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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타인의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자의
일상생활기능에 미치는 영향: 일지연구
유현경ㆍ정태진ㆍ조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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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Instability in Emotional Support Discrepancy from Significant Others
on Daily Functioning in Patients with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 A Diary Study
Hyunkyung Yoo, Taejin Jeong, Sungkun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Key messages
이 연구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를 대상으로 지각한 정서적 지지와 선호하는 정서적 지
지 간의 편차의 변동성이 환자의 통증강도와 일상생활 기능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다. 21
명의 CRPS 환자를 대상으로 15일 간의 일지연구를 실시한 결과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 편차의 변동성이 작을 때는 통증강도가 증가할 때 일상생활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으나, 클 때는 통증강도가 증가할수록 일상생활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로, 환자가 요구하는 정도의 정서적 지지를
일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CRPS 환자의 일상생활 기능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2020.
Received August 26, 2020
Revised December 16, 2020
Accepted December 17, 2020
Corresponding author
Sungkun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Korea
Tel: +82-42-821-6366
Fax: +82-42-823-9448
E-mail: sungkunc@cnu.ac.kr
ORCID:
Hyunkyung Yoo
(https://orcid.org/0000-0001-9453-4035)
Taejin Jeong
(https://orcid.org/0000-0001-8301-5416)
Sungkun Cho
(https://orcid.org/0000-0003-3085-0658)
Copyright © 2020 by stress. All rights reserved.

중심단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일상생활 기능,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
Abstract
Background: Daily functioning is an important aspect of chronic pain management, particularly for
individuals living with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Previous studies have established that
emotional support from significant others is beneficial for chronic pain patients. However, emotional
support can be discrepant from one’s preference and can also fluctuate. Thu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role of instability in emotional support discrepancy on the daily functioning of patients
with CRPS.
Methods: Participants consisted of 21 CRPS patients. Google Forms was used to obtain daily diary ratings
over 15 days.The mean square of successive differences was calculated as an indicator of instability of
emotional support discrepancy.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Results: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reveals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instability in emotional support discrepa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pain severity daily activity avoidance (coefficient=0.01, t (292)=5.57, p＜.001),
activity interference (coefficient=0.01, t (292)=5.98, p＜.001), distraction (coefficient=0.01, t (292)=5.10, p=
.007)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stability in emotional support discrepancy reduces
the buffering effect of emotional support.
Key Word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Daily functioning,
Instability of emotional support discrepancy

서 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은 외상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발병하는 만성신경
병증성 통증질환으로, 감각, 자율, 영양 및 운동 이상과 함
께 조직손상에 비해 강도와 기간이 부적절한 만성적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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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특징으로 한다(Bruehl, 2015). CRPS환자들은 극심
한 통증으로 인해 정서, 인지, 직업, 여가, 대인관계 등 다
양한 영역에서의 기능장애(Casale et al., 2015)를 경험
하며, 이는 다른 만성통증환자보다 CRPS 환자에게서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ogan et al., 2013; Bean
et al., 2014). 그러나 CRPS 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의학
적 치료에 반응적이지 않고, 치료의 장기적 효과가 제한적
이다(Bruehl et al., 2006; Rowbotham, 2006). 때문에
CRPS 의 치료에서는 의학적 요인과 더불어 심리적, 사회
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다학제적 접근(Lohnberg et
al., 2013)이 필요하며, 완치가 아닌 통증조절과 일상기능
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Shin, 2011; Weissmann et al.,
2016).
사회적 지지는 의사소통과 상호성을 바탕으로 한 소속
감 및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느낌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한다(Cobb, 1976). 사회적 지지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웰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Hale et al., 2005; Geue et al., 2019), CRPS 와 같이
치료가 어려운 만성질환 관련 연구에서도 일상생활 기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Feldman
et al., 1999; López-Martínez et al., 2008). 사회적 지
지의 완충효과이론(buffering effect model of social
support) (Cohen et al., 1983)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완
충작용을 하여 통증경험과 같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감소
시키며, 이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이
러한 완충효과를 통해 사회적 지지는 통증과 관련된 인지
적, 행동적 변화를 촉진하여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통증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Che et al.,
2018). 실제로, 통증파국화를 비롯한 인지-정서적 요인이
사회적 지지가 신체적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했으며
(Gaffey et al., 2020), 사회적 지지가 건강증진행동을 촉
진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Non et al., 2020). 또한, 사회
적 지지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HPA 축: Hypothalamus-Pituitary gland-Adrenal Axis)과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어 생리적 수준에서도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작
용을 했다(Ditzen et al., 2014).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는 스트레스 수준
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 큰 효과성을 가진다(Field et
al., 2011).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일상에서 많은 부정적
사건과 심리적 역기능을 경험하는 CRPS 환자는 전반적으
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Geertzen et al., 1998), 이러
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
를 필요로 한다.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 이론(Main effect
model of social support)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사회
적 지지의 존재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Cohen et al., 1983),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
해서는 스트레스 상황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최적 매칭이론(optimal matching theory) (Cutrona,
1990)에서는 여러 사회적 지지의 방식을 행동촉진적 지지

