기 외상은 경

계선 성격특성과 불안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

에 향을 미칠 것이다. 한 불안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은 경계선 성격특성에 향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외상 경험은 경계

선 성격에 직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불안

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과 같은 애착 불안정을

통해 간 으로 향을 미쳐 부분 매개 효과

를 보일 것이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은 서울 소재 4

년제 사이버 학교에 재학 인 성인 여자

학생으로 로 여학생에 국한하여 표집한 이유

는 경계선 성격장애는 흔히 여성들에게서 나

타는 장애로 알려져 있고 심리학 과목을 듣는

학생들 부분(97%)이 성인 여학생으로 구

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문지는 총 524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

한 총 504명의 자료를 연구 분석을 해 사

용하 다. 체 응답자의 연령은 30-40 가

357명(70.9%)으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고 평균 연령은 39.43이었고 표 편차는 8.81

세 다. 학년별로 구분하면 응답자 31명

(6.2%)이 1학년, 123명(24.4%)이 2학년 246명

(48.8%)이 3학년, 104명(20.6)이 4학년으로 나타

났다. 평균 교육 연한은 13.83년이었고 표 편

차는 .78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외상경험 척도(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

아동기 외상 경험을 평가하기 해 Kolk

(1996)가 개발한 것으로 고나래(2008)가 신뢰도

와 타당도를 연구하 고 체 43문항의 10가

지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 역

은 ‘유능감’, ‘안 감’, ‘방임’, ‘가족 혹은 가까

운 사람과의 분리 경험’, ‘가족 내 비 ’, ‘신

체 학 ’, ‘정서 학 ’, ‘성 학 ’, ‘가정

폭력 목격’, ‘다른 외상 경험’, ‘술과 약물남

용의 노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신체 학

, 성 학 , 정서 학 세 가지 척도를

분석하 다. 만 18세 이 에 부모나 가족 구

성원 혹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외상 경험이

없었다면 0 , 자주 있다면 3 을 표시하도

록 되어 있고 수는 0-45 으로 분포한다.

수가 높을수록 외상 경험이 많은 것으로 간

주된다. 고나래(2008)의 연구에서 체 문항의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70이었고 하 척

도인 신체 학 는 .74, 성 학 는 .76, 정

서 학 방임은 .69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체 문항의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하 척도인 신체 학

는 .77, 성 학 는 .78, 정서 학

방임은 .78로 나타나서 원 척도보다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이상심리 과목을 수강하는 학

생들을 상으로 참여도 수를 부가한 과

참여자가 모두 여자로서 표집이 동질 이었던

이 신뢰도를 높이는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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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계 경험 척도(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Revised: ECR-R).

ECR-R은 성인 애착유형 검사도구로 Brennan,

Clark와 Shaver(1998)가 개발한 뒤 Fraley, Waller

와 Brennan(2000)이 수정하여 개정하 으며, 이

것을 김성 (2004)이 번안하 다. 하 요인으

로는 불안형과 회피형이 있으며, 총 36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7 Likert 형 척도에 평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한 응답은

‘ 그 지 않다’의 1 에서 ‘아주 그 다’

의 7 까지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

났다.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 Borderline Features

Scale; PAI-BOR).

Morey(1991)가 성인의 성격을 평가하기 한

목 으로 만든 객 자기보고형 설문지이며

하 요인으로는 정서 불안정성(BOR-A), 정

체감 문제(BOR-I), 부정 인 계(BOR-N), 자

기 손상(BOR-S)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4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0에서 3까지

(0= 그 지 않다, 1=약간 그 다, 2=

체로 그 다, 3=매우 그 다) 4 척도로 되

어 있으며 경계선 성격특성 수는 각 문항의

척도 값의 합으로 수가 높을수록 경계선 성

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체 수 범

는 0 -72 으로 국내 타당화 연구에 따르면

원 수가 39 이상인 집단은 완 한 증후군

수 으로 발 되기 의 경계 범 에 해당되

는 정신 병리를 나타내며 임상집단과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는 험 군으로 볼 수 있다(홍

상황, 김 환, 1998).

