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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척과 편집 사고의 관계 :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중재 및 매개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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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clusion and Paranoid
Ideation : Analysis of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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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ZZ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clusion
and paranoid ideation, and to explor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that relationship.
MethodsZZNinety seven neurosis patients receiving treatment in a psychiatric outpatient setting
were selected. Social Exclusion Scale, Beck Depression Inventory, paranoia scale of Symptom
Checklist-90-Revised, and Rosenberg Self-Esteem Scale were used for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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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ResultsZZSocial exclusion showed highly positive correlation with paranoid ideation, and had
significant influence. Among three types of social exclusion, contempt, bullying, and isolation,
only isolation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on paranoid ideation. Depression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at relationship indicating that social exclusion affects paranoid ideation not
only directly, but also indirectly. On the other hand, self-esteem showed no moderating or mediating effects on that relationship.
ConclusionZZDepression mediates the influence of social exclusion on paranoid ideation. This
finding provides an opportunity to decrease paranoid ideation of neurosis patients by not only
prescription of antipsychotic agents but also therapeutic approach to social exclusion and depression. An experimental study to verify these findings seems to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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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서도 10~15%에서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다.1,5-10)
현재 사회적으로 ‘왕따’로 대표되는 대인관계 내 배척과 소

편집 사고는 흔히 자기관계 사고와 같은 의미로, 무관한 정

외 문제가 청소년에 그치지 않고 성인에서까지 그 심각성이

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자신과 관련 지으며 망상적이지

인식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 역시

는 않은 수준의 의심, 피해 등의 내용으로 지배된 생각을 말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편집 사고의 형성에 있어 다양

1-3)

한다.

4)

Freeman 등 은 이를 일반적인 감정적 우려에서 비

한 스트레스 형태 중 대인관계 외상의 관련성이 높다는 여러

롯된 매우 흔한 생각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편집 사고는 조

연구 결과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일반인구에 대한 연구에

현병 스펙트럼 장애 등 현실판단력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정

서 독신, 가난, 건강문제 등 개인적 요소뿐 아니라 직장 스트

신증뿐 아니라 우울 장애, 불안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레스, 사회적 지지와 응집성 부족 등이 편집 사고와 관련된

등 광범위한 범주의 신경증에서 흔히 동반되며, 일반인구에

것으로 나타났고,11) 그 밖의 다양한 연구에서도 성 폭력,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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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폭력 등의 전형적 외상뿐 아니라 정서적 방임, 괴롭힘, 무

것으로 이해되며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시와 위협 및 차별적 대우, 외톨이가 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Disorders, third edition(이하 DSM-III)에서는 폐기되었으나

등의 사회적 배척 경험이 편집 사고의 형성과 관련된 것으로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ninth revision(이하

12-18)

보고되고 있다.

ICD 9)에서는 불안 상태, 히스테리, 대상공포, 강박신경증,

그런데 사회적 배척과 편집 사고의 관련성에 대한 이전의

신경증적 우울증, 신경쇠약, 이인증, 건강염려증 및 기타 신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배척을 경험한

경증적 장애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3)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인구에서 발생한 증상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그 대

신경증의 여러 가지 의미 중 정신증과 반대되는 의미, 즉 현

상이 아동과 청소년 군에 주로 한정되었던 반면, 이미 정신건

실판단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정신병적 상태를 제외한 대부

강의학과에서 특정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성인 환자들에서

분의 경우를 포괄하는 의미3)로 사용하였고, 연구 대상 선정

편집 사고와 배척 경험이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시 이를 위한 제외기준을 수립하였다.

부족하였다. 둘째, 사회적 배척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사회적
고립(고립 배척), 언어적 모욕(모욕 배척), 직접적인 위협(괴
19)

롭힘 배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 상

이전 연구들은 다양

연구 대상자는 강남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환

한 형태의 대인관계 외상에 대해 이러한 구분 없이 진행되었

자의 병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의에 의해 조현병 스펙트

기 때문에 어느 유형의 배척이 편집 사고의 형성에 더 큰 영

럼 장애, 양극성 장애의 조증 삽화,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중증 주요 우울 삽화 등이 배제되고 그 밖의 신경증 진단 및

한편, 사회적 배척 외에도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비 임상 집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들로 선정하였다.

