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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정서인식 능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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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ware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ts with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s mediators.
Methods: A total of 375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do participa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used to assess their emotional awareness, adaptive and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s, and regression analyses in PROCESS macro.
Results: First, emotional awareness was related to both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lso, adaptive strategies for regulating emotions were strongly rela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while maladaptive strategies were inversely rela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Second, both adaptive and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partially mediated the
link between emotional aware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ts.
Conclusion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motional awareness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re important factors in improv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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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해가는 동시에 새로운 학교 환경에도 적응해야 한다. 특히 중
고등학생들의 경우, 진로 탐색 및 결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향하는 과도기로, 다양한 측

며 본격적인 입시 경쟁을 직면하게 된다. 더불어 다수의 중고

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점차

등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현재의 안녕감을 유예하는 것

부모로부터 독립을 준비하고,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

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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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상대적으로 안녕감을 위협하는 스트레스원이 많

게 파악하고 정의하는 능력을 뜻한다(Ciarrochi, Heaven, &

은 시기이다(Hong & Park, 2017). 실제로 안녕감의 연령별 비

Supavadeeprasit, 2008). 이는 주의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조합

교연구 결과, 청소년 집단의 안녕감이 대학생 집단에 비해 현

하여 구체적인 정서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까지 이해할 수 있

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an et al., 2012). 안녕감은 청소년

는 것을 의미한다(Barrett, Mesquita, Ochsner, & Gross, 2007).

기의 긍정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정서인식 능력은 개인이 긍정적으로 기

기의 적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Song & Jo, 2018; Yun &

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의미 및 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Lee, 2016),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미치고(Abeyta, Routledge, Juhl, & Robinson, 2015; Extremera &

통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Fernádez-Berrocal, 2005), 나아가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심리적 안녕감이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

것으로 나타났다(Ciarrochi, Kashdan, Leeson, Heaven, & Jordan,

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환

2010; J.-O. Lim & Chang, 2003). 즉 개인은 정서인식 능력을

경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며, 삶의 목적이 있고, 자신의 잠재력

바탕으로 자신의 욕구나 필요가 충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서

을 실현시키고자하는 동기가 있는 상태를 뜻한다(Ryff, 1989).

적 정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적절한 후속 행동

이는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

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어(Boden & Berenbaum, 2011) 심리

를 강조하는 것으로, 주관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여러 이론

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실제로 정서인식 능력이 높은

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다면성 역시 포함하고 있다( Jun & Oh,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시도

2011). 특히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실정에 적합한 심리적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취 수준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Otto

안녕감을 측정하고자 한 연구( J.-H. Park & Sim, 2007)에 따르

& Lantermann, 2005). 또한 정서인식 능력을 토대로 자신이 주

면, 심리적 안녕감은 긍정적 자기인식, 가족관계, 교사관계, 친

로 경험하는 정서가 무엇인지 규명함으로써 자기이해를 증

구관계, 자기주장성 및 학습주도성으로 구성된다. 이는 청소

진시킬 수 있으며(S.-J. Lee & Lee, 1997), 심리적 적응에 도움

년기의 독특한 발달특성과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이 될 수 있다(H.-Y. Choi, Lee, & Min, 2008). 나아가 Kennedy-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Moore, Greenberg와 Wortman (1991)이 제안한 정서표현 과정

라서 본 연구에서는 J.-H. Park과 Sim (2007)의 연구에 기초하

모형에 근거하여 정서처리과정 유형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여 심리적 안녕감을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가

를 살펴본 연구(Jun & Oh, 2011)에 따르면, 정서인식 능력이

족과 교사 및 친구와 원만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정서

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하고,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학

인식 능력은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여 심리적 안녕

습하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감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Jung, 2018). 이상의 연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메타분석한 연구(M.-A.
Park, Kim, & Cheon, 2013)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 애착 및

구결과들은 정서인식 능력이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지 등 다양한 요인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

선행 연구들(Augusto-Landa, Pulido-Martos, & Lopez-Zafra,

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서인식 능력을 비롯한 정서적 요

2011; J.-O. Lim & Chang, 2003)은 정서인식 능력과 심리적 안

인은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녕감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기여하였으나, 정서인식 능력에 있

( Jun & Oh, 2011; Shin, Lee, & Lee, 2005). 정서는 상황에 수반

어 타인정서인식을 제외한 자기정서인식에만 초점을 두었다

되는 반응으로 개인의 생존과 적응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J.-Y.