Morey(1991)가 보고한 내 합치도는 .87-.91

로 나타났고 국내 홍상황과 김 환(1998)이 보

고한 내 합치도는 .84 고 본 연구에서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연구 상자의 인구 통계학 특성을 살펴보

기 하여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 인 통

계 부분을 살펴보았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해 내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

하 다. 한 각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 편차

상 을 알아보았다. 각 변인들 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Pearson의 률

상 분석을 실시하 고, 아동기 외상과 경계

선 성격특성의 계에서 애착유형의 매개 효

과를 검증하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검증을 실시했다. 구조

방정식 모형의 합도는 CFI, TLI, RMSEA 값

을 통하여 평가하 다. CFI, TLI는 .90이상이면

모형의 합도가 좋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RMSEA는 .05이하면 좋은 합도, .08이하면

괜찮은 합도, .10이하면 보통 합도, .10이

상이면 나쁜 합도를 의미한다(Browne &

Cudeck, 1989). 그리고 경계선 성격특성의 원인

변인인 아동기외상과 애착유형 간의 직․간

효과를 분석하기 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

용하 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상

주요 변인들의 상 행렬과 기술 통계치

아동기 외상, 애착유형, 경계선 성격특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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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과 표 편차 상호상 행렬을 추정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주요 변인들의

상 계를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 총 은 애

착유형 총 과 유의한 정 상 을 가지며

(r=.43, p < .01), 아동기 외상의 하 요인들

과 애착유형 하 요인들 간에도 유의한 정

상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

동기 외상 총 은 경계선 성격 총 과 유의한

정 상 을 가지며(r=.42, p < .01), 아동기

외상 하 요인들과 경계선 성격 하 요인들

간에도 유의한 정 상 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애착유형 총 은 경계선 성격

총 과 유의한 정 상 을 가지며(r=.68, p <

.01), 애착유형 하 요인들과 경계선 성격 하

요인들 간에도 유의한 정 상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검증모델인 기 구조회귀모델의 추

정방법을 결정하기 해 AMOS 19.0의 다변인

정규분포성 검증 차를 통해 구조방정식 모

델 하의 8개 지표 변수들에 한 다변인정규

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단변인의 왜도와 첨

도 모두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변인정규분포성 가정 역시 충

족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 우도추정

방법을 용하여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 다.

아동기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간의 계

에서 회피형 애착유형의 매개 효과

아동기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계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아동기 외상 총 -

2. 신체 .78*** -

3. 성 .45*** .27*** -

4. 정서 .82*** .62*** .28*** -

5. 애착유형 총 .43*** .25*** .20*** .40*** -

6. 회피형 .31*** .14** .12** .32*** .81*** -

7. 불안형 .40** .27** .22** .33** .85** .38** -

8. 경계선 성격총 .42*** .29*** .20*** .36*** .68*** .39*** .72*** -

9. 정서 불안정성 .32*** .22*** .16*** .27*** .57*** .36*** .57*** .85*** -

10. 정체감 문제 .30*** .18*** .14** .23*** .60*** .32*** .67*** .86*** .66*** -

11. 부정 인 계 .42*** .28*** .21*** .38*** .68*** .45*** .67*** .82*** .62*** .62*** -

12. 자기 손상 .33*** .25*** .13** .29*** .35*** .13** .43*** .73*** .46*** .49*** .43*** -

평 균 24.37 3.41 1.00 5.34 6.79 3.77 3.03 22.67 6.06 6.22 6.12 4.27

표 편차 14.96 3.12 1.49 3.86 1.58 .90 1.00 9.42 2.96 2.97 2.83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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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측정 변수 간의 상 행렬표 기술 통계치(N=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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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회피형 애착유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아동기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을 회

