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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타당화 개입이 부정적 평가 상황에서 유발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상태 분노, 분노 억제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서울 소재 대학의 대학(원)생을 대상

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는 65명이었다. 참여자는 주

어진 주제에 대해 글을 쓴 후 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무

선 배정으로 타당화 집단과 통제 집단에 배정된 참여자들은 부정적

평가를 받은 이후 각각 다른 음성 개입을 청취하였다. 타당화 집단

참여자들은 유발된 상태 분노와 분노 억제에 대한 타당화 개입을,

통제 집단 참여자들은 실험 과정을 설명하는 통제 개입을 청취하였

다. 연구결과의 분석을 위해서는 상태 분노와 분노 억제의 사전-사

후점수 변화에 대한 공분산분석(ANCOVA), 개입 후 공격성 점수에

대한 집단 간 독립표본 t검정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당화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상태 분노 수준이 감소하였다. 둘째, 타당화 집단은 통제 집단

에 비해 분노 억제 수준이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타당화 개입 이

후 타당화 집단과 통제 집단의 공격성에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타당화 개입이 부정적 평가 상황에서

유발된 내현적 자기애자들의 분노와 같은 부적 정서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분노를 경험하면서도 드러내

지 않으면서 분노를 더 증폭시키는 대처방식인 분노 억제가 타당화

를 통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역기능적인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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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 행동인 공격성 역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기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분노 각성을 즉각적으

로 완화하는 한편, 분노 경험의 의미와 그 이면의 긍정적인 소망들

을 일관된 자기개념 안에서 통합하여 자기관의 안정성을 강화하도

록 상담자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였다는 데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타당화, 자기, 내현적 자기애, 상태 분노, 분노 억제, 공

격성

학번 : 2016-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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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내담자가 건강한 자기(self)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상담

이 지향하는 방향이자 중요한 과제이다. 자기(self)란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으로(Rogers, 1951),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일찍이 Kohut(1971)은 자

기(self)를 가장 중요한 심리적 구조로 보고 이것의 발달과정과 성격

장애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Rogers는 인간을 자기를 실현(self

actualization)하려는 긍정적인 동기를 갖고 있는 존재로 보고(1942,

1951, 1961), 인간 성격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역시 자기

(self)를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호소문제는 어떻게 건강하지

못한 자기(self)와 관련되는가? 많은 학자들은 불안정한 자기개념에

따르는 문제들을 대표적인 심리적 부적응으로 언급해왔다.

Rogers(1961)에 따르면, 자기 존중감을 위해 추구하는 이상적 자기

와 현실 경험의 불일치가 큰 경우 그 경험은 자기개념에 통합되기

어려우며, 이것이 반복되면 현실적 자기-이상적 자기의 괴리가 커지

면서 자기개념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 이 경우 이상적 자기와

불일치하는 사소한 자극도 자기(self)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

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정적 평가를 받아 자기개념이 위협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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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을 깎아내려 자기상을 재구축하려 하

며, 이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반응(Bogart, Benotsch &

Pavlovic, 2004; Kernberg, 1975; Kohut, 1971, 1972)할 수 있다.

이에 상담에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며 자기(self)의 개

념을 조직하고 발견, 타당화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은 여러 상담이

론가와 상담연구자들에 의해 중시되어 왔다(김창대, 2009; Corsini

& Rosenberg, 1955; Kohut, 1977; Rogers, 1986). 상담의 성과를 이

끄는 상담자 요인에 대한 관심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었고(Beutler et

al., 2004),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

데, 김창대(2009)는 자기의 확인(Self validation)을 돕기 위한 상담자

의 개입으로 Linehan(1993)이 고안한 ‘타당화(validation)’를 제시하

였다. Linehan(1993)에 따르면, 타당화란 내담자의 감정이나 경험 자

체를 그 자체로 타당한(valid)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전

달하는 상담자의 개입이다.

내담자가 변화하려면 자신의 경험을 수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타당화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무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여 자신의 경험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돕는

다(Linehan, 1997). 또한 Lynch 등(2006)은 자기감(sense of self)의

안정성 증가, 정서적 각성의 감소 등을 타당화의 효과로 보았다. 자

기개념과 불일치하던 경험이 타당화를 통해 재조직되고 수용되면

내담자는 일관되고 안정된 자기감(sense of self)을 가질 수 있게 된

다. 또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과도한 정서적 각성이 감소하고 결과

적으로 새로운 행동이나 학습에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된다.

한편, 자기(self)의 위협과 그에 따른 부적정서를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집단에는 자기애 성향자들이 있다. 자기의 취약한 측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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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한(grandiose) 측면이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된(Kohut, 1971;

Kernberg, 1984) 자기애 성향자들은, 실패나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강선희, 정남운, 2002; Hendin & Cheek, 1997;

Wink, 1991), 자주 분노를 경험하고 공격성을 표출한다(Baumeister,

1997)고 알려져 있다. 분노는 자기 인정의 욕구가 공격당할 때 인간

이 경험하는 정서(Shiota & Kalat, 2015)로, 자기의 위협과 매우 밀

접한 정서 경험이다. 과대하지만 불안정한 자기상을 가진 자기애 성

향자에게는 사소할 수 있는 부정적 평가도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

는 것이다. 즉 자기애자들의 분노는 자기상을 회복하고 재정립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정서로 풀이(Akhtar & Tompson, 1982; Kohut,

1977)된다.

그런데 자기애 성향자 중에서도, 잦은 분노 경험에 대한 대처

방식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와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가 상당히 다

르다(Cooper, 2000). 외부로 분노를 표출하는 외현적 자기애 집단과

달리 내현적 자기애 집단은 분노 억제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박세

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이는 긍정

적인 관계 맺음 동기를 갖고 선택하는 ‘분노 조절’과는 구별되는 행

동이며,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향화된 분노

(anger-in)(Spielberger, 1983)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

애자는 경직된 패턴으로 분노를 억제하면서 더욱 분노를 증폭시키

기 쉬우며, 공격적 표현과 같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출(김은혜, 서

수균, 2013; 서수균, 권석만, 2002)할 가능성이 높다.

자기개념을 얼마나 일관되고 선명하게 갖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자기개념 명료성(Campbell, 1990)’ 역시 내현적 자기애자가 외현적

자기애자나 일반 집단보다 두드러지게 낮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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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자기애 성향자 집단 안에서도 자기

개념이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따라서 분노, 공격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들(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Stuck & Sporer, 2002)을 고려하면, 내현적 자기애자의 분노와 공격

성은 그들의 불안정한 자기개념으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이 경험적

지표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분노 억제는 역시 부정적

평가에 예민한 내현적 자기애자의 불안정한 자기관에 기인한 것으

로, 분노에서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역기능적인 분노 표출 패턴을 견

인하는 중요한 대처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내현적 자기애

자는 불안정한 자기개념, 분노-분노억제-공격성 표출의 부적응적 행

동 패턴으로 보아 타당화 개입이 필요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 개입에 효과를 보이는 내담자 집단(김계현, 2000)을 중요

한 요인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볼 때, 아직 내현

적 자기애 집단에 대한 타당화 개입 연구는 그 대상의 중요성에 비

해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자기(self)에 대한 위협이 주어지는 상

황에서 자기(self)의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방어적 성향이나

공격성을 낮춘다(Steele, 1988)는 제안에 따라 Thomaes 등(2009)이

자기애가 높은 청소년들에게 자기 확인(Self-confirmaion) 글쓰기 처

치를 시도하고 공격성이 감소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연구의 참

여자들은 12개의 가치(똑똑한 것, 집단에 소속되는 것, 친구나 가족

과의 관계, 종교 등) 목록 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2~3가지를 선

택하여 왜 그 가치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작성했다. 그러나 연구 대

상이 내현적 자기애 집단의 범주보다 넓고, ‘자기 확인’ 처치의 효과

를 확인한 것이지 타당화 개입의 효과를 특히 자기의 위협을 느끼

는 상황에서 확인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타당화 개입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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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국내 선행연구들(고유림, 김창대, 2015; 김은준, 2018; 김은하,

2011; 신서원, 2014; 유성경 외, 2009; 장혜미, 2017)은 다양한 상황

이나 맥락, 대상을 고려하여 진행되어 왔으나, 자기애 성향자에 관

련한 연구는 신서원(2014)의 연구가 유일하며, 내현적 자기애 성향

자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또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분노 억제’를 타당화 효

과를 확인하는 종속변인으로 추가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타당화 개

입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의 종속변인은 자존감(김은하, 2011), 자

기수용(고유림, 김창대, 2015)과 같이 자기개념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나, 부적정서의 수용(장혜미, 2017) 혹은 그에 따른 부

적정서의 감소(김은준, 2018; 신서원, 2014; 장혜미, 2017)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수이다. 물론 위 변인들은 모두 타당화 개입의 의도에

잘 부합하는 종속변인들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

은 정서를 타당화하면 피험자가 무비판적으로 ‘기꺼이 경험’하여 수

용(Linehan, 1997)하는 효과를 고려해 ‘정서 수용’을 타당화 효과를

확인하는 중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여러 부적정서 중에서도 분노는 그 억제 기제의 중요성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노는 우울이나 분노와 달리 자기(self) 내

부가 아닌 외부 대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서로서(Greenberg,

Paivio, 1997) 분노를 느끼지만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기보다 그 표현

을 억제하는 데에 심리적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모되고, 결과적으로

정서가 폭발적으로 표출(acting-out)되는 형태의 공격성을 견인하기

도 한다. 이러한 분노 억제는 특히 내현적 자기애자의 분노와 관련

된 심리적 부적응의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분노억제는 개념적으

로는 ‘분노를 의식하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것(Gross &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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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이지만, STAXI(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를 개발한

Spielberger(1988)가 ‘내향화된 분노(anger-in)’로도 정의하였듯이, 그

수준은 내현적 자기애자의 분노 수준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분노를 역기능적으로 많이 억제한다는 것 자체가 내면에 분노감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상담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내담자가 분노를 조절하여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잘 표현’하는 것을 지향한다(이화실, 2017). 상담에

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노 이면에 존재하는 자기 욕구를 확인해줌으로써 자기 권능을 강

화하고 정당한 자기주장을 하게 하기 위한 것(Greenberg & Paivio,

1997)이다. 따라서 타당화 개입에서 분노 억제를 다루는 것 역시, 분

노 억제에 소모되는 과도한 심리적 에너지를 낮추어서, 여러 분노

대처 방식(분노 조절, 분노 억제, 분노 표출(Spielberger, 1983) 가운

데 보다 적응적 대처 방식(분노 조절)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타당화 개입 이후 분노 조절에 대한 효과까지 즉시 알

기는 어렵겠으나, 분노억제를 종속변인으로 선택한 것은 부적정서

각성의 감소나 적극적인 수용 등을 위주로 측정한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점이다.

분노 억제를 종속변인으로 선택한 것은 효과적인 타당화 개입

의 외연을 넓히는 의미 또한 가진다.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되는 타당

화 개입은 주로 부적정서를 명료화하고 그 이면의 긍정적인 소망과

욕구를 읽어주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타당화

개입은 기존의 공감 개념과는 다르게 정서, 인지, 신체, 행동적 공감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개입(유성경, 외 2009)이다. 타당화 개입의 의

미를 고려할 때, 부적정서와 그 이면의 소망 외에도, 내담자의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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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즉각적으로 수반되는 중요하고도 부적응적인 대처 방식이 있다

면 그것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내현적 자기애자의 분노-분노 억

제 기제는 ‘부정적 평가에 민감’한 특성과 맞물려 함께 경험하는 것

이므로, 함께 명료화 하고 그 의미를 읽어주는 것이 자기에 대한 이

해와 확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가정하였다.