는 한계가 있다. 본질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사회 구

Lee & Kwon, 2006) 심리적 안녕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

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문이다. 정서를 다루는 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

(Ryff, 1989), 자기정서인식과 더불어 타인정서인식도 함께 살

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lovey

펴볼 필요가 있다. 타인정서인식은 개인이 사회적 맥락을 이

& Mayer, 1990). 그 중에서도 정서인식 능력은 정서정보처리

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다양한 상호작용 상황에서 적

과정의 기초로(Mayer, Salovey, Caruso, & Sitarenios, 2001), 정서

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Chang & Kim, 2011) 심리적 안녕

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안녕감

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정

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인식과 타인정서인식을 모두 포함한 정서인식 능력이 심리

정서인식 능력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정확하

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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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정서인식 능력이 어떠한 기제를 통하여 심리적

략을 말한다. 선행 연구에서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스트레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

스를 완화하는 등 긍정적 결과와 관련되나(S.-H. Kim, 2008),

므로, 정서인식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심화시키

인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거나 자살 생각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결과와 연관되는 것

일각에서는 정서인식 능력이 심리적 안녕감 향상에 중요한

으로 나타났다(W.-K. Choi & Kim, 2012; Garnefski, Kraaij, &

요인이기는 하나,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

Etten, 2005). 따라서 정서인식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

다(J.-O. Lim & Chang, 2003). 즉 우수한 정서인식 능력이 반드

계에서도 어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

시 높은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특

반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성에 따라 두 요인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S.-J. Lee & Hyun, 2008; S.

특히 정서인식 능력을 통해 인지된 정서가 어떻게 조절되느

Yoo, 2014)에 따르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정서인식 능

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S.-J. Lee &

력의 영향을 받는 요인이자 심리적 안녕감에 관여하는 것으

Hyun, 2008), 정서인식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서인식 능력은 정서적 정보를 효

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주목할 필요

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적응적 정서조

가 있다. 정서는 유용하고 적응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적

절 전략을 더 많이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arrett,

절히 조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거나 합리

Gross, Christensen, & Benvenuto, 2001; Y. Kim, 2014; Nam &

적인 기능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정서를 유발한 자극이나

Park, 2017).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부정적으로 왜곡된 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정서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석을 하게 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키는 것에 비해, 적

므로(Gross, 2002), 적절한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성

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각각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공적인 정서조절을 가능하게 하여 정서인식 능력과 심리적 안

있도록 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Balzarotti,

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 즉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Biassoni, Villani, Prunas, & Velotti, 2016; H. W. Kim & Oh,

정서에 압도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능력과 관련되

2016; Mahmoudzadeh, Mohammadkhani, Dolatshahi, & Moradi,

어 있으며, 정서 경험의 속성이나 강도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

2015).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할 수

문에(Garnefski & Kraaij, 2018) 정서인식 능력과 심리적 안녕

있는 대학생들은 정서유발 사건에 대해 긍정적 재해석 등과

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적응적인 방식으로 대처하여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것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란 정서적으로 각성된 정보를 다루

로 나타났다(Gohm & Clore, 2002). 더불어 명확한 정서인식

는 인지적인 방식을 뜻한다(Thompson, 1991). 이는 인지적 대

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

처와 유사한 개념으로(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정

개효과를 살펴본 연구(S.-J. Lee & Hyun, 2008)에서도 부적응

서를 유발한 사건에 대한 인지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Aldao

적 정서조절 전략은 주관적 안녕감을 저하시킨 반면, 적응적

& Nolen-Hoeksema, 2010). 개인마다 자주 사용하는 인지적 정

정서조절 전략은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켰다. 이상의 연구

서조절 전략은 각기 다르며, 특정 전략들은 보다 기능적으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볼 때, 개인의 안녕감은 경험에 대한 해석