피형 애착유형이 완 매개하는 모형을 기

모델로 정하여 분석하 다. 검증 결과, CFI=

.92,는 .90이상의 값이 나타나 양호하 으나

RMSEA가 .10, TLI는 .88로 나타나 모형의 합

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명되었다. 이에 이

론 기 에 따라 아동기외상과 경계선 성격

특성간의 계에서 회피형 애착유형이 부분

매개하도록 모형을 수정하여 기 모델과 수

정 모델 간의 차이 검증을 실시 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 모

델에서 경로를 하나 더 추가한 수정 모델의

카이자승값 CMIN이 36.25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소된 CMIN=36.25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을 때, 이러한 정도의

CMIN값을 표집의 오차에 의해 우연히 얻을

확률이 p=.000으로서 유의수 α = .01로 정

할 경우 p<.01로서 수정 모델의 부합도가

기모델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 모델과 수정

모델 간의 부합도지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3

과 같이 나타났다. 수정 모델의 부합도 지수

는 CFI=.95, TLI=.92로 모두 .90이상의 값이

나타나서 모형이 합함을 알 수 있고,

RMSEA도 .08로 괜찮은 합도를 나타내고 있

어 최종 모델로 부분매개 모형을 채택하 다.

이는 아동기외상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직

으로 향을 미칠 뿐 아니라 회피형 애착유형

을 매개로 간 인 향도 미치고 있음을 의

미한다. 부분매개모형의 모수치 추정 통계

유의성 검증결과는 표 4에 제시하 다.

그림 1은 부분매개모형으로 아동기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계에서 회피형 애착

유형이 부분 매개하는 경로이다. 최종 구조회

기모델의 체 효과, 직․간 효과의 모수치

모델 dfD x2D p

기
1 36.25 .000

수정

p < .05.

표 2. 회피형 애착유형 모델 비교

모형 DF CIMN NC TLI CFI RMSEA

1. 기모델-완 매개 모형 19 122.42 6.44 .88 .92 .10

2. 수정모델-부분매개 모형 18 86.17 4.79 .92 .95 .08

표 3. 회피형 애착유형의 모형검증 부합도 지수 비교

비표 화 계수 S.E C.R P 표 화 계수

아동기 외상 → 경계선 성격특성 .20 .04 5.58 *** .31

아동기 외상 → 회피형 애착유형 .09 .01 6.37 *** .33

회피형 애착유형 → 경계선 성격특성 .86 .12 7.31 *** .35

***p< .001.

표 4. 회피형 애착유형의 부분매개모형의 모수치 추정 통계 유의성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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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계 방법에 따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는 표 5에 제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외상이 회피형 애착유형에 직

효과(.3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

동기외상은 경계선 성격특성에 직․간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효과(.43) 에

서 직 효과(.31)와 간 효과(.12)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회피형 애착유형은 경계선

성격특성에 직 효과(.35)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아동기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간의 계

에서 불안형 애착유형의 매개 효과

아동기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계에

서 불안형 애착유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아동기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을 불

안형 애착유형이 완 매개하는 모형을 기모

델로 정하여 분석하 다. 검증 결과, CFI=.96,

TLI=.94로 .90이상의 값이 나타나 양호하며,

RMSEA는 .08로 나타나 모형의 합도가 괜찮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론 기 에

따라서 아동기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계에서 불안형 애착유형이 부분 매개하도록

모형을 수정하여 기 모델과 수정 모델 간의

차이 검증을 실시 다.

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 모

델에서 경로를 하나 더 추가한 수정 모델의

카이자승값 CMIN이 12.69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소된 CMIN=12.69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을 때, 이러한 정도의

CMIN값을 표집의 오차에 의해 우연히 얻을

확률이 p=.000으로서 유의수 α = .01로 정

할 경우 p<.01로서 수정 모델의 부합도가

기모델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 모델과 수정

모델 dfD x2D p

기
1 12.69 .000

수정

p < .05.