이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로, 이준득 외(2007)의 연구에서는 실

험실에서 실패 경험을 유도했을 때, 외현적 자기애자는 발끈하며 분

노를 표출하나, 내현적 자기애자는 분노 수준의 변화를 쉽게 드러내

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일상이나 실

험 상황에서는 물론 상담에서 분노를 경험하더라도, 상담자의 부정

적 평가 등을 걱정해 솔직하게 드러내기 어려워 할 수 있음을 암시

한다. 따라서 상담자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부정적 평가를 받아서 화가 나겠다”는 측면만 타당화해서는 내담자

가 잘 인정하지 않거나, 개입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화

가 나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겠다”는 측면과 그 이유를 읽어

줄 때, 비로소 내담자 입장에서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충분히 명료화하고, 긍정적 소망을 납득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

다. 그리고 분노 억제의 이유 역시 화가 나는 이유(가치 있는 사람

이 되고 싶은 소망)와 유사한 맥락에 있음을 전달할 때, 내담자는

분노-분노 억제라는 경험을 자기개념 안에서 일관된 현상으로 통합

하여 받아들일 것이며, 자신의 소망을 보다 선명하게 자각할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격성 역시 분노가 표출되는 행동적 요인으로서

종속변인에 포함시켰다. 내현적 자기애자는 방어적인 태도로 자기보

고식 설문지에 응답할 소지가 있다(김은혜, 서수균, 2013).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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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그들의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여 측정할 수 있는 변인이

필요하다. 또한 과도한 공격성은 부적절한 분노 경험 및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방식과 관련이 높다(서수균, 권석만, 2002)는 것을 고려할

때,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자기(self)의 위협을 받았을 때 보이는 공

격성 역시 분노-분노 억제 기제가 경직된 패턴으로 반복되면서 분

노감이 증폭되어 표출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 결과적으로 집단 간에 타당화 개입 처치 유무에 따라 공격성

의 유의미한 차이가 보인다면, 비록 짧은 시간 안에서라도 타당화가

내담자의 상태 분노와 분노 억제 수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고

보다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타당화 반응의 즉시적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연구로, 부정적 평가로부터 유발된 내현적 자기

애 성향자들의 상태 분노와 분노 억제, 공격성이 타당화 개입을 통

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타

당화의 효과로 언급되었던 부적정서 감소를 검증하기 위해 상태 분

노를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였고, 분노를 증폭시키는 대처 방식이자

‘내향화된 분노(anger-in)(Spielberger, 1988)’인 분노 억제 역시 종속

변인에 포함하였다. 또한 자기보고식 측정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표

출된 분노(anger-out)(Spielberger, 1988)’의 행동적 측면인 공격성을

종속변인에 포함하였다. 자기애 성향자들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것으

로 알려진 ‘Negative Feedback(Bushman & Baumeister, 1998)’을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피험자들에게 실시하여 부정적 평가를 주었

으며 이때 유발되는 상태 분노와 분노 억제가 타당화 음성 개입에

의해 감소하는 지를 측정하였다. 공격성의 경우 음성 개입 이후의

공격성을 측정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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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타당화 개입이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부

정적 평가를 받은 후 유발된 상태 분노, 분노 억제, 공격성 감소에

효과적인가?”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타당화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상태 분노가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 2. 타당화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분노 억제가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 3. 타당화 개입 이후 타당화 집단과 통제집단의 공격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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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건강한 자기(self)를 위한 상담

1) 자기 확립의 중요성

일찍이 Freud(1914)가 처음으로 자기애에 관해 구체적인 심리학

적 설명을 제시한 이후, 자기(self)는 중요한 심리적 구조(Kohut,

1971)로서 여러 상담이론가와 상담연구자들에 의해 강조되어왔다.

특히 Rogers(1942, 1951, 1961)는 인간의 자기개념(self-concept)을

설명하면서, 인간은 현재 자기 모습을 반영하는 현실적 자기(real

self)뿐만 아니라 이상적 자기(ideal self) 또한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상적 자기(ideal self)는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존중을 받기 위해 추

구하는 것으로, 이것이 지나치게 현실적 자기와 불일치해 유기체로

서 경험하는 것들을 자기개념 안에 통합시키지 못하고 거짓 자기

(false self)를 추구하게 되는 경우 인간은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다

고 보았다(Rogers, 1961). 이에 상담은 참자기(true self)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과정(Rogers, 1951)이며, 건강한 자기(self)를 확립하는 것

은 상담에서 자기에 대한 진정성(authenticity)을 찾아가는 것(김창

대, 2009)이 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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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의 위협에 대한 부적정서

현실적 자기-이상적 자기의 괴리가 커지면서 자기개념이 불안

정한 상태에 놓이면, 이상적 자기와 불일치하는 사소한 자극도 자기

(self)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부적정서를 경험할 수 있

다. 모호하고 비일관적인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은 자기에 대한 외부

의 사소한 부정적 정보도 상대적으로 큰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 겉으로는 긍정적인 자기개

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깊은 내면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Danu, Joanne, & Juliana, 2008) 때문이다. 여러 부적정서와 부

적응 양상 가운데, 특히 분노와 공격성은 자기(self)에 대한 위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핵심 정서이자 행동 경향성임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분노는 흔히 부정적인 정서로 분류된다. 그러나 분노는 인간의

정상적인 정서 경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Averill, 1982), 인

류의 진화 과정상 생존을 위하여 중요한 것이었다(Izard, 1977). 이

는 분노에 의해 생기는 생리적 동원태세가 외부의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Lazarus, Kranner, & Folkman,

1980). 분노를 의사소통방식으로 긍정적으로 설명한

Rothenberg(1971) 역시, 분노는 그 자체로 공격성이나 파괴가 아니

며, 불안의 대안이거나 일종의 자기 방어를 위한 표현이라고 강조하

였다. 특히 Shiota와 Kalat(2015)은 인간의 생존 및 자기보존의 욕구

가 위협을 받을 때는 물론 ‘자기 인정’의 욕구가 공격당할 때도 분노

를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자기개념이 불안정할 경우 자기의 위협 상황에서 높은 분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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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다는 것은 자기개념 명료성에 따라 분노, 공격성이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Stuck & Sporer, 2002)로도 설명된다. 부정적 평가로 인해 자기개념

이 위협받았을 때 반대로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을 깎아내려 자기상

을 재구축하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지

나치게 반응(Bogart, Benotsch, & Pavlovic, 2004; Kernberg, 1975;

Kohut, 1971, 1972; Millon, 1981)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더욱

모호하고 불안정한 자기개념을 발달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한다. 반

면, 자기개념이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사람, 즉 자기개념 명료성

(Self-concept clarity)이 높은 사람은 자기와 관련된 부정적 정보에

덜 몰입되므로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에 대한 위협을 적게 느낀다

(Bigler, Neimeyer, & Brown, 2001; 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는 것이 보고된다. 이는 자기개념이 불안정한 집단이 안정

된 집단에 비해 일상에서 분노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적정서를 경

험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2. 타당화

1) 타당화의 의미

상담에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며 자기(self)의 개념을

조직하고 발견, 타당화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은 여러 상담이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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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담연구자들에 의해 중시되어 왔다(김창대, 2009; Corsini &

Rosenberg, 1955; Kohut, 1977; Rogers, 1986). 그동안 상담 성과와

관련해 상담자 개입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진 개

념 중 하나는 공감(김영란, 2000; 김영란, 2004; 김영란, 연문희,

2002; 문현미, 1989)이다. 타당화는 공감과 유사하지만, 이론적으로

공감과 차별화된 상담 개입의 하나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허영

주, 최한나 2014).

타당화(validation)는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의 주창자인 Linehan(1993)이 기존의 공감 개념을

발전시켜 제안한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타당화란 내담자의 감정이

나 경험 자체를 그 자체로 타당한(valid)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

는 것을 전달하는 상담자의 개입이다. 즉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과

행동을 그의 삶의 맥락이나 사건의 정황에 비춰 적극적으로 수용하

면서, 감정과 행동 이면의 소망과 욕구를 찾아 전달하는 것으로 정

의된다(유성경 외, 2009).

타당화 개입은 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분명한 차별

성을 갖고 있다. Linehan(1933)은 ‘타당화’가 공감의 전제조건이나,

상담자에게 지각된 내담자의 내적 참조틀이 진실인가를 평가해본다

는 점에서 공감과 구별되는 개념이며 공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

다고 설명했다(허영주, 최한나, 2014). 또한 기존 공감 개념들은 주

로 내담자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행동적 차원의 공감 중 한 두

차원에 한정됨으로써 복합적 구인으로서의 공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었으나(Feshbach, 1997), 타당화 개입은 기

존의 공감개념과는 다르게 정서, 인지, 신체, 행동적 공감차원을 모

두 포괄하는 개입(유성경, 외 20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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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화의 효과

Lynch 등(2006)은 타당화의 효과를 자기감(sense of self)의 안

정성 증가, 정서적 각성의 감소와 학습의 증가, 동기의 증가로 보았

다.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자기개념과 불일치하던 경험

이 타당화를 통해 재조직되고 수용되면 내담자는 일관되고 안정된

자기감(sense of self)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내담자가 변화하기 위

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수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타당화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무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여 자신

의 경험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돕는다(Linehan, 1997).

둘째로,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과도한 정서적 각성이 감소하여 결과

적으로 새로운 행동이나 학습에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으로 타당화는 상담을 자기-확인적(self-confirmatory)인 환경으로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상담을 지속하려는 동기 또한 높여준다.

특히 Lynch(2006)는 타당화의 효과 가운데 자기감의 안정성 변

화기제를 설명하면서 Swann의 자기-확증 이론(self-verification

theory)을 따랐다. 인간은 자기 확증 전략을 통하여 자기 개념을 일

관되게 유지하려는 동기를 갖는다(Swann, 1983; Swann & Read,

1981). 안정적인 자기개념은 개인의 경험을 조직화하고 미래의 사건

을 예측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Swann & Read, 1981). 반면 자기 개념에 대한 일관성(coherence)

이 없는 경우, 불안정하고 왜곡되며 혼란스러운 자기상 또는 자기감

을 갖게 된다. 이에 결국 타당화는 자기(self)에 대한 일관성을 발달

시켜주는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자기(self)의 일관성에 관련하여 최근에 좀 더 발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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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념(self-concept)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타당화는 자기개

념의 내적 일관성과 같은 ‘구조적 측면’에 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추

론할 수 있다. 자기개념은 내용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구성되는

체계이다(Campbell, Assanand, & Paula, 2003; Campbell, Trapnell,

Heine, Katz, Lavallee, & Lehman, 1996; Markus & Wurf, 1987).

자기개념의 내용적 측면은 자신의 역할, 가치, 목표, 특성에 대한 신

념 등의 ‘지식적 요소’와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 등의 자기에 대한

‘평가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달리, 자기개념의 구조적 측면

이란 자기개념의 그 내용들이 조직화되는 방식이다(Campbell et al.,

1996). 즉 자기개념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지를 의미한다(임

지영, 2011; Campbell et al., 1996). 이와 같은 자기개념의 각 측면을

타당화의 효과에 대입시켜보면, 자기개념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긍정

적이고 타당하게(valid) 형성되는 효과도 있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

고 안정적으로 정의될 수 있도록 돕는 측면이 큰 것이다.

한편 실제 상담에서 타당화의 효과를 검증한 유성경 등(2009)은

Linehan이 제안한 타당화 수준에 따라 이를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

하고 타당화의 수준과 상담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상담성과는 타당화의 횟수보다는 타당화의 ‘수준’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화는 낮은 수준일 때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관심이 전달되고(1수준), 내담자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

는(2수준) 등 상담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주로 관련되지만, 그 수준

이 높아질수록 내담자가 자신의 지각을 신뢰하고 희망을 갖게 되며

(3수준),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4수준), 문제행동의 역기능 측면

을 깨닫고(5수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게 되는(6수준) 등 직

접적인 상담성과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유성경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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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수준 타당화는 내담자의 행동이 현 맥락에서 타당함을

전달하는 것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반응이 역기능적임을 인식하면

서도 그러한 반응이 현재 환경에서 이해할만하며, 타당하다는 근거

를 찾아준다. 내담자의 증상은 그의 경험에 대한 당연한 생리적 반

응임을 알게 하고, 내담자가 더 나아지려는 애씀을 알아차려주며,

따라서 내담자의 문제행동에 내재된 지혜로운 속성이 있음을 이해

하는 것이 5수준 타당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타당화의 결과로, 내담자는 자신의 행동이 나름대로 타당성, 정당성

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도 함께 깨닫게 된다(유성경 외, 2009).