작용할 수 있다(Garnefski et al., 2002). Garnefski 등(2001)은 인

및 평가와 같은 인지과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적응적 전략과 부적응적 전략으로 구분

(Lyubomirsky, 2001)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정서인식 능력과

하였다. 적응적 전략은 수용, 해결중심사고, 균형있게 바라보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기, 긍정적 재초점, 긍정적 재평가를 포함한다. 즉 적응적 정서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정서인식 능력과 인지적 정

조절 전략은 정서유발 사건을 자신의 경험으로 수용하거나,

서조절 전략의 영향을 파악해보고, 정서인식 능력이 인지적

문제해결 계획을 세우거나,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심각성을

정서조절 전략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

경감시키거나, 즐거운 일을 생각하거나, 긍정적 의미를 찾는

보고자 한다.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적응적 전략은 자기 비난, 타인 비

종합하면,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인식 능력과 심리적 안

난, 반추, 파국화를 포함한다.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곧 정

녕감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서를 유발한 사건에 대해 자신 또는 타인의 실수를 생각하거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청소년의 정서인식 능력, 인지적 정

나, 반복적인 생각을 하거나, 공포스러운 측면을 강조하는 전

서조절 전략 및 심리적 안녕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본 후,

Kwak and Lim 16

정서인식 능력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및 심리적 안녕감 간

기보고로 측정하였다.

에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인지적 정서조절 전
략이 정서인식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정서인식 능력 척도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심리
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서인식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Wong과 Law (2002)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을 Lim
(201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

연구문제 1

기정서인식(4문항), 타인정서인식(4문항), 정서활용(4문항),

청소년의 정서인식 능력,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및 심리적 안

정서조절(4문항)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녕감은 관계가 있는가?

서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정확히 지각하고 이해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정서인식(4문항)과 타인정서인

연구문제 2

식(4문항)의 2개 하위요인 총 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

청소년의 정서인식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인지

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적 정서조절 전략이 매개하는가?

(5점)까지 응답하게 되어있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8-40점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인식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해석
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전체 문항 .73, 자기정서인

Methods
연구대상

식 요인 .76, 타인정서인식 요인 .71로 나타났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척도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8개 중·고등학교에 재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Garnefski, Kraaij

학 중인 청소년 37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청소년의 연

와 Spinhoven (2001)이 개발한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령 범위는 청소년 기본법상 9세 이상 24세 이하 등 각각의 법

Questionnaire (CERQ)를 S.-H. Kim (2004)이 번안하고, Ahn,

적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

Lee와 Joo (2013)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고등학생 시기는 경쟁 지향

35문항이며, 9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들

적인 교육 환경에 따라 학업 성취에 대한 부담이 높고(M. Lee,

은 이론적으로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

2014), 이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

략으로 구분된다.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에는 수용(acceptance,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Hong & Park, 2017)에

3문항), 해결중심사고(refocus on planning, 4문항), 균형 있게 바

근거하여 본 연구의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라보기(putting into perspective, 4문항), 긍정적 재초점(positive

대상의 평균 연령은 16.71세(SD = 1.09)였다. 연구대상 중 남

refocusing, 4문항), 긍정적 재평가(positive reappraisal, 4문항) 요

학생이 190명(50.7%), 여학생이 185명(49.3%)이었다. 학교급

인이 포함되고,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에는 자기 비난(self-

별로 볼 때 중학생이 174명(46.4%), 고등학생이 201명(53.6%)

blame, 4문항), 타인 비난(other-blame, 4문항), 반추(rumination,

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교 졸

4문항), 파국화(catastrophizing, 4문항) 요인이 포함된다. 각 항

업(부: 51.7%; 모: 52.0%)이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

목은 5점 Likert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거의 항상

무관리직(33.1%)이,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주부(27.2%)가 가

그렇다 (5점)까지 평정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전략을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89,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77이었다.