표 6. 불안형 애착유형 모델 비교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체 직 간 체 직 간

아동기외상 → 경계선 성격특성 .28** .20** .08** .43** .31** .12**

아동기외상 → 회피형 애착유형 .09** .09** .00 .33** .33** .00

회피형 애착유형 → 경계선 성격특성 .86** .86** .00 .35** .35** .00

**p< .01.

표 5. 아동기 외상, 회피형 애착유형,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직․간 효과

그림 1. 회피형 애착유형의 부분매개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 422 -

모델 간의 부합도지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7

과 같이 나타났다. 수정 모델의 부합도 지수

는 CFI=.97, TLI=.95로 나타났으며, RMSEA도

.07로 완 매개 모형보다 더 높은 합도를

나타내고 있어 최종 모델로 부분매개 모형을

채택하 다.

아동기외상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직 으

로 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불안형 애착유형을

매개로 간 인 향도 미치고 있음을 의미

한다. 부분매개모형의 모수치 추정 통계

유의성 검증결과는 표 8에 제시하 다.

그림 2는 부분매개모형으로 아동기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계에서 불안형 애착

유형이 부분 매개하는 경로이다. 최종 구조회

기모델의 체 효과, 직․간 효과의 모수치

를 통계 방법에 따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모형 DF CIMN NC TLI CFI RMSEA

1. 기모델-완 매개 모형 19 78.87 4.15 .94 .96 .08

2. 수정모델-부분매개 모형 18 66.18 3.68 .95 .97 .07

표 7. 불안형 애착유형의 모형검증 부합도 지수 비교

비표 화 계수 S.E C.R P 표 화 계수

아동기 외상 → 경계선 성격특성 .10 .03 3.53 *** .15

아동기 외상 → 불안형 애착유형 .12 .02 7.50 *** .40

불안형 애착유형 → 경계선 성격특성 1.67 .10 17.24 *** .74

***p< .001.

표 8. 불안형 애착유형의 부분매개모형의 모수치 추정 통계 유의성 검증결과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체 직 간 체 직 간

아동기외상 → 경계선 성격특성 .31** .10** .21** .44** .15** .30**

아동기외상 → 불안형 애착유형 .12** .12** .00 .40** .40** .00

불안형 애착유형 → 경계선 성격특성 1.67** 1.67** .00 .74** .74** .00

**p< .01.

표 9. 아동기 외상, 불안형 애착유형,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직․간 효과

그림 2. 불안형애착유형의부분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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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9에 제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첫

째, 아동기외상이 불안형 애착유형에 직 효

과(.4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기

외상은 경계선 성격특성에 직․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효과(.44) 에서

직 효과(.15)와 간 효과(.3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불안형 애착유형은 경계선

성격특성에 직 효과(.74)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과 애착 불안정성,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계를 알아보고 아동

기 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계를 불안

형 애착유형, 회피형 애착유형이라는 두 가지

애착 불안정성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아동기 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변인 간에 유의미

한 정 상 이 나타났다. 이는 기 아동기

외상 수 이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특성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아동기 외상

과 경계선 성격 간의 계를 규명한 선행연구

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Helgeland & Torgersen,

2004; Sansone, Songer, & Miller, 2005). 한 아

동기 외상과 애착 불안정의 상 을 분석한 결

과 아동기 외상은 불안형 애착, 회피형 애착

유형과 정 상 을 보 다. 이는 아동기 외

상이 주요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에 방해가 된

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Baer &

Martinez, 2006). 불안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유

형 역시 경계선 성격특성과 정 인 상 을 보

는데, 애착유형과 경계선 성격장애와의

련성을 밝힌 선행 연구에서 두려움 애착유형

에 속하는 불안형 애착과 계 회피가 경계선

성격특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Barone, Fossati,

& Guiducci, 2011). 주요 변인들 간의 상 계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아동기 외상 정도,