Marra(2006) 역시,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valid)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면 오히려 역기능적인 수치심과 죄책감을 발

달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상담에서 정서를 충분히 수용하

고 경험하더라도, 내담자가 그러한 정서를 경험하게 된 타당한 이유

까지도 발견하여 다루는 과정이 또한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상

담자가 이러한 것을 내담자보다 먼저 말할 때, 더 강력한 타당화가

될 수 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부정적 측면도 간과하지 않고 먼저

알아주고 타당화함으로써 내담자는 전적으로 수용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아주게

된다(유성경 외, 2009).

그동안 다양한 맥락과 대상에 대한 상담연구에서 타당화 개입

의 효과는 검증되어 왔다. 김은하(2011)와 고유림, 김창대(2015)의

연구에는 사회적 배제 경험을 제공하여, 타당화, 감정반영, 통제 언

어 반응의 효과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지각하는 자존감’을 높

이고, 사회적 배제 경험 이후 일어나는 부정정서와 공격성을 낮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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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서는 감정반영보다 타당화가 더 효과적(김은하, 2011)이었으

며, 자기수용 및 관계맺음 동기를 향상시키고 두려움 정서를 감소시

키는데에도 역시 감정반영보다 타당화가 즉시적으로 높은 효과(고유

림, 김창대, 2015)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화실(2017)의 연구에서는 타당화 개입만을 활용하지는

않았으나, 정서 이면의 욕구를 확인해주는 전략에 해당하는 전략과

기법들 중 하나로서 타당화를 활용하여 처치요소를 구성하였다. 연

구 결과, 감정인식, 감정해석, 감정관련 자극 찾기, 욕구 확인 등 네

가지 처치를 순차적으로 가했을 때, 욕구 확인 처치가 제외됐을 때

보다 부적 정서 감소와 정적 정서 증진에 더 효과적이었으며, 경험

에 대한 수용을 더 촉진하여 이전 연구(김은하, 2011; 고유림, 김창

대, 2015)의 결과들을 뒷받침하였다.

신서원(2014)은 자기애 성향자들을 대상으로, 실패 피드백으로

부터 유발된 수치심, 분노,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타당화가 효과

가 있다는 것을 실험 연구에서 입증하였다. 이 외에도 김은준(2018)

은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장혜미(2017)는 진로 불확실성에 대하여

타당화 기법이 우울, 불안 등의 부적 정서 감소 등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특정 개입이 가지는 변화요인과 그 개입이 내담자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관심은 상담연구의 중요한 주제 중 하

나이다(김창대, 2009; Corsini & Rosenberg, 1965; Corsini &

Wedding, 2004). 그러나 특정 개입이 모든 상황과 모든 내담자에게

효과를 가질 수는 없다. 개입의 효과성을 밝히는 연구를 할 때는 개

입에 해당하는 상담자의 구체적인 언어 반응과 개입의 의도(Hill,

O’Grady, 1985; Martin, Martin, & Slemon, 1989), 개입에 의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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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즉시적인 성과(Elliott, Barker, Caskey, & Pistrang, 1982) 외에

도, 개입이 이루어지는 맥락(이장호, 1986; Elliott, Hill, Stiles,

Friedlander, Mahrer, & Margison, 1987), 개입에 효과를 보이는 내

담자 집단(김계현, 2000)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의 타당화 개입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내담자 집단의 특성을, 이들이 자기(self)의 위협을 받을 시 경험하

는 정서 반응을 중심으로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내현적 자기애

1) 자기애자의 분노와 수치심

자기애 연구의 대가인 Kohut은 누구나 정상적인 자기애적 욕구

와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Kohut, 1977). 자기애란 다양한 자

기조절행위, 감정조절행위 그리고 상황을 조절하는 행동을 통해 긍

정적인 자기상을 유지하려는 노력 및 능력으로, 자기 주변에서 자기

증진적 경험을 추구하려는 동기 및 자기에 대한 타당화와 긍정에

대한 개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다(Pincus & Lukowitsky, 2009). 그러

나 자기애적 욕구에 대한 적절한 반영을 받지 못하고 좌절되며 성

장한 사람들은 과대한 자기상(grandiose self)를 형성한 채 현실적인

자기상과 통합되지 못한 채 파편화되어 있으며 불안정한 자존감, 자

기과시, 극단적인 정서반응 등의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한

수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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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애자의 취약한 자기상에 대한 중요한 경험적 지표로는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민감성’이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자기애의 외현적,

내현적 유형(강선희, 정남운, 2002; Wink, 1991)에 관계없이 자기애

적 성격의 핵심 특징 가운데 하나는 타인의 비판이나 평가에 대한

민감성이다. 이들은 과대하지만 불안정한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인정과 찬사를 받고자 하는데(Morf &

Rhodewalt, 2001) 이러한 자기애적 욕구가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좌

절되면 수치심과 분노와 같은 극단적인 정서반응을 보인다. 특히,

자기애 성향자들은 실패나 좌절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자신이 본질

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느끼는 수치심을 경험하거나, 자신을 위협했

다고 생각하는 대상이나 평가방법에 분노를 표출하고 공격적인 행

동을 보일 수 있다(Mcwilliams, 2008). 즉, 수치심과 분노는 자기애

성향자들이 과대한 자기와 불일치하는 경험을 할 때 경험하는 대표

적인 정서이다.

2) 내현적 자기애자의 분노 경험 특징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외적으로 드러나는

자기(self) 방어 형태에 따라 외현형과 내현형으로 구분(Akhtar &

Tompson, 1982; Hendin & Cheek, 1997; Kohut, 1971, 1977; Wink,

1991)되어 설명되어 왔다. 언뜻 보기에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일반적

으로 생각하는 잘난 척하는 자기애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높은 자기애 성향과 높은 분노경험이 관련

이 있었으나 분노를 표현하고 대처하는 방식은 내현적 자기애와 외

현적 자기애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백승혜, 현명호, 200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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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조은영, 곽은희, 2012). 내현적 자기애자

는 외현적 자기애자나 일반 집단에 비해,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하기보다 억제하는 성향이 더 크다(이준득, 서수균, 이훈

진, 2007). 심지어 적대감을 더 크게 느낌에도 분노는 더 억제한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이 있으며, 이것은

내현적 자기애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기중심성이라는, 외현적 자

기애와 공통된 특징을 지니면서도 취약한 자기개념에 대한 방어 형

태가 다르다(Cooper, 2000)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분노를 억제하는 대처 방식은 적대감을 감소시키기보다 오히려

증가시켜 부정적 정서 통제를 더 어렵게 한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

자들은 분노 유발 상황에서 회피적인 행동도 보이지만 공격적 표현

과 같은 과격한 행동도 많이 보인다(조은영, 곽은희, 2012). 부적응

적 행동적 대처의 하위요인에는 회피, 공격적 표현이 있는데(서수균,

김윤희, 2010; 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적응적 대처와는 상관이 없었고 부적응적 대처와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보였다(강문선, 이영순, 2011; 최정인, 2009).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분노는 더

쉽게, 크게 느낄 수 있지만 분노를 자주 부적응적으로 억제하며, 이

는 분노 통제를 더 어렵게 하여 공격적 행동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개념 명료성과도 부적인 상관을 높게

보이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다(강일선, 2005; 이준득, 서수

균, 이훈진, 2007; 최정문, 정남운, 2016). 구체적으로 보면 내현적 자

기애자들은 스스로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는

경향이 높으며(최정문, 정남운, 2016), 구체적이지 못하고(Akhtar et

al., 1982), 자기 확신이 부족하며(Wink, 1991), 자아상이 불안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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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희, 정남운, 2002).

이러한 내현적 자기애자들의 취약한 자기개념은 외현적 자기애자

들과 달리 자기고양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특성과도 상통하는 측면

이 있다. Morf와 Rhodewalt(2001)는 외현적 유형이 만성적인 자기

고양전략을 취함으로서 의식적으로나마 긍정적인 자기상을 유지하

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의

긍정적인 착각이 비록 방어적인 자존감과 연관되더라도, 심리적 안

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Raskin et al., 1991). 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자기고양을 통해 이득을 얻지 못하므로 주관적인 불편

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Rose, 2002). 박세란 등(2005)의 연구에서도,

과제 실패 상황에서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집단의 귀인양식을

측정한 결과,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명시적, 암묵적으로 모두

자기고양적인 귀인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은

부정적 사건에 대한 외부귀인이 명시적인 수준에서는 나타났지만,

암묵적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기저의 취약

한 자기개념을 간접적으로 입증한다(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동시에, 내현적 자기애자가 외현적 자기애자에 비해 일상에서 부적

정서나 주관적 불편감을 더 자주 경험하여 상담에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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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내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학부생이 주

로 듣는 교양 수업과 온라인 포털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졌

으며, 모집 시 사전설문(내현적 자기애 척도; Covert Narcissism

Scale, CNS)을 함께 실시 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를 선발하였다.

사전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총 299명이었다. 박세란 등(2005)이 위

척도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 집단을 선별한 방식을 참고하여, 예비

실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복 응답자 5명의 자료를 제외한 294

명 중 82명(상위 30%)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로 선발되었다. 사전

설문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140명(47.6%), 여자 154명(52.4%)이었으

며,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23.0세(SD=3.074)로 범위는 18~35세

였다. 또한 설문 응답자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 점수 범위는 63~191

점(M=112.83, SD=25.431)이었고,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 선발 기준인

상위 30%의 절단점수(cutoff score)는 127점이었다. 내현적 자기애

척도에서 외현적 자기애와 구분되는 내현적 자기애의 고유 요인들

의 점수(CNS145)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선발된 집단

의 CNS145 절단점수는 82점이었으며, 이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를 선발한 선행연구(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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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 보고한 76점보다 높은 점수이다.

선발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에게 연구자가 연락을 취하여 실

험 참여를 권유하였다. 이 가운데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불참 의사를

밝힌 17명을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65명이 최종적

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65명의 참여자를 무선 배치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33명, 32명씩 배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중

실험 절차를 잘못 이해해 사전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1명과 조작

상황을 알아차리는 등의 이유로 감정 변화를 전혀 느끼지 않다고

응답한 3명의 자료를 제외한 61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

험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31명, 여자30명이었으며, 연령은 만 18세

에서 35세(M=23.49, SD=3.418)로 분포하였다. 실험 참여자의 인구통

계학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실험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변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 31 50.8
여 30 49.2

연령(만 나이)

18~20 10 16.4
21~23 22 36.1
24~26 21 34.4
27~30 5 8.2
31~35 3 4.9

총합 6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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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집단의 구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실험 집단 구성

2. 연구 도구

1)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hktar와 Tomp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기존의 자기애 측정도구에서

적절한 문항을 빌려오거나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여 보완하는 방법

으로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이다. 총 45문항으로 구성

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함

을 의미한다. CNS는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NPI(자기애적 성격

검사지,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

으며, MMPI에서 도출된 내현적 자기애 척도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

구분 사례수 백분율(%)

타당화 집단
남성 16 51.6
여성 15 48.4
합계 31 100

통제 집단
남성 14 46.6
여성 16 53.4
합계 30 100

총합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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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보였다. 또한 CNS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신경증적 경

향성, 내향성, 적대감, 우울의 정도가 높았고, 자존감은 낮게 지각하

였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하위척도를 도

출하였는데,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 2개는 인정

욕구/거대자기 환상(요인2, 9문항), 착취/자기중심성(요인3, 9문항)으

로 명명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 고유요인은 목표불안정(요인1, 9문

항), 과민/취약성(요인4, 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요인5, 8문항)으

로 명명하였다. 척도 개발자들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는 .91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보였다. 김방글, 오수성(2009)의 연

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5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

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로 높은 수준이었다.