(action-facilitating support)와 양육적 지지(nurturant
support)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행동 촉진
적 지지에 해당하는 도구적 지지(돈, 서비스 등)와 정보적
지지(조언, 안내 등)는 부정적 사건과 결과를 방지하기 위
한 행동을 하도록 돕는 자원을 제공하는 지지의 방식이다.
스트레스 상황이 통제 가능할 경우에는 이러한 물질적, 정
보적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에 스트레스 상황이
통제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사건과 결과를 막으려
노력하더라도, 스트레스 사건을 막기 어렵다. 이러한 경
우, 스트레스 상황에 의한 부정적 정서에서 회복하도록 돕
는 양육적 지지인 정서적 지지(공감, 위로 등)가 가장 효과
적일 수 있다. CRPS 환자는 통제가 어려운 만성통증을 경
험하여(Köck et al., 2003) 이러한 정서적 지지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CRPS를 포함한 만성통증환자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정서
적 지지를 가장 원하고, 유용한 것으로 지각했다(Masters
et al., 2007). 이는 중요한 타인이 제공하는 다른 사회적
지지보다 정서적 지지가 CRPS 환자에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지가 CRPS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스트레스 상황의 특성과 함께 사회
적 지지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에서 개인
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총량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지
지의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Schaefer et al., 1981;
Devine et al., 2003; McKillop et al., 2017; Park et
al., 2017). 하지만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연결성
이 적절한가에 대한 개인의 지각능력만을 반영하는 개념
으로(Eagle et al., 2019), 지각된 지지만을 고려하는 접
근은 한계를 가진다.
사회적 지지의 교환에는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제공자와 받는 사람이 지각하는 사
회적 지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Shumaker et al.,
1984). 예를 들면, 유방암 환자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개인이 원하는 사회적 지지와 제
공받은 사회적 지지 간의 일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
도, 사회적 지지 행동의 수보다 유방암에 대한 적응의 더
많은 부분을 설명했다(Reynolds et al., 2004). 또한, 만
성통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지각된 정서적 지지
의 총량과 우울 간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각된 정서적 지지와 선호하는 정서적 지지 간의 차이는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이었다(Cho et al., 2012).
이러한 관점에서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
는 개인이 원하는 사회적 지지와 제공된 사회적 지지가 일
치하는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aber et al., 2007). 이는 단순한 정서적 지지의 총량보
다는 지각된 지지와 선호하는 정서적 지지가 불일치한 정
도에 초점을 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환자가 지각한 정서적 지지와 선호하는 정서적 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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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서적 지지의
불일치가 변동할 가능성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사회적 지지는 제공자의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데(Nurullah, 2012), 환자에게 제공되는 지지가 제공자
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면서 정서적 지지의 불일치가 발생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 제공자가 높은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이는 지
지를 받는 사람에게 생리적 수준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de Grey et al., 2018). 또한, 사회적 지지는 선
행환경의 영향에 민감한 상황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가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 제공되는 사회
적 지지도 함께 영향을 주었다(Uchino, 2009). Knoll 등
(2011)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환경뿐만 아니라 지지를
이끌어 내는 환자의 행동, 긍정정서, 자기효능감과 같은
환자의 특성, 환자와 배우자의 관계만족도, 함께 보내는