단에서 편집 증상과 상관성을 지니고 있음이 반복적으로 관

그 외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질성 뇌질환, 정상범

20-22)

찰되고 있다.

자아존중감 및 부정적 정서는 편집 망상의
23)

유발과 지속에 관여했으며

위 미만으로의 인지기능 저하, 알코올을 포함한 급성 약물중

편집증은 우울, 유약한 내적 자

독 상태,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배제하

기(fragile inner self) 등으로 가장 잘 설명되었다.24) 또한 편

였다. 의사능력이 결여된 경우, 임산부와 수유부, 연구기관

집증의 유형을 나쁜 나(bad me), 불쌍한 나(poor me)로 구분

또는 연구자의 피고용인 등 취약한 피험자는 연구대상에서

25)

했을 때 각각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과 연관이 있었다. 이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총 97명이 포함되었고, 본 연구에

미루어 사회적 배척이 편집 사고에 미치는 직접 효과 외에도

서 정의한 신경증에는 우울 장애, 불안 장애, 외상후 스트레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중재 효과 또는 매개 효과를 통한 간접

스 장애, 적응 장애 등의 진단이 포함되었다.

효과가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우울이 높거나 자
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에게서 사회적 배척이 이와 상호작용

과 정

하여 편집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사회적

각 피험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내용, 그리고 절차에 대

배척이 우울이나 낮은 자아존중감을 유발하고 이를 경유하

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그 후 자

여 편집 사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기기입식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성별, 연령, 학

있다.

력, 직업 등의 사회인구학적 정보를 파악하고 사회적 배척,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신경증 환자들에

편집 사고, 우울, 자아존중감 등 임상 양상으로 평가하는 자

서 사회적 배척이 편집 사고의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

기보고식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강남성심병원 임상

이라 예측하고 사회적 배척의 유형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시험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받았다[No. 2014-04-59(701)].

배척과 편집 사고의 관계에서 어떠한 중재 또는 매개 효과를
도 구

지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사회적 배척 척도(Social Exclusion Scale)

사회적 배척을 평가하기 위해 Kwon과 Lee19)에 의해 타당
용어 정의-신경증

화된 사회적 배척 척도(Social Exclusion Scale, 이하 SES)를

신경증이라는 용어는 여러 상이한 의미를 지니는데, 무의

사용하였다. 사회적 배척 척도는 대인관계에서 따돌리고 고

식적 갈등의 존재를 암시하는 정신역동학적 문제가 있다는

립시키는 형태의 배척을 반영하는 고립 배척(isolation) 4문
www.jkn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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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의견을 무시당하거나 모욕과 창피를 당하는 형태의 모욕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 회귀분석(standard regression

배척(contempt) 4문항, 괴롭힘, 욕설, 언어적, 신체적 폭력 등

analysis)을 실행하였다. 사회적 배척과 편집 사고의 관계에

의 직접적인 위협을 취하는 형태의 괴롭힘 배척(bullying) 7문

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중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항 등 3가지 요인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고, 편

7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 일치도

집 사고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사회적 배척과 우울의 상호작

계수(Cronbach’s alpha)는 α=0.94였다.

용 항 및 사회적 배척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항을 독립변
인으로 투입하였다.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검증에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ed)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ed, 이하

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였
다. 모수추정(parameter estimation) 방식은 최대우도법(ma-

SCL-90-R)는 Derogatis 에 의해 개발된 다차원적 증상목록

ximum likelihood method)을 따랐으며, 완전 매개 모형(com-

척도로,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

plete mediation model)과 부분 매개 모형(partial mediation

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 9개의 증상 차원, 90문항으로 구성

model)을 구성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

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집 사고를 측정하

다. 적합도는 표준 적합지수(normed fit index, 이하 NFI), 비

26)

27)

기 위해 Kim 등 이 타당화, 표준화한 SCL-90-R에서 편집

표준 적합지수(non-normed fit index 또는 Tucker-Lewis

증 척도 6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index, 이하 TLI), 비교 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이하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 일치도 계수는 α=

CFI), 증분 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이하 IFI) 모두

0.87이었다.