선행 연구들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 선발 방식은 다소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선발 시 자기애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를 CNS와 함께 활용하였다. 외

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조

은영, 곽은희, 2012; 김진순, 2008;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은

CNS의 전체 문항 가운데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

요인인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요인2)’과 ‘착취/자기중심성(요인3)’

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 1,4,5 문항만을 활용하여, CNS 점수와 자기

애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

점수가 모두 상위 30%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로

선발하였다. 그러나 김방글, 오수성(2009)은 모든 요인 문항이 포함

된 CNS와 NPDS 점수가 모두 상위 30%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로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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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연구들의 경우 외현적 자기애자와 내현적 자기애자의 뚜렷한

변별을 위해 CNS는 일부 문항(내현적 자기애자의 고유요인)만을 활

용하였고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NPDS를 함께 사용하였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 집단 가운데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

를 선발하므로, 내현적 자기애자의 특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CNS

의 전체 문항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척도 개발자

의 보고에 따르면, CNS 문항에는 신경증적인 경향들을 측정하는 문

항이 요인4(과민/취약성)와 요인 5(소심/자신감 부족)에 개발 시 다

수 포함되었다. 따라서 요인 1,4,5 문항만을 활용하면 신경증적인 경

향성만이 높은 사람과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변별이 어려울 수

있다(강선희, 정남운, 2002). 또한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요인2)’,

‘착취/자기중심성(요인3)’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가 그 상위 범주인

‘자기애 성향자’로서 가지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다. 특히 본

연구의 처치에 해당하는 ‘타당화’의 목적은, 자기개념에 대한 위협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자기(self)의 핵심인 중요한 가치를 확인하여 자

신을 보다 있는 그대로 자각하게 돕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척도 개발자들이 보고한 척도 특성과 개입의 목적을 고려해 내

현적 자기애의 고유요인인 요인 1,4,5(CNS145)와 내현적 자기애·외

현적 자기애 공통요인인 요인 2,3(CNS23)을 모두 포함시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를 선발하였다.

2)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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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XI는 대표적인 분노 측정 척도로서, STAS(State-Trait

Anger Scale)(Spielberger, Jacobs, Russell, & Crane, 1983)와

AX(Anger Expression Scale)(Spielberger, Johnson, Russell,

Crabem Jacobs, & Worden, 1985)를 결합하여 분노의 경험 측면과

표현 측면을 한 척도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Spielberger, Krasner &

Solomon(1988)가 고안한 척도이다. 한덕웅, 전겸구, 이장호와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하였다. 분노경험은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를 측정하는 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노 표현은 분

노억제(내향화된 분노), 분노조절, 분노표출(외향화된 분노)을 측정

하는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총 4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형의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고안되었

다. 상태 분노 척도의 경우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상당히 그

렇다’, 그 외의 척도는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언제나 그렇다’로 측정한다.

Spielberger 등(1985)은 분노와 적개심, 공격성 등의 개념이 혼용

되어 사용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분노, 적개심, 공격성에 관한 문헌

을 개관한 후 이들 개념들을 집합적으로 AHA!(Anger, Hostility,

Aggression) 증후군으로 설명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분노는 정서 상

태로, 적개심은 적대적인 태도로, 공격성은 행동적인 측면으로 설명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분노는 일반적으로 정서적 상태를

지칭한다. 이 때 정서의 강도는 경미한 짜증으로부터 격심한 격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편, 적개심은 비록 분노와 관련되기는 하지

만, 어떤 대상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복합적인 태도를

지칭한다. 공격성은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파괴적, 처벌적

행동을 지칭한다. 분노억제(anger-in)의 경우 분노표현이 내재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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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거나 억압(suppression)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분노표출

(anger-out)은 외재화된 분노표현, 분노조절(anger-control)은 분노

표현이 조절되는 것을 의미(Tanzer, Sim, & Spielberger, 1996)한다.

Spielberger 등(1988)의 연구에서 STAXI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상태분노 .93, 특성분노 .86, 분노억제 .76, 분노표

출 .74, 분노조절 .85로 보고되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특성분노

가 .81이었으며,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는 각각 .74, .75, .88

이었다 또 전겸구(1996)의 연구에서 STAXI-K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상태분노 .95, 특성분노는 .84였으며, 분노억제, 분

노표출, 분노조절은 각각 .75, .74, .88였다. 한덕웅 등(1997)의 연구

에서도 각 척도의 신뢰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었으며, 4주 간격으로

시행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19, .69, .35, .73, .17로 상태분노와 분

노조절을 제외하고 유의미했다.

본 연구에서는 상태 분노 척도 10문항과, 분노 억제 척도 8문항

을 활용하였다. 분노 억제의 경우 STAXI 원안에서는 일상에서 일

정 기간 동안 분노를 억제 및 억압하는 정도를 측정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실험 참여자가 느끼는 짧은 순간의 분노 억제 경험을 측정

할 수 있도록 문항과 지시문을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태 분노

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사전-사후 검사 각각 .84, .92로 양

호 하였으며, 분노 억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사전-사후

검사 각각 .84, .88로 역시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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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당화 수준 평가 척도

유성경 등(2009)이 개발한 상담자 타당화 수준 평가 척도

(Perceived Validation Scale; PVS)의 문항을 참고하여 교육상담 전

공 교수 1인과 함께 2문항으로 제작하였다.

상담자 타당화 수준 평가 척도는 Linehan(1997)이 제안한 타당화

의 각 수준 별로 3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수준 타

당화를 평가하는 문항 내용(ex. ‘나의 작은 변화들을 민감하게 알아

차리고 말해주었다’, ‘현재의 내 문제(행동)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충

분히 있었음을 알게 해주었다’, ‘나의 감정적, 신체적 반응이 내 입장

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본 연구에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는 타당화의 중요 요소가 포함된 단회의 짧은 개입으로 즉시적

인 효과를 보고자 한 연구이기 때문에, 실험 참여자가 지각하는 타

당화 수준이 문항 내용에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화 음성 개입이 실험 참여자가 지각하는 변화

의 여러 측면 가운데서도 특히 ‘감정적 측면’의 변화를 알아차려 명

료화해주었다는 내용과, 부정적 감정이 기저의 ‘긍정적 소망’에 근거

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해주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문

항을 제작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문항은 ‘상담자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감정과 의미를 말해주었다’, ‘상담자는 나의 부정적인 면

뿐 아니라, 말하지 않은 긍정적인 면까지 알아주었다’이었다.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응답할 수 있는 6점 likert 척도로 제

작하였으며,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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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DT(Voodoo doll task)

사람들은 타인의 캐릭터를 쉽게 상징물에 투영(Rozin, Millman,

& Nemeroff, 1986)에 근거하여, DeWall 등(2013)이 개발, 타당화한

척도이다. 피험자가 인형에 꽂기 위해 사용하는 핀의 수로 공격성의

정도를 측정한다. 공격성을 자극하는 상황에 피험자를 노출시킨 후,

실제 인형이나 인형의 컴퓨터 이미지를 제공하고, 이 인형은 조작한

상황 속의 인물임을 상상하게 한 후 인형에 고통을 주고 싶은 만큼

핀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실험에서 피험

자가 사용하는 핀의 개수는 기질적 공격성 설문지(Buss-Perry

Aggression Questionnaire-short form(BPAQ-SF)), 기질적 적대감

척도(State Hostility Scale), 우울감 척도 등과 모두 높은 상관을 보

였다(DeWall et al., 2013). 또한 구인타당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r=.58, p<.001) 모두 양호한 수준이었다(DeWall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인형의 이미지를 컴퓨터 모니터 상에 제공하였다.

또한 예비 실험을 진행한 결과 모든 실험 참여자들이 부정적 평가

를 제공한 상대 참여자를 인형에 투사하였다고 사후에 응답하였다.

인형이 해당 사람을 암시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지시를 조절하는

것은 실험자의 판단에 따를 수 있다(DeWall et al, 2013)는 척도 개

발자의 의견이 있었으며, 위 지시를 제공할 경우 실험 참여자들이

연구의 의도를 파악할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지시는 제공하지 않고

‘불쾌한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인형에 핀을 꽂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시만을 제공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실험 참여자가 핀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

우를 줄이기 위하여 원척도의 핀 사용 범위인 0~51개를 1~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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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여 시행하였다. 척도 개발자인 DeWall 등(2013)의 연구에서

과반수 가량의 참여자가 분노를 느끼더라도 핀의 수는 0으로 선택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McCarthy 등(2016)의 연구에서도 VDT에서

1개 이상의 핀 사용이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경향(4

년제 대졸자의 경우 19%)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의 예비 실험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핀 개수의 최대 범위를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늘이거나 줄여도 전반적인 핀 사용 비율 분

포는 유지된다(MaCarthy et al., 2016)는 보고에 따라 핀 수의 최대

범위를 10개로 줄이되, 핀 사용을 늘리기 위해 ‘0’ 선택지를 제거하

여 1~10개로 범위를 조정하였다.

3. 실험 절차

본 연구의 실험은 내현적 자기애 척도(CNS)를 실시한 후 선발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상위 30%)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설문 대

상자는 학부생 대상의 교양 강의나 온라인 포털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설문 소요 시간은 약 5분이었다. 사전 설문과 함

께 자료 분석을 위해 필요한 성별, 나이 등의 기초 정보와 소속 단

과대학, 연락처 등 참여 사례 지급 및 실험참여 시간을 잡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사전 설문에서 수집된

정보는 사례 지급 및 실험 약속을 잡기 위한 용도와 자료 분석에만

사용됨을 명시하였다. 선발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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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을 정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연구자 1인의 안내로 진행되었다.

실험 안내 및 동의서 작성 이후의 절차는 불필요한 변인들을 실험

과정에서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연구자는 개입하지 않고, 실험 참여

자가 단독으로 노트북에 설치된 프로그램과 설문을 진행하였다. 실

험 시간은 35분이 소요되었고 실험이 종료된 후 참여자에게 현금 1

만원이 사례로 지급되었다. 자료 수집이 종료된 후, 실험에 참여하

지 않은 사전 설문 참여자에게도 2천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었

다.

연구의 모든 절차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 후에

이루어졌으며 간략하게 정리한 실험 절차는 표 3과 같다.

표 3. 실험 절차 요약

순서 내용 자료
소요

시간(분)

1
실험 안내 및 
동의서 작성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2

2
글쓰기 과제

부정적 평가 제공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글쓰기 과제

가상 상대 피험자의 
부정적 평가

20

3 사전 정서 측정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 3

4

집단별 개입
(타당화)

타당화 음성 반응
2

집단별 개입
(통제)

통제 음성 반응

5
조작 확인 및

사후 정서, 공격성 
측정

상담자 타당화 수준 평가 척도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
VDT(Voodoo doll Task)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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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 안내 및 동의서 작성

연구 참여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연구자는 참여자를 노트북이

설치된 자리에 앉게 한 후 실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알려

주고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를 읽고 절차에 동의할 시 서

명을 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에는 연구자

정보와 연구 주제, 실험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

다. 본 연구의 경우 연구 주제를 그대로 알려주는 것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지시적 과제에서 인지 처리 속도에 따

른 정서 반응 차이’라는 가제를 알려준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

다.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에는 글쓰기 과제 및 상호 평

가를 실시하면서 약간의 지루함이나 불쾌감이 유발될 수 있다는 내

용을 기재하였으며 참여자가 요청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언

제든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 글쓰기 과제 및 부정적 평가 제공

Bushman과 Baumeister(1998)가 자기애 성향자의 공격성을 측

정하기 위해 사용한 분노유발 피드백(Negative feedback)을 일부 수

6 디브리핑 디브리핑 안내문 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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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사용하였다. 참여자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

이 드러나는 500~600 자의 짧은 글을 10분간 쓰게 하고, 쓴 글에

대해 옆방에서 동시에 실험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자와 상호 평가가

온라인상에서 오고 갈 것이라고 알린다. 그러나 지시문의 내용과 달

리 실제로는 옆방에 참여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상호 평가 시 참여

자에게는 연구자가 미리 작성한 평가를 전송한다. 평가지에는 피험

자가 쓴 글의 구성, 전개, 창의성, 표현 영역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점수(100점 만점에 30점)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부정적

평가 코멘트를 함께 제공하여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참여자가 평가

를 받고 분노가 유발될 수 있도록 한다.