시간과 같은 관계적 측면이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를 예측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가 환자
요인이나 제공자 요인에 의해 변하면서 정서적 지지가 불
일치한 정도인 편차가 함께 변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일일 수준에서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를 확인한 연
구에서는 만성통증환자의 일일 통증강도 및 일일 부정정
서가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제공을 예측했다(Iida et al.,
2010). CRPS 와 같은 만성통증을 경험하는 환자가 정서
적인 불안정을 경험하고(Rost et al., 2016), 환자의 증상
과 정서상태에 따라 중요한 타인이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했을 때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경
험하는 정서적 지지의 편차 또한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서적 지지에 대한 개인의 요구가 적절하게 충족되
지 않아 일상에서 통증경험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경험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
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정서적 지지 편차의 변동성이 사
회적 지지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탐색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더욱이 대인관계의 단절과 같은 사회적
철회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CRPS 환자(Rodham et
al., 2009)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를 고려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지연구를 통해 CRPS 환자를 대상으로 중요
한 타인이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이 일상생활
기능과 통증강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
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이론에 근거하
여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이 높을수록 통증강도가 일상생
활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CRPS 환우회 회원으로 등록된 성인 C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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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대상자 중 남성은 17
(80.95%)명이며, 전체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9.52 (SD=
2.03)세였다. 모든 대상자는 전화상으로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확인받았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
다. 1) CRPS로 진단받은 경우, 2) 만 19세에서 65세 사
이의 성인인 경우, 3)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없는 경
우, 4)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
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 도구
1) 사전측정
(1) 통증파국화
통증파국화 측정은 Sullivan 등(1995)에서 개발된 척도
를 Cho 등(2013)에서 타당화한 한국판 통증파국화 질문
지(Pain Catastrophizing Scale: PCS)를 통해 이루어졌
다. 총 13문항의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항상 그렇
다’ (4점)까지의 5점 리커트식 척도를 사용했으며, 무력감
(6문항), 과장(3문항), 반추(4문항)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
다. 총점의 범위는 0∼5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과
관련된 파국적 사고를 더 많이 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한국판 통증파국화 질문지의 Cronbach’s α는 .92였다.
2) 통증일지
(1) 통증강도
일일 통증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숫자등급척도(NRS;
Numerical Rating Scale)가 사용되었다. 대상자들은 “오
늘 하루 동안 통증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였습니까?”라는
질문에 ‘통증 없음’ (0점)에서부터 ‘매우 극심한 통증’ (10
점)으로 응답했다. 총점의 범위는 0∼10점으로, NRS 점수
가 높을수록 더 심한 통증을 경험함을 의미한다.
(2) 일상생활 기능
일상생활 기능은 Van Ryckeghem 등(2013)에서 고안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
Male
Female
Age
Mean (SD)
Marriage (%)
Unmarried
Married
Other
CRPS type (%)
Type 1
Type 2
Opioid use (%)
Use
Disuse
CRPS duration (month)
Median