연구도구
심리적 안녕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 능력 척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척
도 및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모두 청소년의 자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J.-H. Park과 Si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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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Inventory (APW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1문항으로, 긍
정적 자기인식(12문항), 가족관계(12문항), 교사관계(10문항),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IBM Co., Armonk, NY)

친구관계(8문항), 자기주장성(5문항), 학습주도성(4문항)의 6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응답하게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정서인식 능력, 인지적

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51-204점까지이며, 점수가

정서조절 전략 및 심리적 안녕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정서인

산출된 Cronbach’s α는 전체 문항 .96이었고, 하위요인별로 .74

식 능력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성

～.92로 나타났다.

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청소년의
정서인식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

연구절차

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Hayes (2017)가 제시
한 PROCESS macro version 3.0 (Model 4)을 사용하여 다중매

본조사에 앞서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2

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매개 분석 이후 매개효과의 통계

곳의 3학급에서 재학 중인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지의 타당성과 절차상의 문제

을 실시하였다.

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설문지 작성에 관한 안내를 보완하였
다. 본조사는 2018년 3월, 서울 및 경기도의 4개 중학교와 4개

Results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90명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
여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사전에 연구 목적과 설문

청소년의 정서인식 능력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방법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였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연구
내용과 비밀보장 및 사생활 보호의 원칙에 관해 안내하였다.
설문지 배부 전, 연구 참여에 대한 의사를 구두로 물은 후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에 한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청소년의 정서인식 능력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및 심리적

소요시간은 약 20분이었고, 참여 학생과 협조 교사에게는 감

안녕감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

사의 표시로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모두 회

편차를 산출하고,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

수되었으며, 응답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375부(96.15%)를

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1).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정서인식 능력은 심리적 안녕감과 중간정도 크기
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50, p < .001). 즉, 청

Table 1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Awarenes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1. Emotional awarenes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2. Adaptive strategies
3. Maladaptive strategies
4. Psychological well-being
M
SD
Note. N = 375.
**p < .01. ***p < .001.

1
—

3.80
.48

2
.41***

3
-.20***

4
.50***

—

.15**
—

.53***
-.24***
—

3.32
.63

2.87
.51

3.0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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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정확히 지각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또한 청소년의 정서인식 능력은 적응적 정
서조절 전략(r = .41, p < .0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적응
적 정서조절 전략(r = -.20, p < .001)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청소년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지할수록 적

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54***

.33***

.24***

Emotional
Awareness

Psychological
Well-Being

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명
확히 지각하지 못할수록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21***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인식 능력은 부적응적 정서조
절 전략보다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과 더 강한 상관관계가 있

-.23***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부적응적 정서조절

Figure 1. Model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ware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전략은 심리적 안녕감(r = -.24,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p < .001.

었다. 끝으로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심리적 안녕감(r = .53,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정서를 유발한 사건에 대
해 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둘째, 독립변인이 단독으로 투입되었을

았고,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할수록 심리적 안녕감

때의 직접 효과의 크기가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투입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되었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직접 효과의 크기
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정서인식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랩핑 방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지 검증하였다.
첫 번째 모형에서 정서인식 능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

청소년의 정서인식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인

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46, p < .001). 두 번

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하위요인인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및

째 모형에서 정서인식 능력이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에 미치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Hayes

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54, p < .001). 세 번

(2017)가 제안한 다중 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째 모형에서 정서인식 능력이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에 미치

Table 2와 Figur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는 영향력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21, p < .001). 끝

Hayes (2013/2015)의 제안에 따라 분석결과는 비표준화 계

으로, 네 번째 모형에서 정서인식 능력(b = .24, p < .001)과 적

수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중 매개효과 분석 시의

응적 정서조절 전략(b = .33, p < .001) 및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였다. 첫째, 독립변인에서

략(b = -.23, p < .001)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와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정서인식 능력과 인지적 정서조절