Bushman과 Baumeister(1998)가 사용한 자극에서 글쓰기 과제의

주제는 ‘낙태 합법화’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주제를 ‘동성결혼

합법화’로 수정하였다. 예비 실험 결과 낙태 관련 주제에 대해서는

실험 참여자들이 ‘상대 참여자가 자신과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부정

적 평가를 받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해당 글

쓰기 주제를 활용한 분노 유발 효과가 본 연구의 실험 참여자들의

합리화 경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 변인을 최

대한 통제하고 분노 유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찬반 입장이 유사한

비율로 갈리지 않고 비교적 단일한 입장으로 집중되는 주제로 ‘동성

결혼 합법화’를 선택하였다. 이 주제로 예비 실험을 한 결과 실험

참여자들이 위와 같은 합리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대신 더 효과적

으로 분노가 유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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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정서 측정

분노 유발 피드백 후, 연구 참여자들은 사전 정서 측정 설문에

응답하게 된다. 설문에 응답하기 전에 평가 결과를 다시 한 번 상기

하도록 하도록 하는 지시문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사전 설문에 응답

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는 부정적 평가에 의해 유발된 상태 분노와

분노 억제를 측정하기 위해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에

응답하게 된다.

4) 집단별 개입

사전 정서 측정 후, 연구 참여자는 평가 경험에 대한 음성을 알

려준다는 안내를 받은 후,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무선으로 배정

된 집단에 해당하는 음성을 듣는다.

타당화 반응은 예비 실험 결과에서 보고되었던 참여자들의 정서

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제작하였으며, 통제 반응이 경우 타당화 개입

을 비롯한 상담적 개입 없이, 실험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기

초로 제작되었다. 타당화 반응이 타당화의 정의나 본 연구에서 의도

한 수준으로 보았을 때 내용상 적절한 지에 대해 교육상담 전공 박

사과정 3인의 검토를 거쳐 안면 타당도를 확보하였고, 통제 반응 역

시 타당화 반응과 구별되는 개입으로 적절한 지에 대해 같은 방식

으로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남자 목소리로 음성을 녹음하여 본 실험

에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녹음한 음성의 길이는 1분 15초로 타당

화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일하였으며, 글자 수는 각각 369자, 36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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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음성 내용은 다음 표 4, 표 5와 같다.

표 4. 타당화 반응 스크립트

당신은 오늘 이 실험에 참가하여 글을 쓰고 옆방의 참가자와

평가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신의 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아서 지금 썩 만족스

럽지 않을 것 같네요. 나의 진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글 하나만 보고 이렇게 낮은 평가를 내리는 상황에서 기분 나

쁘고 화가 나는 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에요.

하지만 화를 내자니, 부정적인 평가 한 번에 발끈하는 사람이 되

나 싶어 솔직하게 ‘화가 난다’고 하기도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편 이런 낮은 평가를 받고 불쾌해진다는 걸 보면,

당신은 그만큼 여러 가지 일을 잘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분인 것 같네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분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낮

은 평가를 받고 화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마음 뒤에는 능력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내가 좀 더 대범하고 의연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당신의 삶에 참 중요한 원동력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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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통제 반응 스크립트

5) 조작 확인 및 사후 정서, 공격성 측정

타당화 또는 통제 음성을 들은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음성 내

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도록 하도록 하는 지시문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조작 확인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작 확인 질문에 응답

당신은 오늘 이 실험에 참가하기 전에 실험 참여자를 선정하

는 설문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실험 참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실험 참여자로 선정된 당신은, 교내의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여 30여 분간 실험이 진행된다는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

며칠 전 실험 장소와 시간을 예약하고, 오늘 실험에 참여하게 되

었습니다. 당신은 실험에 참가하여 옆방의 참가자와 평가를 교환

하였습니다. 10분 간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짧은 글을 작성하

고, 옆 방 참가자 또한 같은 주제로 글을 작성한 후, 서로 글을

교환하여 상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신은 옆 방 참가자의 글을 읽고 평가지에 점수를 매겼으며,

짧은 총평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옆 방에 있는 참

가자로부터 당신의 글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옆 방 참가자

는 당신의 글의 구성, 논리적 전개, 창의성, 표현 등에 대해 각각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글에 대한 총평을 작성해주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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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후 참여자는 음성을 들은 이후의 정서 변화를 보기 위해 사후

정서 측정을 하게 되며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에 응

답하게 된다. 또한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불쾌한 감정 등을 컴퓨터

화면 상의 인형에게 핀을 꽂아 해소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VDT를

사용하여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6) 디브리핑

실험이 끝난 직후 연구 참여자는 실험에 대한 디브리핑을 듣는

다. 디브리핑에는 상대 참여자의 부정적 평가가 조작된 사실과, 평

가 점수 및 총평이 본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과는 무관함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부정적 평가에 의해 유발된 불쾌감이 남아있

는지를 확인하였고, 분노 감정 등에 대해 연구자에게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교내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

을 수 있다는 사실과, 상담센터의 연락처가 기재된 디브리핑 문서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는 현금 1만원을 지급받고 실험

을 종료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타당화 개입이 부정적 평가를 받은 상황에

서 유발된 상태 분노와 분노 억제 및 공격성 감소에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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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화 개입의 조작확인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타당화 개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순서로 검증을 실시

하였다. 상태 분노와 분노 억제 각각에 대해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여 각 변인별 통계적 유의성

및 효과크기를 알아보았다. 또한 타당화 개입 이후 공격성의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나, 두 집단의

응답 분포가 독립표본 t검정 실시를 위한 ‘정규 분포 가정’과 ‘등분

산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 비모수 검정인 Welch-Aspin 검정을 실시

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내현적 자기애, 사전 정서 점수의 분포를 토대

로 타당화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질한 집단인지를 확인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에는 SPSS 25.0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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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조작 확인

검사 경험에 대해 음성을 듣고 타당화 정도를 평정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검사 경험에 대한 음성의 타당화 정도(3점~12

점)를 묻는 질문에서는 타당화 집단(M=9.03, SD=1.760)이 통제 집

단(M=4.46, SD=1.995)에 비해 타당화를 더 받은 것으로 지각하였고,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 따라서 연구자극이

연구자의 의도대로 피험자에게 다르게 지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표 6. 타당화 정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p<.001

그림 1. 집단별 타당화 정도

집단 M SD t값

타당화 정도
타당화 집단(n=31) 9.03 1.760

9.485***
통제 집단(n=30) 4.46 1.995

0
2
4
6
8
10
12

타당화 정도

타당화 집단

통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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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의 동질성 검증

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이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성별과 나이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

지 않아(p=.711, p=.835)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나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성별(남자=1, 여자=2)

내현적 자기애 성향 집단을 선발하기 위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

의 점수(45~225점)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두 집단 간

내현적 자기애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p=.809).

표 8.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집단 M SD t값

내현적 
자기애

타당화 집단(n=31) 141.19 15.368
.243

통제 집단(n=30) 140.27 14.422

집단 M SD t값

성별
타당화 집단(n=31) 1.45 .506

-.373
통제 집단(n=30) 1.50 .508

나이
타당화 집단(n=31) 23.26 3.235

-.209
통제 집단(n=30) 23.43 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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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은 후 음성을 청취하기 이전의 사

전 검사 점수를 토대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했고, 그 결과

는 표 9와 같다. 상태분노(10~40점) 사전점수는 타당화 집단

(M=16.03, SD=3.885)과 통제 집단(M=16.53, SD=5.070) 간에 유의미

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p=.666). 분노억제(8~32점)의 경우에도

타당화 집단(M=16.74, SD=4.795)과 통제 집단(M=16.03, SD=4.838)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p=.568). 따라서 사전점수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두 집단이 동질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표 9. 분노, 분노억제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집단 M SD t값

사전
분노

타당화 
집단(n=31)

16.03 3.885
-.434

통제 
집단(n=30)

16.53 5.070

사전
분노억제

타당화 
집단(n=31)

16.74 4.795
.574

통제 
집단(n=30)

16.03 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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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태분노의 변화

글쓰기 과제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고 난 후 측정한 사전 상태분

노 점수와 음성 반응을 듣고 난 후 측정한 사후 상태분노 점수에

대한 집단별 기술통계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상태분노 점수는 타당

화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더 큰 감소를 보였다.

표 10. 집단별 상태분노 점수의 기술 통계

그림2. 집단별 상태분노(STAXI-K) 변화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후
-사전)M SD M SD

상태
분노 

타당화
(n=31)

16.03 3.885 12.12 2.883 -3.91

통제
(n=30)

16.53 5.070 15.50 6.47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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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상태분노를 공변인으로 하여 집단 간 사후 상태분노를 비

교했을 때, 타당화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후 상태분노에 역시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F(1,59)=14.403, p=.000), 분노 변화량(variation)

의 20.2%가 개입에 의해 설명되었다.

표 11. 상태분노 변화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p<.001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η²
공분산
(사전 
분노)

947.19 1 947.19

집단 129.65 1 129.65 14.403*** .202
오차 513.11 57 9.00
합계 1623.6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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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노 억제의 변화

글쓰기 과제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고 난 후 측정한 사전 분노억

제 점수와 음성 반응을 듣고 난 후 측정한 사후 분노 억제 점수에

대한 집단별 기술통계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분노 억제 점수는 타

당화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더 큰 감소를 보였다.

표 12. 집단별 분노 억제 점수의 기술 통계

그림 3. 집단별 분노 억제(STAXI-K) 변화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후-
사전)M SD M SD

분노 
억제

타당화
(n=31)

16.74 4.795 12.03 3.209 -4.71

통제
(n=30)

16.03 4.838 14.53 5.63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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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분노억제를 공변인으로 하여 집단 간 사후 분노억제를 비

교했을 때, 타당화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후 분노억제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1,59)=12.428, p=.001), 분노억제 변화량

(variation)의 17.9%가 개입에 의해 설명되었다.

표 13. 분노 억제 변화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p<.01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η²
공분산

(사전 분노억제)
634.99 1 634.99

집단 127.31 1 127.31 12.428** .179
오차 583.93 57 10.24
합계 1305.3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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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격성의 차이

타당화 및 통제 반응 음성을 듣고 난 후의 피험자들의 공격성

(1~10점)을 측정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타당화 집단(M=2.35,

SD=1.495)이 통제 집단(M=3.63, SD=2.870)에 비해 낮은 공격성이

검증되었고, 집단 간 공격성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35).

이때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는 1.278로 통제집단이 타당화 처치 집단

보다 평균점수가 1.278점 높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 14. 공격성에 대한 Welch-Aspin검정 결과

*p<.05

그림 4. 집단별 공격성(VDT)

집단 M SD t값

공격성
타당화 집단(n=31) 2.35 1.495

-2.171*
통제 집단(n=30) 3.63 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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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타당화 개입이 분노 및 분노 억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연구로 부정적 평가로부터 내현적 자기

애 성향자들에게 유발된 상태 분노 및 분노 억제, 공격성이 타당화

를 통해 감소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실

험을 실시하기 전 내현적 자기애 척도(CNS)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를 선발하였고, 과제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내현적 자기

애자들의 분노 및 공격성을 유발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Bushman

과 Baumeister(1998)가 개발한 분노유발 피드백(Negative feedback)

을 시행하고 이 과제에서의 부정적 평가가 상태 분노 및 분노 억제,

공격성을 유발하는지를 예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 예비 실험

에서 참여자들이 보고한 정서를 바탕으로 타당화 및 통제 개입 스

크립트를 제작하고 박사과정 3인의 검토를 거쳐서 안면타당도를 확

보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먼저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작성한 글에 대

해 부정적 평가를 받아보게 하였으며, 부정적 평가로부터 유발된 상

태 분노와 분노 억제를 측정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은 두 집단으로

무선 배정되어 타당화 음성 반응 또는 통제 음성 반응을 들었으며,

음성 개입을 들은 후 상태 분노, 분노 억제 및 공격성을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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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개입을 듣기 전의 사전점수와 비교하였다. 또한 음성 개입을

들은 후의 공격성을 집단 간에 비교하였다.