(N=21)

17 (81.0%)
4 (19.0%)
39.52 (2.03)
4 (19.0%)
16 (76.2%)
1 (4.8%)
16 (76.2%)
5 (23.8%)
20 (95.2%)
1 (4.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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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문 목록을 사용하여 NRS로 측정했다. 대상자들은
하루 동안의 일상생활 기능에 대해 ‘전혀 없음’ (0점)에서
부터 ‘매우 많이’ (10점)로 응답했다. 일상생활 기능 문항
은 활동회피(“오늘 하루 동안 통증으로 인해 활동을 얼마
나 피했습니까?”), 활동방해(“오늘 하루 동안 통증으로 인
해 계획한 활동이 얼마나 방해받았습니까?”), 집중곤란
(“오늘 하루 동안 통증으로 인해 일에 얼마나 집중하기 힘
들었습니까?”)에 대한 내용 각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
점의 범위는 0∼10점으로, 높은 점수일수록 하루 동안 더 많
은 활동회피, 활동방해, 집중곤란을 경험했음을 나타낸다.
(3)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일일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등(1985)에서 개발한 DMS (Daily Mood Scale)를 사용
했다. DMS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정서를
측정하는 4문항(행복한, 즐거운, 기쁜, 만족스러운), 부정
정서를 측정하는 5문항(우울한, 슬픈, 화난/적대적인, 좌
절스러운, 걱정스러운/두려운)이 이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5
점)까지의 6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었다. 긍정정서 총
점의 범위는 0∼20점, 부정정서 총점 범위는 0∼25점으
로, DMS 점수가 높을수록 하루 동안 긍정정서 및 부정정
서를 많이 느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DMS의 긍정
정서 하위척도와 부정정서 하위척도의 Cronbach’s α는
.95로 동일했다.
(4) 지각된 정서적 지지 및 선호하는 정서적 지지
Park (1985)에서 개발된 사회적 지지척도 25문항 중
정서적 지지에 해당하는 7문항을 이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한 문항으로 지각된 정서적 지지(예: 중요한 타인으로
부터 나는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를 측정했
다. 선호하는 정서적 지지 척도는 지각된 정서적 지지 측
정에 사용된 7문항을 수정한 문항(예: 중요한 타인으로부
터 나는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싶었다.)으로
구성했다.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많이 그렇다’ (5점)의 5점 리커트식 척도를 통해 이루어졌
다. 각 총점의 범위는 0∼35점으로, 높은 점수일수록 중
요한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거나, 정서
적 지지를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
구에서 지각된 정서적 지지 척도의 Cronbach’s α는 .97,
선호하는 정서적 지지 척도의 Cronbach’s α는 .92였다.

3. 연구 절차
전화상으로 연구절차와 방법 및 온라인 설문지 작성방
법에 대해 안내한 후 연구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에게
반송용 우편을 통해 연구참여 동의서를 발송했다. 대상자
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온라인 설문지 ‘Google form’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질문지에 응답했다. 이후 15일 간 동
일한 방법으로 저녁 8시마다 통증일지(일일 통증강도, 활

동회피, 활동방해, 집중곤란, 긍정정서, 부정정서)를 작성
했다. 통증일지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이
었다.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통증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을 독려하는 알림 문자가 발송되었다. 2일
연속 통증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대상자는 중도 탈락 처리
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모든 연구절차가 종료된 뒤,
대상자에게 연구참여비 5만원을 지급했으며, 연구자가 전
화상으로 디브리핑을 실시했다.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 생명
윤리위원회(IRB)의 승인(201609-SB-045-01)을 받아 진
행했다.

4. 자료분석
1)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은 개인이 선호하는 정서적 지
지와 지각한 정서적 지지의 양에서 차이의 변동성을 나타
낸다. 이 연구에서는 선호하는 정서적 지지의 양에서 지각
한 정서적 지지의 양을 뺀 값을 정서적 지지 편차 값으로
사용했다.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을 계산하기 위해 계차
제곱평균(mean square of successive differences,
MSSD)을 사용했다. 이는 연속된 두 관찰 값의 차이를 제
곱하여 평균한 값으로, 변산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계차의
제곱을 사용하므로 시간에 따른 순차적인 변화의 정도를
반영해 준다(Choi et al., 2016). 이를 통해 정서적 지지
편차의 평균적인 강도와 시간적 변화를 고려한 정서적 지
지 편차 변동성 지표를 얻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5일 동안 CRPS 환자들의 정서적 지지
불일치 변동성의 정도를 계차제곱평균 값으로 나타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다음 식에서 N
은 총 측정 횟수이며, t는 측정 순서를 의미한다. 계차제곱
평균 값이 클수록 정서적 지지 편차의 변동성이 높음을 의
미한다.