애착 불안정성, 경계선 성격특성이 상호 련

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아동기 외상과 경계선 성격간의 계

에서 애착 불안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완 매

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이들을 비교

하고 최 의 합도를 가진 모형을 채택하

다. 두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애착 불안정

성을 나타내는 회피형 애착과 불안형 애착이

각각 아동기 외상과 경계선 성격을 부분 매개

하는 연구모형이 채택되었다. 선행 연구 결과

불안형 애착은 경계선 성향과 일 성있게

련이 있는 반면, 회피형 애착과 경계선 성향

의 련성은 일 성이 없어 불안형 애착과 회

피형 애착의 매개 효과를 따로 상정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불안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 모

두 아동기 외상과 경계선 성향의 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

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직 인 향을 미치

는 것과 동시에, 불안형, 회피형과 같은 불안

정 애착유형을 통해 간 인 향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기 아동기 외

상이 심한 사람일수록 회피형 애착과 불안형

애착을 많이 보이고 이러한 애착 불안정성은

결국 인 계 불안정성과 충동성, 정서 불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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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외상이 애착 불안정성과 경계선 성격특성

에 미치는 향에 한 부분의 연구는 주로

임상장면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을 상

으로 이루어져왔고 아동기 외상과 애착 불안

정, 아동기 외상과 경계선 성격간의 계 등

주로 변인들 간의 상 계에 의한 연구가 많

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과 이론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

기에 경험한 외상이 애착 불안정을 매개로 경

계선 성격 형성에 향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따른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검증을 시도하 다. 이와 같은 검증을 통해

아동기 외상이 회피형 애착, 불안형 애착을

매개로 경계선 성격특성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이들 련 변인들 간의

계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여 기존 선행연

구를 확장시켰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애착 측

정치들 에서 비교 객 이고 신뢰롭다고

알려진 ECR-R을 사용하여 아동기 외상과 경계

선 성격과의 계에서 이들 회피형 애착과 불

안형 애착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즉,

아동기 외상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불안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을 형성하게 되어 이것이

경계선 성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려움 애착유형, 즉 애

착 불안과 계 회피 경향성이 경계선 성격

장애에서 흔히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

되며(Gunderson & Lyons-Ruth, 2008; Fonagy &

Luyten, 2009)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나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때

기 외상에서 비롯된 애착 문제를 해결해주

는 것이 효과 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계선 성격장애 연구와 련하여 최근

각 받고 있는 개념이 정신화(mentalization)이

다(Bateman & Fonagy, 2004; Choi-Kain &

Gunderson, 2008). 정신화란 기 의 정신 상태

에 비추어 사람들의 경험과 행동을 읽거나 해

석하는 능력이다(Fonagy, 1991). Fonagy(1991)는

아동기에 충분한 돌 과 양육을 받지 못해 불

안정 애착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

의 마음을 반 으로 이해하고 성찰하는 정

신화 능력의 부재로 이어지며 이는 경계선 성

격장애의 핵심 증상과도 연결된다고 보고 있

다. 그 기 때문에 경계선 성격장애를 한

정신화 기반 심리치료에서는 환자로 하여

정신화를 진하고 안정 애착을 진하는 것

을 강조하고 있다(Wallin, 2007). 이러한 을

염두에 둔다면 본 연구는 Fonagy와 그 동료들

이(Bateman & Fonagy, 2004; Bateman & Fonagy,

2008; Choi-Kain & Gunderson, 2008; Fonagy,

1991; Fonagy & Luyten, 2009) 주장한 가설, 즉

애착과 정신화 결함이 외상과 경계선 계에

서 어떤 향을 미친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

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경계선 환자들을 치료할 때 애착을 안

정화시켜주고 정신화 능력을 진시키는 치료

개입을 한다면 경계선 성격 특성을 개선하

는 효과가 있을 것임을 시사해 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한 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모두 자기보고 형식에 의해 얻