사전 상태 분노와 분노 억제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 상태 분노

및 분노 억제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제 집단에 비해 타당화 집

단의 상태 분노 및 분노 억제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공격성

의 차이를 집단 간에 분석하였을 때 타당화 집단의 공격성이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모두 지지되었

으며, 부정적 평가로부터 유발된 상태 분노, 분노 억제 및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타당화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Lynch 등(2006)이 주장한 타당화의 효과(자기관의 안정성

증가, 부적 정서 각성의 감소, 상담 동기 증가)가 본 연구를 통해 부

분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의 현장연구가

아닌 실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상담 동기 증가 효과는 직

접적으로 검증할 수 없었으나 ‘분노’라는 부적 정서 각성 감소의 효

과를 확인하였다.

상태 분노 변화량에 대한 효과크기는 .202로 설명력이 높았으

며, 이는 효과크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Huck, 2008)으로 볼 때에

도 큰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 발생한 분노 감

소에 대한 타당화 개입의 효과 크기(.010)(고유림, 김창대, 2015)보다

큰 수치이다.

본 연구가 1분 15초 정도 단회의 짧은 음성 반응만을 들려주었

으며 통제집단 역시 통제 반응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정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발되었던 상태 분노가 크게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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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것은 타당화 개입이 자기의 위협, 특히 ‘부정적 평가’ 상황에

서 유발된 부적 정서 감소에 특히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개념 안정성이 낮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부정적 평가를 받

았을 때 쉽게 분노를 보이며, 분노는 자기(self) 위협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정서(Baumeister, 1997)임을 고려할 때, 타당화를 통한 자기

의 확인이 자기관의 안정성을 높여주어서 자기 위협에 대한 부적

정서를 감소시켰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 이는 자기 위협 상황에서 드러나는 방어성향이나 공격성이

줄어드는 데 있어 자기(self)의 핵심적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

다(Steele, 1988)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

에서 처치로 사용한 타당화 음성 개입은 부적 정서로서의 분노 이

면에 자리한 긍정적인 소망, 욕구, 기대와 같이 자기(self)의 핵심적

가치를 확인하게 하였다. 분노는 본래 외부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서

이지만(Greenberg, Paivio, 1997), 자기 자신의 중요한 관심사에 주

의를 기울이게 한 것이 자기관의 안정성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었으

리라 예측할 수 있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자의 분노 억제 역시 타당화 개입으로 감소

하였다. 분노 억제 변화량에 대한 효과크기는 .179로 분노 변화량의

효과크기(.202)보다는 낮았지만 역시 설명력이 높았다. 타당화 개입

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 가운데 분노 억제와 유사한 변인을

측정한 연구가 아직 없어 설명력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

나, 역시 효과크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고려할 때 분노 억제 수

준 감소에도 타당화가 효과적인 처치였음을 의미한다. 즉 타당화를

통해 분노를 억제하고 있는 상태를 보다 명료하게 자각하고,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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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분노와 마찬가지로 ‘가치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긍정적 동

기와 소망의 맥락에서 이해함으로써 역시 자기관의 안정성이 강화

되고, 분노를 억제하기 위해 과도하게 소모되는 심리적 에너지가 감

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노 억제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분노를 증폭시키는 주

요한 대처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를 내향화된 분노

(anger-in)(Spielberger, 1988)로 명명될 수 있다. 즉 분노 억제는 내

현적 자기애자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상관없이

그들이 내적으로 실제로 경험하는 분노 수준을 잘 반영하는 수치이

다. 그런 점에서 겉으로 보고하는 분노 수준만 줄어들었다는 것보

다, 분노와 분노 억제 수준이 함께 줄어들었다는 것이 내현적 자기

애자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부적정서 감소가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통제 집단은 상태 분노와 분노 억제 점수의 표준 편차가

사후에 다소 증가한 것에 반해, 타당화 집단은 사후 검사에서 사전

검사보다 표준편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즉 응답자들의 상태 분노와

분노 억제의 평균이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감소된 평균값을 중심으

로 응답이 더 집중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의 이유는 다음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 번째

가능한 설명은, 보다 높은 수준의 상태 분노에도 타당화 개입이 충

분히 효과적이어서 통하여 큰 폭으로 상태 분노가 줄어들었을 가능

성이다. 상태 분노(10~40점)의 경우, 사전 검사의 4점 Likert척도에

서 평균적으로 ‘약간 그렇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분노(21점 이상)를

보고한 타당화 집단의 응답 4개를 살펴본 결과, 타당화 개입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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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중 3개 사례가 6점씩,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다른 1개

사례는 1점이 감소하였다. 즉 사후 상태 분노 검사에서 ‘전혀 아니

다’ 수준에 가깝게, 상당히 일관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토해 보았을 때 통제 집단의 응답들은

감소한 사례 외에도 큰 폭으로 상태 분노가 증가하기도 해서 어떠

한 경향성을 찾기 어려웠다.

위와 같은 설명은 분노 억제 변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분노 억

제(8~32점)의 경우, 사전 검사의 4점 Likert척도에서 평균적으로 ‘약

간 그렇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분노 억제(21점 이상)를 보고한 응

답 6개를 살펴본 결과, 타당화 개입 이후에 6개 중 4개 사례가 8점

이상씩,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전체 응답자

61명 중 가장 높은 분노 억제 수준(25점, 26점)을 보고한 2개 사례

는 각각 13점, 15의 매우 높은 감소폭을 보이면서 ‘전혀 아니다’ 수

준에 가깝게 감소하였다. 반면, 통제 집단의 응답들은 분노 억제 수

준이 감소하기도 했지만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사례들이 많아 경향

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위 분석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타당화 개입이 높은 수

준의 상태 분노와 분노 억제 감소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고 기대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한 설명은, 분노와 분노 억제를 타당화 개입에서

명료화했기 때문에 실험 참여자들이 자신의 분노와 관련된 신체 감

각, 인지, 감정 상태에 더 집중하게 되었을 가능성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타당화 개입은 실험 참여자들이 느낄 수 있는 ‘화’ 자체에 대

한 판단을 미루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전달하였으며, 어떤

감정인지 명료화하였다. 따라서 타당화 개입 이전에는 분노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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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그 감정의 실체가 다소 막연한 부적 정서로 경험하였으나,

타당화 개입 이후 보다 자기 내부의 분노를 제대로 경험하였을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의 대상자인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분노를 느끼더

라도 그것을 드러냈을 때 예상되는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분노를 억제(서수균, 권석만, 2002)한다는 것이 알

려져 있다. 즉 이들은 우선적으로 분노를 자기 안의 정서로 받아들

여 진실되게 경험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종

속 변인으로 선택한 분노 억제는 그러한 모습의 한 단면이다. 따라

서 분노와 분노 억제에 대한 응답이 타당화 이후에 보다 일관성을

띈 것은, 실험 과정의 짧은 순간이지만 참여자들이 자신의 분노에

초점을 맞추고 경험한 것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즉, 부적 정서

감소에 앞서 그 부적 정서를 보다 온전히 경험했을 가능성이다. 정

서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게 돕는 것은 타당화에서도 중요한 주제이

다. 분노가 아닌 다른 정서(우울, 불안, 두려움)를 종속변인으로 하

여 타당화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다른 연구들(고유림, 김창대,

2015; 장혜미, 2017; 김은준, 2018)에서도 정서 수용이 타당화의 효과

로 반복 검증되어왔다.

그러나, 타당화 집단의 표준 편차 감소에 대한 위 해석들은 한

편으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상태 분노나 분

노억제 설문지가 모두 원척도를 그대로 따라 4점 Likert 척도로 제

작되었다. 측정 도구의 점수범위가 정서의 수준을 정교하게 측정하

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상태 분노와 분노 억제 수준이 낮은

수준을 잘 변별하지 못하는, ‘바닥 효과’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분노유발 피드백(Negative feedback)으로 본 연구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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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사전에 유발된 분노 수준 자체가 절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발된 분노가 크지 않으면 처치 이

후 보다 쉽게 진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앞에서 밝힌 바와 같

이 사전 상태 분노나 분노 억제 수준을 평균적으로 ‘상당히 그렇다’

에 가깝게 응답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 61명은

임상군이 아닌 일반 대학생 가운데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상대적으

로 높은 30%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유발된 분노가 미미

했던 사람도 함께 존재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후 상태 분노와 분노 억제 점수의 표준편

차가 타당화 집단에서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

서는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를 감안해 연구 참여자들의 정서를 낮

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분노의 행동적 측면에 해당하는 공격성도 타당화 개입 이

후 집단 간 차이가 검증되었다. 내현적 자기애자는 실패를 외부에

귀인하므로(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부정적 평가를 받았을 때

그 평가를 제공한 상대를 비난하고 헐뜯는다는(Kernis & Sun,

1994)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타당화가 자기(self)에 대한 위협을

덜 느끼게 하여 자기 외부 대상에 대한 파괴적, 처벌적인 행동이 감

소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실패 피드백을 경험하여 분노가 유발된 자

기애 성향자들 대한 타당화 개입이 공격성 감소에도 효과적이었다

는 신서원(2014)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자를 포함하여, 분노를 억제하면 분노가 오

히려 더 증폭되어 부적절하게 표출되는 공격성이 드러난다는 주장

(Berkowtiz, 1993)을 고려하면, 상태 분노와 분노 억제 수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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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감소 결과 분노의 행동적 측면이 감소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타당화 개입에 의한 상태 분노와 분노 억제의 감소 효

과가 큰 것에 비해 공격성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처

치 집단의 공격성 역시 평균 2.35로, 일단 ‘핀을 1개 이상 꽂는다’고

응답하였다. 정서 각성 감소에 비해 본 연구에서 타당화가 공격성에

크게 효과적이었던 것은 아니며, 공격성은 분노나 분노 억제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변인이므로 간접적인 효과만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상태 분노와 분노 억제 수준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치

집단이 이러한 응답을 보인 것은 다음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격성 측정 도구인 VDT는 공격성이 아주

낮은 상태는 민감하게 측정하지 못한다(McCarthy et al, 2016)고

알려져있다. 척도를 개발한 DeWall 등(2013)과 McCarthy 등(2016)

의 연구에서, 핀의 개수에 대한 응답 분포를 분석한 결과 개수를 최

소값인 ‘0’, 즉 최소값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60% 이상을 유지

했다. 즉 과반수 이상의 사람은 핀을 아예 꽂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조금 더 정확한 공격성 측정을 위해

‘0’ 선택지를 제거하고 1~10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오히려 핀을 꽂지 않으려는 응답을 측정하지 못하였다. 처치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한 최소값이 ‘1’ 응답자에는

‘0’ 응답자가 함께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타당화 집단과 통제 집단이 응답

한 핀의 개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의미 있는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 집단의 평균값을 고려할 때 비교적 적은 개수에 대한 응

답(1~2개) 비율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이 각각 58.1%, 43.3%였으

나, 핀을 7개 이상 꽂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타당화 집단이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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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통제 집단이 26.7%(8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통제 집단에

서는 최고점인 10개를 선택한 응답도 1개 존재하였다. 이것은 VDT

가 공격성이 아주 낮은 상태보다는 비교적 높은 상태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자, 타당화 개입

이 적어도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완화하는

데는 즉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통제 집단의 상태 분노 평균도 사후 검사에서 약간의

감소가 관찰되었다(표 10 참조). 그러나 이것을 유의미하고 일관된

‘감소’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태 분노의 경우 ‘사후-사전 차

이’ 점수의 범위가 –8점부터 8점이었다. 통제 개입을 받았지만 타

당화 개입 못지 않게 상태 분노가 7~8점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응

답이 있었으나 31명 중 단 2명뿐이었다. 오히려 분노가 1~8점 증가

했다는 응답은 7명(23.3%)이었다. 이러한 상태 분노 증가는 타당화

집단에서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던 응답이다. 또한 분노의 증감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통제 집단의 응답도 5명(16.6%)이었다. 즉, 분노

가 감소하기도 했지만 변화를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증가한 사례

가 적지 않아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감소 수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점수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에

서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t=1.587, p=.123)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통제 집단의 감소가 일관되고 유의미한 것은 아니더라

도, 일부 응답에서 상태 분노와 수준이 감소한 원인을 생각해볼 필

요는 있다. 우선,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상관없이 존재 할 수 있는

진정 효과 가능성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혹은 통제 개입의 음성을

들으면서 발생하는 진정 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통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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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일부 참여자들은 사실적 정보가 나열되는 통제 음성 개입을

들으면서 다소 지루함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또 개입 내용을 떠나

음성 자체가 편안하여 부적 정서 각성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

답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인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특성을

고려한 설명이 가능하다. 통제 집단 참여자들은 실험 과정을 설명하

는 통제 개입의 내용을 되짚으면서 ‘이것은 실험일 뿐이다’고 되뇌

며 분노를 진정시키거나, ‘상대방이 나보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기

에 나에게 낮은 평가를 준 것이다’고 스스로 합리화하였다고 종종

실험 후에 보고하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부정적 평가를 받

았을 때 평가자를 헐뜯거나(Kernis & Sun 1994; Smallet & Stake,

1996), 실패를 외부에 귀인하며(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바람직성을 의식하여 분노를 억제한다(서수

균, 권석만, 2002)는 연구결과만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다.