0.9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간주되며, 간명 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인 근사오차 평균제곱의 제곱근(Root

벡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이하 RMSEA)은 0.05

벡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이하 BDI)는 우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05에서 0.08이면 양호한 적합도,

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영역을 포괄한 우울 증

0.10 이상이면 부적합한 적합도로 간주된다.31) 통계 분석은

상을 측정하기 위해 Beck 등28)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 4점 척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이하 SPSS) 15.0

도,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본

과 AMOS 7.0(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29)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Rhee 등 이 타당화,

결

표준화한 한국판 BDI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과

내적 일치도 계수는 α=0.95였다.
인구학적 특성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30)

연구에 참여한 97명 중 남성은 55.7%, 여성은 44.3%였으

자아존중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Rosenberg 의 자아존중감

며, 연령 범위는 만 18세에서 54세, 평균 연령은 31.42세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이하 RSES)를 사용하였

[standard deviation(이하 SD)=11.85]였다. 학력은 대학 재학이

다. 11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36.1%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가 32.0%, 대졸이 20.6%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 한 문항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직업을 보면 43.3%가 학생이었으며, 20.6%가 주부, 8.2%가 자

것 같다”는 문항-총점 상관 계수(item-total correlation coe-

영업자, 5.2%가 회사원, 무직자는 9.3%였다.

fficient)가 -0.05로 낮아 이를 제외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판단력이 보존된 환자에서도 흔히 관

본 연구에서 산출한 10문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α=0.75였다.

찰되는 편집 사고와 사회적 배척, 우울, 자아존중감 등 다른
요인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현실판단력 손상이 현저

통계 분석

한 정신증과는 대비되는 의미로 신경증을 정의하였는데, 본

수집된 97명의 환자에 대한 기초 인구학적 자료와 설문조

연구에 최종 포함된 신경증 진단 군에서는 우울 장애가

사 결과에 대해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참여한 연구

71.1%(69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대상의 인구학적 요인과 임상 요인 비교를 위해 카이제곱 검

장애 16.5%(16명), 적응 장애 7.2%(7명), 불안 장애 2.1%(2

증(chi-square test)을 이용하였고, 그 다음에 사회적 배척의

명), 기타 신경증이 3.1%(3명)로 구성되었다(표 1). 연구 집단

총점 및 각 유형과 우울, 자아존중감 및 편집 사고의 상관 계

의 SES 점수 평균은 26.83점(SD=12.92), BDI 점수 평균은

수를 알아보았다. 사회적 배척의 세 유형이 편집 사고에 미치

20.93점(SD=13.48), RSES 점수 평균은 38.80점(SD=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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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97)
Variables

Number (%)

Sex
Male

54 (55.7)

Female

43 (44.3)

Age (years)
18−19

14 (14.4)

20−29

41 (42.3)

30−39

11 (11.3)

40−49

24 (24.7)

50−59

7 (7.2)

Education

별 투입에서 고립 배척이 편집 사고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39.3%(R2 Change=0.393, β=0.433, F=61.59, p＜0.001)였다.
모욕 배척의 설명력은 5.2%(R2 Change=0.052, β=0.362, F=
8.89, p＜0.01)로 매우 작았고, 괴롭힘 배척의 설명력은 0.6%
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4).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중재 및 매개 효과
사회적 배척과 편집 사고의 관계에 대한 우울의 중재 효과
분석에서, 편집 사고에 대해 사회적 배척이 44.8%, 우울이
4.1%로 각각 유의한 설명력을 보인 반면 상호작용 효과는 유

9 (9.3)

의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우울에는 중재 효과가 없는 것으

High school graduate

31 (32.0)

로 드러났다. 자아존중감의 중재 효과 분석에서 편집 사고에

College student

36 (36.1)

대해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사

College graduate

20 (20.6)

회적 배척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

Less than middle school

Above graduate school

2 (2.1)

Job
Self-employed

8 (8.2)

Employee

5 (5.2)

다. 따라서 우울과 자아존중감 모두 사회적 배척과 편집 사고
의 관계에 중재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분석에서, 자아존중감은

Student

43 (43.3)

사회적 배척과 편집 사고 모두와 유의한 상관성이 없어(표 3)

Housekeeper

20 (20.6)

매개 효과를 가정할 수 없이 기각하였고, 사회적 배척이 편집

Day laborer

1 (1.1)

Unemployed

9 (9.3)