  − 





−



계차제곱 평균(MSSD)= 
 −
2) 통계분석
자료분석은 SPSS 22.0과 HLM 7.0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술통계량 산출 및 상관분석에는 SPSS가, 2
수준 다층 분석에는 HLM이 사용되었다. 1수준 변인들은
피험자-내 변인들로 일일 통증강도, 활동회피, 활동방해,
집중곤란, 긍정정서, 부정정서로 구성되었다. 2수준 변인
은 피험자-간 변인들로 나이, 성별, 통증기간, 통증파국
화,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이었다. 1수준 변인들은 집단
평균 중심화(group mean centered)되었으며, 성별을
제외한 2수준 변인들은 전체평균 중심화(grand mean
centered)되었다. 성별은 여자=0, 남자=1로 더미코드화
하여 비중심화(uncentered)되었다. 모든 모형에는 최대
우도법(ful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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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연령, 성별, 통증기간, 통증파국화, 일일 긍정정서
평균, 일일 부정정서 평균은 통제되었다. 정서적 지지 편
차 변동성의 조절효과는 최종단계 2수준에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모형은 임의 절편(random intercepts)과 임의
기울기(random slopes)를 포함하고 있다.

결 과
1.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에 대한 분석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했다.

2. 다층모형 분석
각 수준에 의해 측정변인이 설명되는 변량을 확인하기
위해 기저모형의 ICC (intraclass correlation)값을 계산
했다. 활동회피의 ICC는 .55로 사람수준 변량이 55%, 매
일수준 변량이 45%였다. 활동방해의 ICC는 .53으로 사
람수준 변량이 53%, 매일수준변량이 47%였다. 집중곤란

의 ICC는 .51로, 사람수준 변량이 51%, 매일수준 변량이
49%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 변인이 모두 매일수준과 사람
수준 변량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기 때문에, 이 연구모형
에 대한 다층모형분석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1) 활동회피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이 통증강도와 활동회피의 관
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층모형분석을 실시했다
(Table 3). 1수준 예측변인으로 통증강도를 투입하여 모
형을 분석한 결과, 기저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유의하게 증
2
가(χ (20)=703.32, p＜.001)했다. 다음으로,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을 2수준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통제변인으
로 나이, 성별, 통증기간, PCS, 긍정정서 평균, 부정정서
평균, 지각된 정서적 지지를 투입한 모형을 분석했다. 모
형을 분석한 결과 이전 모형과 비교하여 적합도가 유의하
2
게 증가(χ (12)=355.20, p＜.001)했다. 통제변인 중 지
각된 정서적 지지가 유의한 경향성을 보였다(β=0.10, t
(12)=2.08, p=.060). 따라서 지각된 정서적 지지와 통증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means, standard deviations for all measures
M (SD)
Level 1
1. Pain
2. Activity avoidance
3. Activity Interference
4. Distraction
Level 2
5. Pain catastrophizing
6. Perceived emotional
support
7. Positive_mean
8. Negative_mean
9. Disagree_MSSD

6.81
6.62
6.56
6.78

(1.95)
(2.33)
(2.47)
(2.27)

31.48 (11.24)
17.54 (7.65)
1.52 (.87)
2.89 (1.25)
33.99 (50.07)

1

2

3

.49***
.47***
.52***

.91***
.89***

.90***

.43***
.32***

.40***
.33***

−.20***

.30***
.12*
−.13*

.05

−.15**

.40***
.23***

−.16**

.41***
.17***

4

5

.33***
.28***

.18**

−.23***

−.57***

.37***
.21***

.82***
.14*

6

.13*
.12*
−.03

7

8

−.63***
−.16**

.01

*p＜.05, **p＜.01, ***p＜.001.