어졌으므로 사회 바람직성에 의해 사회 으

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시

도로 인해 반응 편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

다. 경계선 성격특성이나 애착은 시 을

심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아동기 외상에

한 평가는 과거 아동기를 회상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객 인 평가가 어렵

고 기억편향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



이우경․최은실 / 아동기 외상 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향: 애착 불안정의 매개효과

- 425 -

이 있다. 특히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사

람들은 자기와 세상에 해 부정 인 지각

을 가지고 있어 거짓되거나 왜곡된 지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동기 외상 경험을 정

확하게 측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정교한 면담이나 경찰 조사

기록, 법정 기록 등 아동기 학 와 련된 구

체 이고 객 인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본 연구는 특정 사이버 학교 재학

인 성인 여자 학생들만을 상으로 설문

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경계선 성격

특성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

나기는 하지만 여성이 주요 피험자인 본 연구

결과를 연령 와 남성을 포함한 일반 인구

집단, 그리고 임상 집단에 일반화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표집 상을 다양화하

여 본 연구 결과를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기 아동기 외상, 애착,

경계선 성격을 횡단 인 방법으로 동일한 시

기에 측정하 으므로 시간 변화에 따라 각

각의 변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한 정보

를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상정

한 매개 모델은 아동기 외상이 애착에 선행한

다는 조건을 가정하고 있지만 역으로 특정 애

착 유형이 외상 사건 경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컨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과거 친 한 계 경험을 왜

곡시켜 지각하는 방식이 이들이 갖고 있는 성

격 병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부정

인 아동기 경험이 경계선 성격 병리를 진시

켰는지 면 히 평가하기 해서는 시간에 따

른 변인들 간의 인과 계를 살펴볼 수 있는

종단 설계를 사용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는 아동기

외상이 경계선 성격 형성에 향을 미칠만한

다른 요인은 살펴보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능한 매개 변수는 반응 민감성

(Luterek, Harb, Heimberg, & Marx, 2004;

Maciejewski & Mazure, 2006), 인 계(Whiffen,

Thompson, & Aube, 2000), 불우한 가정환경

(Bradley, Jenei, & Westen, 2005), 미숙한 방어

기제(Finzi-Dottan & Karu, 2006), 고통에 한

내성(Brown, Lejuez, Kahler, & Strong, 2002) 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잠정 인 매개

변수를 가능한 통합 으로 살펴볼 수 있는 복

합 모형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임상 인 에서 보면 본 연구 결과는 경

계선 성격 치료 시 아동기 외상과 애착 문제

에 집 을 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의 세 간

이와 련된 유 환경의 독특한 기여에

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 아동기 역경

이나 외상이 발달 인 시기와 특정 경계선

성격과의 구체 인 련성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한 경계선 성격과 아동기 학 라는

과거력은 경계선 성격에만 향을 미치는 것

은 아닐 수 있다. Tyrka, Wyche, Kelly, Price와

Carpenter(2009)는 아동기 학 경험은 범

한 성격 결함의 비특이 험 요인일 수 있

다고 하 다. 따라서 경계선 성격 외에도 다

른 성격병리와 아동기 외상의 련성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형태

의 아동기 외상은 비임상과 임상 집단 모두

에서 서로 다르게 향을 미칠 수 있다. 따

라서 다양한 아동기 외상 유형과 경계선 성

향의 련성에 해 지역사회 인구 집단과

임상 집단에 교차 타당화 연구가 필요해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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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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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s of attachment insec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Subjects included 504 cyber

university female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questionnaires, including the 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Revised (ECR-R), and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 Borderline Features Scale (PAI-BOR).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hood trauma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both attachment insecurity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Second,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supported the

proposed mediation model. The results support a link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nd support the hypothesis that ECR-Avoidance and ECR-Anxiety partially mediates this relationshi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 addition to the direct effects of childhood trauma o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there are also indirect effects that are mediated by attachment insecurity.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earch were suggested.

Key words : Childhood trauma, avoid attachment, anxious attachment,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