Nonresponse

11 (11.4)

Diagnosis
Depressive disorder
Anxiety disorder
PTSD

사고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우울을 경유한 매개 효과만을 검
증하였다. 이때 구조방정식 모형은 사회적 배척이 편집 사고
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배제하고 우울 경로만을 거쳐 영향을

69 (71.1)

미친다고 가정하는 완전 매개 모형, 사회적 배척의 직접 효과

2 (2.1)

와 우울을 통한 매개 효과를 동시에 가정하는 부분 매개 모형

16 (16.5)

Adjustment disorder

7 (7.2)

Other neurosis

3 (3.1)

으로 구성하였다.
완전 매개 모형의 분석 결과, 사회적 배척에서 우울로 가는

PTSD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경로계수[Estimate=0.933, β=0.474, critical ratio(이하 CR)=

SCL-90-R의 편집증 척도 점수 평균은 21.64점(SD=9.17)이

mate=0.321, β=0.478, CR=5.34, p＜0.001)가 유의하였다. 그러

었다(표 2).

나 절대적합지수(χ2=40.97, df=5, p＜0.001)에서 모형이 적합

4.35, p＜0.001], 우울에서 편집 사고로 가는 경로계수(Esti-

하다는 가정이 기각되었으며, 상대적합지수에서 NFI는
사회적 배척과 편집 사고의 관계
변인들 사이의 상관 관계를 알아본 결과, 편집 사고와 관련
된 요인 중 사회적 배척(r=0.68, p＜0.01)이, 그 유형 중에서는

0.808, IFI는 0.827, TLI는 0.646, CFI는 0.823로 모두 0.90 미
만, 간명적합지수 RMSEA는 0.274로 0.10 이상으로 나타나
완전 매개 모형의 적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 배척(r=0.63, p＜0.01)이 가장 높은 양의 상관을 보였다.

부분 매개 모형의 분석 결과, 사회적 배척에서 우울로 가는

사회적 배척과 우울(r=0.44, p＜0.01), 우울과 편집 사고(r=

경로계수(Estimate=0.969, β=0.473, CR=4.30, p＜0.001), 우울

0.48, p＜0.01) 간에 양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

에서 편집 사고로 가는 경로계수(Estimate=0.128, β=0.192,

아존중감은 사회적 배척 및 편집 사고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

CR=2.19, p＜0.05), 사회적 배척에서 편집 사고로 가는 경로

지 않았고 유일하게 우울과 음의 상관(r=-0.43, p＜0.01)을

계수(Estimate=0.833, β=0.606, CR=5.38, p＜0.001)가 유의하

보였다(표 3).

였다. 절대적합지수(χ2=6.0, df=4, p=0.20)에서 모형이 적합하

사회적 배척과 그 유형들이 편집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

다는 가정이 인정되었으며, 상대적합지수에서 NFI는 0.972,

아본 결과, 전체 투입에서 사회적 배척이 편집 사고를 설명하

IFI는 0.930, TLI는 0.975, CFI는 0.990으로 모두 0.90 이상,

는 설명력은 45.1%(R2=0.451, F=25.50, p＜0.001)였고, 단계

간명적합지수 RMSEA는 0.072로 0.08 미만으로 나타나 모형
www.jkn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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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S, SCL-90-R, BDI, and RSES of study subjects

Mean (SD)

Paranoia

SES

Isolation

Contempt

Bullying

BDI

RSES

26.83 (12.92)

11.51 (6.86)

15.29 (7.00)

16.18 (9.45)

20.93 (13.48)

38.80 (6.90)

of SCL-90-R
21.64 (9.17)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RSES : Rosenberg Self-Esteem Scale, SCL-90-R : Symptom Checklist-90-Revised, SES : Social Exclusion Scale,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Social