경로 및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전략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정서인식 능력이 심리적 안녕감

Table 2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ware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odel
1
2
3
4

Path
Emotional awareness → Psychological well-being
Emotional awareness → Adaptive strategies
Emotional awareness → Maladaptive strategies
Emotional awareness → Psychological well-being
Adaptive strategies → Psychological well-being
Maladaptive strategies → Psychological well-being
Note. N = 375.
***p < .001.

b
.46
.54
-.21
.24
.33
-.23

SE
.04
.06
.05
.04
.03
.04

t
11.03***
8.57***
-3.83***
5.79***
10.51***
-6.26***

R2
.25
.16
.04
.44

F
121.56***
73.46***
14.70***
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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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fidence Limits of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s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Path1
Path2

Effect
.46
.24
.22
.18
.05

SE
.04
.04
.03
.03
.02

LLCI
.38
.16
.17
.12
.02

ULCI
.55
.32
.29
.24
.08

Note. Path1 = emotional awareness → adaptive strategies → psychological well-being;
Path2 = emotional awareness → maladaptive strategies → psychological well-being

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었으며(b = .46, p < .001→b = .24, p

첫째, 청소년의 정서인식 능력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및

< .001), 모형의 설명력은 추가적으로 19% 증가하였다. 즉 청

심리적 안녕감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년의 정서인식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인지적

정서인식 능력은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

정서조절 전략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다. 이는 청소년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지각할수

와 같은 부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인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고, 95% 신뢰구간을 적용

식 능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연구들(Augusto-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Landa et al., 2011; M.-J. Lee, 2013)과 일치한다. 또한 청소년을

먼저 정서인식 능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대상으로 한 연구(Jun & Oh, 2011)에서 정서인식 능력이 높은

.24 (.16, .32)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다음으로 경로1의 간접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는 결과와도

효과는 .18 (.12, .24), 경로2의 간접효과 역시 .05 (.02, .08)로 통

같은 맥락에 있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구체적으

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정서인식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관계에서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모

있음을 보여준다. 정서인식 능력은 정서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들 간접효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초로, 상황에 적절한 후속 행동을 결정

과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하는 데 영향을 준다. 청소년은 명확한 정서인식 능력을 토대

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18로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매

로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고,

개로 한 간접효과인 .05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두 간접

이는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감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효과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으로 보인다. 나아가 자신의 정서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서 상

방식으로 95% 신뢰구간을 산출한 결과 (.06, .20)으로 나타났

태 역시 정확히 지각하고, 그 정서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사

다. 즉, 정서인식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

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보다 기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에

적 정서조절 전략보다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매개로 한 경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

로가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하여 명확한 정서인식 능력의 중요성
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서인식 능력이 가변적인 속성
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해

Discussion

청소년들이 정서를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정서인식 능력과

다음으로 청소년의 정서인식 능력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

략은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인식 능력

었다. 이를 위해 정서인식 능력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및 심

은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부적응적

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정서인식 능력과 심리적

정서조절 전략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분

를 명확히 인식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더 많이 사용하고,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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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한 연구(Y. Kim, 2014; S.-J. Lee & Hyun, 2008)와

해석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궁극적

일치한다. 더불어 정서의 원인이나 맥락, 결과에 대한 이해가

으로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족하면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다는 연구(Eastabrook,

따라서 상황에 알맞은 정서조절 전략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

Flynn, & Hollenstein, 2014), 낮은 정서인식 능력이 정서경험

원하는 것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

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연구

을 것이다.