Table 3. Final multilevel models in regard of emotional support disagree instability

Dependent variables (diary items)
Activity avoidance
Intercept (β00)
Perceived emotional support (β01)
Disagree (MSSD) (β02)
Daily pain severity (β10)
Daily pain severity×disagree (MSSD) (β11)
Activity interference
Intercept (β00)
Perceived emotional support (β01)
Disagree (MSSD) (β02)
Daily pain severity (β10)
Daily pain severity×disagree (MSSD) (β11)
Distraction
Intercept (β00)
Perceived emotional support (β01)
Disagree (MSSD) (β02)
Daily pain severity (β10)
Daily pain severity×disagree (MSSD) (β11)
*p＜.05, **p＜.01, ***p＜.001.

Coefficient

SE

T

6.59
0.02
0.00
0.67
0.01

0.42
0.07
0.01
0.05
0.001

15.81***
0.26
−0.05
12.74***
5.57***

0.45
0.07
0.01
0.06
0.01

14.47***
0.11
−0.58
11.70***
5.98***

6.52
0.01
−0.01
0.71
0.01
6.75
−0.01

0.00
0.74
0.01

0.38
0.04
0.01
0.16
0.001

17.54***
−0.11
−0.20

13.25***
5.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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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정서적 지지의 편차변동성을 투입한 모형을 분석한
결과 이전 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2
나타났다(χ (18)=855.98, p＜.001).
다층모형분석 결과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의 주효과
(β=0.00, t (18)=−0.05, p=.962)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통증강도의 주효과(β=0.67, t (292)=12.74, p＜.001)가
유의했다. 또한, 통증강도와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의
상호작용(β=0.01, t (292)=5.57, p＜.001)이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의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
해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적 지지 편차 변
동성이 낮을 때(simpel slope (γ)=0.67, t=4.47, p＜
.001)보다 높을 때(simpel slope (γ)=0.68, t=4.57, p＜
.001) 통증강도가 활동회피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
타났다. 이는 정서적지지 편차 변동성의 수준이 낮을 때
통증강도 증가가 활동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정서적지지 편차 변동성의 수준이 높은 경우 통
증강도가 증가할수록 활동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Fig. 1).

다층모형분석에서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의 주효과(β=
−0.01, t (18)=−0.58, p=.567)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통증강도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0.71, t
(292)=11.70, p＜.001). 또한, 통증강도와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의 상호작용(β=0.01, t (292)=5.98, p=.001)
이 유의했다. 상호작용 효과의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
해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적 지지 편차 변
동성이 낮을 때(simpel slope (γ)=0.71, t=4.64, p＜
.001)보다 높을 때(simpel slope (γ)=0.72, t=4.74, p＜
.001) 통증강도가 활동방해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
타났다. 이는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의 수준이 낮을 때
통증강도 증가가 활동방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의 수준이 높은 경우
통증강도가 증가할수록 활동방해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Fig. 2).

2) 활동방해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이 통증강도와 활동방해의 관
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층모형분석을 실시했다
(Table 3). 기저모형에 비해 통증강도를 1수준 예측변인
2
으로 투입한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높았다(χ (20)=
516.24, p＜.001). 다음으로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을 2
수준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나이, 성별, 통증기간, PCS,
긍정정서 평균, 부정정서 평균, 지각된 정서적 지지를 통
제한 모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이전 모형에 비해 적합도
2
가 유의하게 증가(χ (12)=267.86, p＜.001)했다. 통제변
인 중 지각된 정서적 지지가 유의한 경향성을 보였다(β
=0.11, t (12)=2.18, p=.050). 따라서 지각된 정서적 지
지와 통증강도, 정서적 지지의 편차 변동성을 투입한 모형
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전 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유의하
2
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χ (18)=736.73, p＜.001).

3) 집중곤란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이 통증강도와 집중곤란의 관
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층모형분석을 실시했다
(Table 3). 1수준 예측변인으로 통증강도를 투입하여 모
형을 분석한 결과 기저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유의하게 증
2
가(χ (20)=507.14, p＜.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2수준 예측변인으로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을, 통제
변인으로 나이, 성별, 통증기간, PCS, 긍정정서 평균, 부
정정서 평균, 지각된 정서적 지지를 투입한 모형을 분석했
2
을 때 이전 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유의하게 증가(χ
(12)=289.00, p＜.001)했다. 통제변인 중 지각된 정서적 지지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0.11, t (12)=2.29, p=.041). 따
라서 지각된 정서적 지지와 통증강도, 정서적 지지의 편차
변동성을 투입한 모형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전 모형에
2
비해 적합도가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χ
(18)=289.00, p＜.001).
다층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
의 주효과(β=0.00, t (18)=−0.20, p=.902)는 유의하지

Fig. 1. The interaction effect of instability in emotional support discrepancy
on relationship between pain severity and activity avoidance.