Contempt

exclusion
Social exclusion

Isolation

Bullying

Depression

Self-esteem

Paranoid
ideation

1.00

Contempt

0.93**

1.00

Isolation

0.92**

0.72**

1.00

Bullying

0.68**

0.62**

0.63**

0.44**

0.40**

0.41**

Depression
Self-esteem

-0.16

Paranoid ideation

-0.16

0.68**

0.61**

-0.12

1.00
0.33**
-0.15

0.63**

1.00
-0.43**

1.00

0.48**

-0.10

0.40**

1.00

** : p<0.01

Table 4.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Paranoid ideation

Variables
Social exclusion

R

R2

∆R2

F

0.670

0.448

0.448

77.18***

Isolation

0.627

0.393

0.393

61.59**

Contempt

0.668

0.446

0.052

8.89**

Bullying

0.672

0.451

0.006

0.96

Depression

0.700

0.489

0.041

7.57**

Self-esteem

0.670

0.448

0.000

0.00

Social exclusion×Depression

0.706

0.499

0.009

1.61

Social exclusion×Self-esteem

0.671

0.450

0.002

0.26

** : p<0.01, *** : p<0.001

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완전 매개 모형에 비해 부분 매개 모형의 적합
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타당한 모형으로 시사되었다. 또한 부

적 배척과 그 하위 유형이 편집 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이에 대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중재 효과와 매개
효과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분 매개 모형에서 사회적 배척이 편집 사고에 미치는 직접 효

먼저, 사회적 배척과 편집 사고 사이에 양의 상관 관계가

과 및 우울을 경유하여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가 모두 유의

있음을 관찰하였다. 또한 사회적 배척의 하위 유형 중 고립

하였다. 이러한 부분 매개 모형의 분석 결과와 각 변인의 표

배척이 편집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유의했던 반면

준화된 회귀 계수(regression coefficient)가 그림 1에 제시되

모욕과 괴롭힘 배척의 영향은 매우 작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

어 있다. 부분 매개 모형에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알아

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Son 등17)은 청소년 환자

본 결과, 사회적 배척이 편집 사고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β=

를 대상으로 외톨이-왕따 집단이 대조군에 비해 편집 차원

0.697로 유의하였는데(p＜0.001), 이 중 직접 효과는 0.606으로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고, Shin 등18)은 중학

매우 높았고 우울에 의한 간접 효과는 0.091이었다(p＜0.05).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폭력 중 따돌림이 정신병적

우울의 간접 효과에서는 사회적 배척이 우울에 β=0.473(p＜

증상 수치를 유의하게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

0.001), 우울이 편집 사고에 β=0.192(p＜0.05)의 유의한 효과

면 소아청소년 및 일반인구 집단뿐 아니라 이미 치료를 받고

를 보이고 있었다.

있는 성인 신경증 환자에서도 사회적 배척이 편집 사고를 유
발하고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특

고

찰

히 고립 배척, 예컨대 따돌림과 소외를 당한 경험이 신체적,
언어적 폭력보다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괴

본 연구에서는 97명의 성인 신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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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neuroleptic dysphoria)하거나 주관적 불쾌감을 악화
Depression

(neuroleptic-induced deficit syndrome)시킬 수 있는데,38,39)
보고에 의하면 환자들은 운동 부작용보다도 오히려 정신기

β=0.192*

β=0.473***

능과 정서기능의 장애를 훨씬 더 큰 문제로 삼기도 한다.40) 따
R2=0.451

Social exclusion

Paranoid ideation
β=0.606***

Fig. 1.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 : p<0.05, *** : p<0.01.

고 일부에게 당하는 폭력이 다른 대다수 대인관계의 단절을
19)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 에서 유형 간 차이의 원인을 추정

라서 고립 배척의 편집 사고에 대한 직접 효과와 우울의 부분
매개 효과를 확인한 본 연구 결과는, 실제 임상에서 고립 등
의 사회적 배척 경험에 대한 정신치료적 접근, 매개 변인인
우울에 대한 항우울제 사용 등이 신경증 환자의 편집 사고에
대해 항정신병 약물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를 보
이는지, 그리고 치료 방법에 따른 순응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
이는지 검증할 추가적 실험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해 볼 수 있다. 반면에 고립은 그 의미 자체로 사회적 관계 및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음의 상관을 보였으나, 사회적 배척

귀속감의 결여와 관련이 있다. 사회적 귀속감은 인간의 기본

과 음의 상관을 보였던 이전 연구19)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상

적인 욕구이며 감정 패턴 및 인지 과정에 다양하고 강한 영향

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대상의 특성

을 주는데, 이는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이나 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본 연구