부정적 평가 상황에서 느낀 분노에 늘 부적응적으로만 대처하

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이나 혹은 평가자와의 관계, 평가자의 특

성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분노 조절 전략을 사

용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 연구를 포함해 기

존 경험 연구들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다. 만일 그러한

경향이 있다면 이러한 특성을 발견하는 것은 내현적 자기애자에 대

한 연구와 상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당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내담자와 그의 행동이

더 완전하게 타당화(Linehan, 1997)되고 높은 효과(김은준, 2018; 유

성경, 2009)를 보인다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5수준의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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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타당화를 시도하였다. 보다 낮은 수준의 타당화와 그

효과를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5수준 타당화의 높은 효과를 검증함

으로써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를 도

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타당화의 수준을 고려하되, 내현적 자기

애 성향자의 분노 반응 특성, 분노 억제 성향을 반영한 타당화 개입

을 시도하였고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내담자의 정서 경험 특

성을 고려하여 개입하는 것이 수준에 대한 고려 못지 않게 개입의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가 상담 연구와 상담 실제에 주는 의의 및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애 성향자라는 상위범주나 외현적 자기애

집단에 비해 뒤늦게 주목 받은 내현적 자기애자들의 심리적 부적응

을 돕기 위해 타당화 개입을 활용한 첫 경험적 연구이다.

둘째,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자의 분노 경험은 물론, 그에 대

한 부적응적인 대처인 분노 억제에 대한 타당화 개입을 시도하여

개입내용의 외연을 넓혔다고 볼 수 있다.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 공

격성 감소에 대한 타당화 개입의 효과(신서원, 2014)를 자기애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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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하위 범주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

인하였다. 또한, 분노 외에 내현적 자기애자의 분노 억제에 대한 타

당화 개입의 효과를 최초로 확인한 연구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실험 참여자의 분노를 유발하기 위하여 사

용한 분노유발 피드백(Negative feedback)은, 그동안 타당화의 효과

를 검증하는 다수의 연구들에서 조작으로 사용한 ‘시나리오 읽고 이

입하기’나 도형추리검사와 비교할 때 실제 과제 수행 경험과 유사한

자극이다. 따라서 자기의 위협을 보다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에

서 자기를 타당화하는 개입의 효과를 검증했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조작 상황에서는 가상 상대 피험자의 부정적

평가를 참여자에게 제공하였다. 대인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

적 평가로 인한 분노를 실험 상황에서 유발하였다는 것은 신서원

(2014)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에게 실패 피드백을 제공하여 분노를 유

발한 것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분노는 자기(self) 내부가 아닌 외

부 대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서(Greenberg, Paivio, 1997)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유발된 내현적 자기애자들의 부적 정서가

분노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 척도로 정확하게 드러나기 어려운

행동인 공격성을 VDT라는 도구로 측정하였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

자들은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예민하고 사회적 바람직성을 고려하

므로 공격성에 대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이러한 응답 특성을 고려하

여 보다 공격성의 실질적 수준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도구를 활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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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의가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 제언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의 및 시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타당화 개입은 총 1분 15초의 단회

개입이고, 사전 녹음된 음성을 일방적으로 피험자에게 들려주었다.

이것은 개입의 효과를 실험연구에서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

이지만, 상담의 실제 상황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작용이 활발하

게 일어나는 장면이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상담 장면에 적용할

때는 보다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상태 분노, 분노 억제, 공격성을 타당화 개

입의 효과를 확인하는 종속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Lynch 등

(2006) 이 주장한 타당화 효과 가운데 부적 정서 각성 감소, 그 중

에서도 분노를 중심으로 타당화의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내현적 자기애자는 긍정적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

한 노력이 부정적 평가, 실패 등으로 좌절되었을 때 분노 외에도 수

치심을 경험(Mcwilliams, 2008)한다. 수치심 또한 자기(self)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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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념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서반응으로, 신서원(2014)의 연구에

서도 자기애 성향자들에게 타당화 개입 이후 수치심이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수치심에

대해서도 타당화의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타당화의 효과를 검증한 기존 선행연구들(김은하, 2011; 고

유림, 김창대, 2015; 장혜미, 2017; 김은준, 2018)은 자기수용, 정서

수용, 자존감 등의 종속변인을 선택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자의 분노,

수치심과 같은 부적정서 감소 효과 외에도, 자기관의 안정성 증가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인으로 타당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상담 실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상태 분노는 물론 분노 억제 수준이 함께 줄어

들었다는 것이 내현적 자기애자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부적정서 감

소가 이뤄졌음을 앞서 강조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타당

화 개입은 분노와 분노 억제를 명료화하고 기저의 긍정적 소망을

각각 읽어주는 개입이었다. 따라서 그 내용들 가운데 어떤 구체적

부분이 타당화 집단의 상태 분노와 분노 억제 수준이 감소하는데

결정적 도움이 되었는지 이 연구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처럼 분노 수준이 심하게 높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

적으로 ‘화가 나겠다’는 것을 명료화하고 타당화하기에 앞서, ‘화가

나더라도 참고 있겠다’는 것을 먼저 알아주는 것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내담자 입장에서 더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다. 실험 종료

후 상당수 참여자들이 ‘분노’를 명료화하는 부분보다는 ‘분노 억제’를

명료화하는 부분이 기억에 남았고, 긍정적 소망을 알아주는 부분이

화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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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분노와 분노 억제 감소 효과에 대한 본 연구의 타당화 개입이

모두 높은 설명력(.179~.202)을 갖는 것을 고려할 때 흥미로운 응답

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타당화 개입의 어떤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상태 분노와 분노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히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자기애 성향자들에게 분노 및 공격성을 유발한

다고 알려져 있는 분노유발 피드백(Negative Feedback)을 내현적

자기애 성향 집단에도 자기(self) 위협 상황 조작을 위해 사용하였으

나, 분노나 부적정서 유발에 대한 조작 확인은 따로 시행하지 않았

다. 비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를 포함하여 자기애 성향자들에게 이

조작이 효과적으로 분노를 유발한다고 검증한 선행연구(Bushman

& Baumeister, 1998)가 존재하나, 본 연구의 실험에서 피험자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지각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내

현적 자기애자가 자신의 실패에 대한 외부 귀인이 불안정(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실패 귀인을 자신의

내부로 돌리는 내현적 자기애자에게는 이 조작이 효과적인 분노 유

발 도구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분노보다는 수치심 등을 더

강하게 유발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 외에도 실험 참여자들이 사회적 바람직성을 의식하여 상태

분노에 대한 보고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실험실에서’ 실패 경험을 유도했을 때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외현적

자기애자들과 달리 분노 수준의 변화를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이

준득, 2005)는 연구결과로도 알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분노 유발

에 대한 조작 확인 등에 자기보고식 척도 외에 생리적 반응 등 보



- 63 -

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종속 변인의 변화나 집단 간 차이를 측정한 도구들

의 보완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태 분노 척도는 높은 신뢰도

(Cronbach's α=.845~.929)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인분석 결과

두 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분노하고 있다’, ‘격분한다’, ‘짜증을 느

낀다’, ‘부글부글 끓고 있다’, ‘화가 나 있다’, ‘욕을 퍼붓는다’ 6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서 순서대로 높은 요인 부하량(.821~.898)과 신뢰도

(Cronbach's α=.876)를 보고하였고, ‘물건을 부순다’, ‘주먹으로 친다’,

‘때려준다’, ‘소리 지른다’ 4개 문항이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서 순서

대로 역시 높은 요인 부하량(.669~.929)과 신뢰도(Cronbach's α

=.706)를 보고하였다. 척도 개발자인 Spielberger 등(1988)과 이 척도

를 활용한 연구들에서는 일관되게 이 상태 분노 척도의 요인을 1개

로 보고해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요인 모두 하나의 ‘분노’ 차원에서 측

정된 것으로 보고 당초 연구 가설대로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성격을 보았을 때 두

요인이 서로 다른 차원의 정서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모든 문항이

포함된 척도가 이미 높은 신뢰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두 요인

의 사전 상태 분노 점수를 각각 공변인으로 하여 집단간 사후 비교

를 했을 때에도 타당화 집단과 통제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가

p<.001(F(1,59)=14.439)와 p<.05(F(1,59)=4.328) 수준에서 발견되었

다.

위 논의를 종합해볼 때, 참여자들은 척도 문항 내용을 모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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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 지각은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두 요인으로 구분되는

지점을 인식하고 응답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후속 연구에서 본 척

도를 사용할 때는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공격성 척도의 경우 실험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상대

참여자를 얼마나 인형에 투사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응답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 의도의 알

아차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측정하지 않았다. 척도 개발자들 역시

이에 대한 측정을 별도로 권하거나 시행하지 않았던 것은 사전에

인형에 투사를 지시하는 지시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Voodoo doll에 사람을 투사하는 것에 대한 불편감은 문화권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지시는 신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VDT에 적극

적인 투사를 연구자가 유도하는 대신, 핀으로 꽂는다(stick)는 행위

외에 불편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격적 행위로 바꾸어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실험 참여자를

선발하기 위해 사용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CNS)는 비임상군으로부

터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를 선별할 수 있는 절단점(cutoff)에 대한

선행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자와

내현적 자기애자를 구별하는 데 CNS 일부를 활용한 연구들을 참고

하여 기준을 정하였다. 따라서 CNS 문항 전체를 활용하여 비임상군

으로부터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를 선별하는 경험적 근거가 추후 연

구에서 마련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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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연구 참여자 모집용 설문지

1(전혀 그렇지 않다) 2(약간 그렇다) 3(보통이다) 4(상당히 그렇다) 5(매우 그렇다)

다음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가 어떠한지

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자신이 해당하는 정도

의 숫자를 표시해주세요.

1.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3. 비판받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1 2 3 4 5

4.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
해서 나를 위해 많은 돈을 쓰기를 바란다. 

1 2 3 4 5

5.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처럼 그려보고 

싶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다. 1 2 3 4 5
8. 나는 가끔 남의 비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1 2 3 4 5
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해 올 때에 때때로 짜증이 난

다. 
1 2 3 4 5

10. 가족들 중에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11. 나에게 즐거운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12.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로 와서 내 시간을 요구하거나 
공감해 주기를 요구할 때 말은 못해도 괴롭고 귀찮다. 

1 2 3 4 5

13. 나는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
란다. 