Fig. 2. The interaction effect of instability in emotional support discrepancy
on relationship between pain severity and activity inter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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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통증강도의 주효과(β=0.74, t (292)=13.25, p＜
.001)는 유의했다. 통증강도와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
의 상호작용(β=0.01, t (292)=5.10, p=.007) 또한 유의했
다. 상호작용 효과의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기
울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이 낮
을 때(simpel slope (γ)=0.74, t=4.65, p＜.001)보다 높
을 때(simpel slope (γ)=0.75, t=4.65, p＜.001) 통증강
도가 집중곤란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의 수준이 낮을 때 통증강도 증가
가 집중곤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정서
적 지지 편차 변동성의 수준이 높은 경우 통증강도가 증가
할수록 집중곤란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Fig. 3).

고 찰
이 연구에서는 CPRS 환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의
편차 변동성이 통증강도와 일상생활 기능의 관계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했다. 15일 간의 일지연구를 실시
한 결과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이 통증강도와 활동회피,
활동 방해, 집중곤란 간의 관계를 조절하여 일상생활 기능
에 대한 통증강도의 부정적 영향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지지의 편차가 안정적인
경우 통증강도의 증가가 일상생활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변화는 거의 없으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더 심각한
일상생활 기능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증강도와 활동회피, 활동방해, 집중곤란과 같은 일상
생활 기능의 관계에 대한 정서적 지지 편차 변동성의 조절
효과가 나타난 것은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이론과 일치
하는 결과였다. Cohen 등(1983)에서 제안하는 사회적 지
지의 완충효과 이론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서
질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고 설명한다. 첫째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
한 평가과정에 관여한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사건에