(Saarni, 2000)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S. Kim과 Min (2006)

둘째, 청소년의 정서인식 능력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

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상황에서 정서인식 능력이 높은 집

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매개로

단에 비해 낮은 집단은 자신이 어떤 정서 상태인지 명확히 이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하지 못하여 해당 상황과 크게 관련이 없는 부정 정서까지

이러한 결과는 정서인식 능력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청소

강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슬퍼해야 할 것인

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요인임을 말해준다. 동시에 본

지, 화를 내야 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

연구의 결과는 정서인식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며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서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지양하는 것보다 적응적 정서조절

인식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이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이는 심리

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어떤 정서 상태인지 인식하지

적 안녕감이란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못하기 때문에(Penza-Clyve & Zeman, 2002) 효과적인 정서조

양한 도전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고 변화시키는지에 의해

절 전략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정서인식 능력이 높

좌우된다는 연구(Ryff & Singer, 2003)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제한된 주의량을 대처과정으로 전환하

명확한 정서인식 능력이 정서조절 양식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

여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Swinkels &

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J.-O. Lim & Chang,

Giuliano, 1995),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서를 조

2003)와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 더불어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

절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는 능력이 우수할수록 정서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끝으로,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이는 일종의 동기로 작용하여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보다 적

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적응적

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활용을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정서조절 전략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부

연구결과(S.-J. Lee & Hyun, 2008)를 지지한다. 따라서 청소년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

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

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적 전략은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

상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며,

지만, 부적응적 전략은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한다는 다수의

가정 또는 학교 현장에서 정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명명

연구들(Balzarotti et al., 2016; H. W. Kim & Oh, 2016; Panahi et

하는 연습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서 단어에 대한 지식

al., 2016; S. Yoo, 2014)과 일치한다. 또한 적응 수준이 높은 청

은 세분화된 정서 이해를 가능하게 하므로(E.-S. Choi & Bang,

소년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적게

2013) 정서 단어를 강조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한다는 연구(M. Kim & Kwon, 2008), 문제 해결을 위한 계

얼굴 표정 사진을 활용한 정서인식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은

획을 수립하는 등의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을 사용할수록 심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리적 안녕감이 높았다는 연구(Shin et al., 2005)와도 유사한 맥

있다. 나아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부분 매개효과는 청소

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어떤 사고방

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황에 알맞은 정서조

식을 통해 정서를 조절하는지가 심리적 안녕감과 긴밀히 관

절 전략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

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정서조절은 개인이 잠재적인 역량

다. 즉, 청소년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을 발휘하고,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인지 자각하고,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적응적 정서조

(Cicchetti, Ackerman, & Izard, 1995). 특히 정서조절을 잘 하기

절 전략으로 대체할 수 있게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위해서는 정서적 각성을 유발한 원인에 대한 인지적 재해석의

야 할 것이다.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A. J. Yoo, Lee, & Jung, 2006). 이와 같은

덧붙여 본 연구에서 간접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한 결

측면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중 부적응적 전략은 적응적

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중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

전략에 비해 정서유발 사건을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왜곡하여

효과보다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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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안녕감에 있어 적응적 정서

능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나아

조절 전략이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 정서인식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

갖는다고 제시한 연구들(An & Yoo, 2016; H. W. Kim & Oh,

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 더불어 정서인식 능력

2016; H. Park & Chae, 2012)과 동일한 결과이다. 이는 긍정심

에 있어 자기정서인식뿐만 아니라 타인정서인식 역시 고려하

리학의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S. Yoo, 2014). 긍정심리

여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

학은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있어 개인의 결함을 보완하는 방

다. 또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중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보

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강점을 개발하고 함양하는 것

다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 심리적 안

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J. Kim & Kwon, 2015). Heimberg,

녕감 향상에 효율적임을 제시하였다. 정서인식 능력을 통해

Acerra와 Holstein (1985) 또한 긍정적 사고가 부정적 사고보다

지각된 정서는 개인의 생존과 적응을 지원하는 정보로서 기능

개인의 적응 기능을 결정짓는 보다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하

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정서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따라

였다. 나아가 심리적 안녕감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긍정적 기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

능화를 반영하는 개념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부

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서인식 능력을 함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에 비해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정서유

양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적절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활

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

용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개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리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
다. 즉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실제보다 왜곡된 해석을 하

Notes

게 하지만,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정서적 사건으로부터 발
생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 개인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사

This article is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submitted
in 2018.

용을 지양하는 것보다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활용을 촉진하
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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