하기 때문에 인간은 귀속감과 친밀감을 주는 관계가 단절되

가 성인 신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사회

는 상황을 피하고 저항하며 이에 실패할 경우 건강, 적응, 안

적 배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나이, 신경증 진단 유

32)

녕에 대해 다양한 악영향을 받는다. 즉, 대인관계에서 고립

무 등이 관련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어떠한 요인이 고립 경

되고 안정적 유대 관계를 상실하는 경우 사회적 귀속감과 친

험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에 관련되는지는 향후 체계적

밀감, 사회적 애착이 결여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의심과 피해

인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자아존중감

적 내용으로 지배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은 편집 사고와도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편집적 믿음은 부분

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신경증 환자에서 고립 배척으로 인한

적으로 자아존중감을 조절하기 위한 역기능적 노력의 결과

편집 사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상가의 관심과

로 생기는데,41) 투사로 대표되는 편집 사고의 방어기제로 인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해 자아존중감이 보존되며 전반적으로 낮은 관련성을 보였

사회적 배척은 편집 사고에 직접 효과를 나타냈고, 동시에

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가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

우울에 대한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편집 사고에 영향을 미

한 점을 고려하면 편집적 정서가 강한 환자들이 자아존중감

치는 매개 효과를 보였다. 이는 정신병적 증상인 망상의 형성

손상의 정도를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 지속에도 감정이 기여하고 부정적 정서가 연관된다거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사회적 배척의 유

사고 장애인 편집증이 오히려 불안과 우울 등 감정적 요인에

형 중 성인에서는 직접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을 주기보다

의해 가장 잘 설명된다고 말하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23,24,33,34)

는 간접적으로 소외시키는 형태가 주를 이룰 것임을 고려할

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종합해 볼 때, 고립 배척이 편

때 본 연구는 배척 형태가 다소 불균형한 집단에서 시행됐다

집 사고에 대한 직접 효과뿐 아니라 우울을 통한 매개 효과까

할 수 있으며, 더불어 세 유형의 정도나 빈도를 포함하지 못

지 갖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과 신경증 환자에서 나타

하였다. 둘째, 사회적 배척이 현격한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난 편집 사고의 치료시 매개 변인인 우울에 대해 충분한 관심

선정하지 못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에 신경증의 다양한 진단

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된다.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군이 균일하게 포함되지 않았고 주로 우울 장애로 편중되었

외래 치료시 편집 사고에 대해 진단과는 무관한 대증적 항정

다. 넷째, SCL-90-R의 편집증 척도만으로 편집 사고를 평가

35)

예를 들면 우울 장애 환자가 편

하여 문항수가 적고 내용이 정신병적 편집 망상에 가까워 신

집 사고를 보이는 경우에도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에서 보이

경증에서 보일 수 있는 편집 사고까지 아우르기에는 부족하

는 피해 망상과 마찬가지로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하는 빈도

였으므로 추가적 실험 연구시 이의 보완이 요구된다. 다섯째,

가 높다. 이러한 항정신병 약물 사용으로 인한 정좌불능

한 번의 횡단적인 질문조사로 변인이 충분히 작용할 시간적

(akathisia), 강직(rigidity), 근긴장이상(dystonia) 등의 부작용

간격이 제공되지 못하였고 실험 연구 및 종단적 연구가 수행

은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치료 불순응을 초래하기도

되지 못하였다.

신병 약물 처방이 흔한데,

한다.36,37) 그리고 항정신병 약물의 투여는 오히려 기분부전을
www.jkn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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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13)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이 편집 사고에 미치는 영향, 그
리고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중재 효과와 매개 효과를 알아보

14)

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 내원하는 성인 신경증 환자
를 대상으로 이전의 사회적 배척 경험과 현재의 편집 사고,

15)

우울, 자아존중감을 평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배척은 편집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많았고 특히 고립 배척의
영향이 컸다. 또한 사회적 배척의 직접 효과와 동시에 우울의
매개를 통한 간접 효과가 확인되었다.

16)
17)

따라서 신경증 환자에서 편집 사고를 보이는 경우 선행한
배척 경험에 대한 접근과 매개 변인인 우울에 대한 약물 사용

18)

이 편집 사고에 대한 의미 있는 치료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
상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 실험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 : 사회적 배척·사회적 고립·편집증·우울·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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