Fig. 3. The interaction effect of instability in emotional support discrepancy
on relationship between pain severity and dis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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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를 수정하거나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지
지를 통해 개인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며(Taylor, 2011), 이러한 믿음은 스트
레스 상황의 실제적·잠재적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고, 개
인의 대처능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
회적 지지가 관여하는 두 번째 지점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
응이다.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할 때 개인은 생리적 각성을
경험하며(Craig, 1968),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반응
을 보인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재평가를 유도
하고 부적응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대
안적인 행동을 촉진한다. 이는 정서적 지지가 통증이 주는
스트레스에 대해 완충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CRPS 환자의
일상생활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
을 의미한다.
한편, 환자의 요구와 제공되는 정서적 지지의 편차 변동
성이 큰 경우, 이러한 완충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정서적
지지를 비롯한 사회적 지지는 그 자체로 통증경험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효과의 정도는 부분적으로 상
황적 요구에 의해 결정된다(Dimatteo, 2004). 사회적,
환경적 요인은 통증과 관련된 생리적, 환경적 변화와 연관
되어 통증경험에 영향을 준다(Feuerstein et al., 1985).
정서적 지지의 충족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은 개인
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타인으로
부터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
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대처과정을 조력함과 동시에
지지의 제공자에 의해 지지를 받는 사람이 스트레스에 대
처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경험으로 작용한다
(Schwarzer et al., 2007). 정서적 지지 편차의 불안정함
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과 중요한
타인의 지각 사이의 차이를 반영하며, 이는 개인이 자신의
대처능력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게 한다. 이와 같은 환경과
지각된 대처능력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은 통증경험
(Moseley et al., 2003)과 인지적 처리과정에서의 부담
(Oka et al., 2010)을 증가시켜 효과적인 통증대처를 방
해하고,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정서적 지지의 편차 변동성은 중요한 타인이 제공하는
지지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도 관
련될 수 있다. Jacobson (1986)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종
류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는 시점을 함께 고려해
야 한다고 제안한다. 선호하는 정서적 지지와 제공받은 정
서적 지지 간의 편차가 불안정한 경우 환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한 지지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각할 수 있다. 전반적인 정서적 지지의 총량이
충분하더라도, 개인이 이를 부족하다고 지각하게 되면 정
서적 지지가 통증으로 인해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완충하
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개인이 원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정서적 지지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
과가 감소하게 된다. 원하지 않는 지지를 과도하게 제공받
을 때, 개인은 지지의 제공자에게 짜증과 분노를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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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게 되며, 정서적 지지가 부족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
정적 정서가 증가할 수 있다(Williamson et al., 2019).
더욱이, 지나친 지지의 제공은 혼자서는 스트레스에 대
처할 수 없다는 믿음을 형성하도록 한다(Rafaeli et al.,
2009). 개인이 요구하는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공되는
지지는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저하시켜 일
상생활에서 통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
는 요인이 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통증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신체적 기능수준
과 자기효능감을 낮게 보고했으며, 이를 통해 통증관련장
애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Matos et al., 2017). 유
방암 환자 군에서도 개인이 원하지 않았던 지지의 제공이
심리사회적 적응의 악화와 관련(Reynolds et al., 2004)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지각된 정서적 지지
의 총량을 통제했음에도 정서적 지지의 편차 변동성의 조
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는 정
서적 지지의 유무나 총량과는 별개로 정서적 지지 편차의
변동성을 확인하는 것이 CRPS 환자의 통증과 일상생활
기능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CRPS를 비롯한 만성통증환자의 치료
에서 중요한 임상적 의의를 가진다. 단순히 사회적 지지의
총량만을 고려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개인이 원하는 지지와 실제로 제
공받은 지지 간의 불일치를 고려한 연구(Melrose et al.,
2015) 또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의 편차 변
동성이 CRPS 와 같은 만성통증환자의 일상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단순히 많은 양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
는 것보다 환자의 요구와 일치하는 정서적 지지를 일관적
으로 제공할 때, CRPS 환자의 일상생활 기능에 더 긍정적
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CRPS 환자
와 같은 만성통증환자의 중요한 타인이 안정적으로 정서
적 지지를 제공하도록 돕는 보호자 대상 교육 및 개입이
만성통증환자의 일상생활 기능에 기여(Applebaum et
al., 2013)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만성통증환자 스
스로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를 이끌
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기술 및 자기주장 훈련(Müller et
al., 2015)이 일상생활 기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중요한
타인의 정서적 지지만을 측정하여 다른 유형의 사회적 지
지 차이의 변동성이 가지는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사회
적 지지는 종류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어
(Cutrona, 1990),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와 같은 다양
한 사회적 지지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일
상생활 기능을 단일문항으로만 측정하여 활동회피, 활동
방해, 집중곤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했다.
셋째, 환자의 관점에서 지각된 정서적 지지를 측정하여 실
제로 중요한 타인이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가 어느 정도인

지 확인하지 못했다. 지각된 정서적 지지는 받는 사람의
상태, 성격, 애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도 애착유형에 따라 정서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 지각한 지지의 총량,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받고있는 사회적 지지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Collins et al., 2004). 이에, 실제로 제공되는 지지와 주
관적으로 지각한 지지 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종단연구를 통
해 선호하는 정서적 지지와 지각한 정서적 지지의 편차가
변동하는 정도가 통증강도가 일상생활 기능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한 첫 번째 연구라는 의의를 가진다.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총량과 단순한 불일치만을 고려한 기존연
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환경적, 맥락적 요인이 CRPS 환자
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 정서적 지지 차이가 불안정할 때 통증이 CRPS
환자의 일상생활 기능을 더욱 악화시키는 양상이 나타났
다. 이는 CRPS 환자를 비롯한 만성통증환자에 대한 개입
에서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환자가 필요로 하는 정도의 정
서적 지지가 일관적으로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CRPS 환자의 일
상생활 기능 유지 및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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