1 2 3 4 5

14.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15.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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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속기 보다는 차라리 남을 속이는 것이 좋다. 1 2 3 4 5

17. 나는 내게 부족한 것(예를 들면, 외모나 돈, 혹은 능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난다. 

1 2 3 4 5

18. 때때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할 때가 있다. 

1 2 3 4 5
19.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인생은 남들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1 2 3 4 5

20. 내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1 2 3 4 5
21.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 1 2 3 4 5
22.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1 2 3 4 5

23.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24. 나는 여러 가지 일에 모두 뛰어나길 바란다. 1 2 3 4 5
25.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1 2 3 4 5
26.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 1 2 3 4 5
27. 필요하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교
묘하게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28. 나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 항상 사람들 눈에 띠지 않는 구
석진 자리에 앉는 편이다. 

1 2 3 4 5

29.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1 2 3 4 5
30. 직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31. 나는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면, 두고두고 생각하며 괴로워하
는 편이다. 

1 2 3 4 5

32.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활기가 적은 편이다. 1 2 3 4 5
33. 나는 사람들이 왜 나의 장점을 더 알아주지 않는지 의아하
게 생각한다. 

1 2 3 4 5
34.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친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도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1 2 3 4 5

35. 나는 나에게 득이 될 때만 ‘공평의 원칙’을 지킨다. 1 2 3 4 5
36.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종종 매우 외롭고 불편
하다. 

1 2 3 4 5

37.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낀다. 1 2 3 4 5
38.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
다. 

1 2 3 4 5

39. 나는 혼자서는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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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요 며칠 동안 나는 계속 슬프고 우울했는데 쉽게 이런 기분
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1 2 3 4 5

41. 누군가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힘이 든다. 1 2 3 4 5
42. 나는 일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43.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1 2 3 4 5
44.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모른다는 것
이다. 

1 2 3 4 5
45. 기회만 된다면, 나는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것
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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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실험 참여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양식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연구 과제명 : 비지시적 과제에서 인지 처리 속도에 따른 정서 반응 차이

연구 책임자명 : 김빈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비지시적 과제에서 인지 처리 속도에 따른 정서 반응 차이에 대한 연

구입니다. 자기개념이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귀하는 자기

개념에 대한 설문을 수행한 대학생들 중에 표본집단으로 선정되어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연구원

(김빈나, 010-6894-6414)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

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

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

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

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비지시적 과제에서 인지 처리 속도에 따른 정서의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약 90명의 수도권 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참여 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귀

하는 연구자가 제시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실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만일 귀

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귀하는 먼

저 과제를 실시하고 이어서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실험에 참여 중인

연구참여자와 과제에 대한 상호 평가를 온라인 상으로 거치게 됩니다. 과제를

마친 직후에 현재의 정서 상태에 관한 설문을 작성하고 이어서 사전에 녹음된

지문을 듣게 되며 화자의 말이 현재의 마음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현

재의 정서는 어떠한지를 평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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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약 40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

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

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료는 즉시 폐기 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의 약간의 지루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 평가

과정에서는 다소의 불쾌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 중 발생하는 불쾌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불쾌감을 크게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귀하는 언제든지 실험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담당 연

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소정의 금전적 사례 외에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

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정보처리 유형에 따라 유발되는 정

서의 차이를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김빈나(010-****-****)입니다. 본 연구에

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나이, 소속 단과대학입니다. 이러한 개인정

보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보안장치에 의한 안전한 방
법으로 보관이 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
기할 예정이며,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

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

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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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

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이연구에참가하면사례가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의미로 귀하에게 10,000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실험

종료 후 즉시 지급됩니다.

11.연구에대한문의는어떻게해야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김 빈 나 전화번호: 01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

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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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연구참여자보관용)

연구 과제명 : 비지시적 과제에서 인지 처리 속도에 따른 정서 반응 차이

연구 책임자명 : 김빈나(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

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

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

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

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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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글쓰기 과제 지시문 및 부정적 평가 양식

[글쓰기 과제 지시문]

[가상 상대 참여자의 부정적 평가]

당신은 지금부터 10분간 ‘동성결혼 합법화’에 관하여 
찬성/반대 입장이 드러나도록 500~600자 내외의 짧은 글을 씁니다. 

글의 내용은 연구 목적과는 무관합니다.
글을 쓰고 난 후에는 

옆방의 다른 참가자와 상호평가가 진행될 것입니다. 

글의 내용 및 평가는 연구 자료로 사용되는 것 외에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으며 

연구 종료 후 바로 폐기됩니다. 

구성
(0~25)

논리적 전개
(0~25)

창의성
(0~25)

표현
(0~25)

총점

8 8 7 7  30/100

총평

주제에 맞게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동성결혼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은

부족한 것 같다. 논거, 근거의 깊이가 추상적이고 불충분하며, 반대편 입장이나

반론 가능성 등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그리하여 글의 전반적인 구성이나 설

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양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보다 적절하고 절충적인 해

결방법이 나오길 바란다. 문장이 좀 더 짧았으면 가독성이 좋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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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사전 설문지

1(전혀 아니다) - 2(약간 그렇다) - 3(상당히 그렇다) - 4(매우 그렇다)

Q1. 이 질문지는 기분과 감정을 묘사하는 여러 개의 형용사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읽고 현재 당신의 마음 상태를 얼마나 잘 표

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4점 척도를 이용해서 숫자로 답해 주십시오.

1. 격분한다. 1 2 3 4
2. 짜증을 느낀다. 1 2 3 4
3. 화가 나 있다. 1 2 3 4
4. 소리 지른다. 1 2 3 4
5. 물건을 부순다. 1 2 3 4

설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조금 전 글에 대한 평가를 교환한 후 떠오

르는 생각, 마음 상태, 신체적 변화 등에 잠시 차분하게 머물러 집중해 

봅시다. 당신의 마음 상태는 평가를 교환하기 전과 비교해 지금 어떠한

가요?

 

준비가 다 되셨으면 다음 설문을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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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혀 아니다) - 2(약간 그렇다) - 3(상당히 그렇다) - 4(매우 그렇다)

6. 분노하고 있다. 1 2 3 4
7. 주먹으로 친다. 1 2 3 4
8. 때려준다. 1 2 3 4
9. 부글부글 끓고 있다. 1 2 3 4
10. 욕을 퍼붓는다. 1 2 3 4

1. 인정하는 것보다 화가 나 있다 1 2 3 4

2. 알고 있는 것보다 분통이 있다 1 2 3 4

3. 화를 안에 간직한다 1 2 3 4

4. 문을 꽝 닫는다 1 2 3 4

5. 사람들을 피한다 1 2 3 4

6. 안으로 앙심을 품는다 1 2 3 4

7. 뚱해지거나 토라진다 1 2 3 4

8. 속으로 비판한다 1 2 3 4

Q2. 각 문항을 읽고 현재 당신의 마음 상태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4점 척도를 이용해서 숫자로 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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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사후 질문지

1. 상담자는 나의 부정적인 면 뿐 아니라, 말하지 않
은 긍정적인 면까지 알아주었다. 

1 2 3 4 5 6

2. 상담자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감정과 의미를 말
해주었다. 

1 2 3 4 5 6

Q1. 다음 문항에 대하여 현재 귀하가 동의하시는 정도를 아래의 6점 

척도를 이용해서 숫자로 답해 주십시오.

 

설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조금 전 음성을 들은 후 떠오르는 생각, 마

음 상태, 신체적 변화 등에 잠시 차분하게  머물러 집중해봅시다. 

당신의 마음 상태는 음성을 듣기 전과 비교해 지금 어떠한가요?

준비가 다 되셨으면 설문에 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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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당신은 불쾌한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이 인형에게 핀을 꽂아 해

소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핀을 사용하시겠습니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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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혀 아니다) - 2(약간 그렇다) - 3(상당히 그렇다) - 4(매우 그렇다)

Q3. 이 질문지는 기분과 감정을 묘사하는 여러 개의 형용사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읽고 현재 당신의 마음 상태를 얼마나 잘 표

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4점 척도를 이용해서 숫자로 답해 주십시오.

1. 격분한다. 1 2 3 4
2. 짜증을 느낀다. 1 2 3 4
3. 화가 나 있다. 1 2 3 4
4. 소리 지른다. 1 2 3 4
5. 물건을 부순다. 1 2 3 4
6. 분노하고 있다. 1 2 3 4
7. 주먹으로 친다. 1 2 3 4
8. 때려준다. 1 2 3 4
9. 부글부글 끓고 있다. 1 2 3 4
10. 욕을 퍼붓는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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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혀 아니다) - 2(약간 그렇다) - 3(상당히 그렇다) - 4(매우 그렇다)

1. 인정하는 것보다 화가 나 있다 1 2 3 4

2. 알고 있는 것보다 분통이 있다 1 2 3 4

3. 화를 안에 간직한다 1 2 3 4

4. 문을 꽝 닫는다 1 2 3 4

5. 사람들을 피한다 1 2 3 4

6. 안으로 앙심을 품는다 1 2 3 4

7. 뚱해지거나 토라진다 1 2 3 4

8. 속으로 비판한다 1 2 3 4

Q4. 각 문항을 읽고 현재 당신의 마음 상태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4점 척도를 이용해서 숫자로 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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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디브리핑 안내문

연구내용 안내 및 연구자료 활용 동의서

1. 본 실험의 목적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부정적 평가 

상황에서의 분노 경험 및 억제에 대한 타당화 개입이 분노, 분노 억제, 공격성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2. 사전 설문에서 귀하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 검사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 성향

자(상위 30%) 집단으로 선발되셨습니다. 

3. 귀하가 실시하신 글쓰기 과제 및 다른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 평가 과정은, 

연구자가 사전에 조작한 상황입니다. 즉 귀하와 같이 과제를 수행한 다른 연구 

참여자는 실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글쓰기 과제 내용과 관계 없이 부정

적인 내용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평가 결과는 귀하의 실제 수행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부정적 평가를 받았을 때의 자연스러운 정서경험을 위해 설

계된 내용이지만 실험 과정이 불쾌하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4. 글쓰기 과제 및 평가 교환 후 평가 관련된 경험을 반영하는 음성을 듣는 과

제에서 귀하는 ( A / B ) 그룹에 배정되었습니다.

 1) A 그룹의 경우 여러분이 평가를 받고 느꼈을 거라 짐작되는 감정과 그 감

정이 불러일으켜지는 이유, 그 감정에 대처하는 여러분의 행동과 그 이유를 설

명하는 ‘타당화’ 반응을 들려주었으며,

 2) B 그룹의 경우 타당화 반응 없이, 검사 진행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지시문을 들려주었습니다. 

5. 기존 연구에 따르면 ‘타당화’ 반응은 우리가 겪었던 일에 대한 감정뿐만 아

니라 그 감정 속에 있는 긍정적인 성장 욕구를 알아주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타당화는 경험 속에서 느껴진 정서가 부정적인 색채를 띠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바람직한 성장 욕구에 비춰보아 당연한 것이며 충분히 그럴만하다는 확인을 해

줌으로써 부정적 정서의 회피나 억제가 아닌 수용을 촉진합니다. 

6. 본 실험에서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개념(ex.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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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되는 경험(ex. 내가 과제에서 실패했다는 피드백)을 했을 때 피드백을 제공

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데, ‘타당화’ 반응을 통해 그러한 분노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변하여 스스로의 자기개념을 과도하게 위협하지 않는 것으

로 느껴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분노와 공격성이 감소되는 것을 검증하려고 하였

습니다. 

7. 연구의 결과를 위해 부득이하게 실험의 목적을 속이고 조작된 피드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험에서의 부정적인 피드

백으로 인해 불쾌한 감정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전공한 연구자와 이

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권리가 귀하에게는 있습니다. 또한, 연

구자와의 단회 상담 이후에도 정서적 고통이나 불편감이 남아있다면 필요한 경

우 학교 내의 상담센터에서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

문화원 02-880-5501, 스누콜 02-880-8080) 혹은 교외 상담센터에 대한 정보 또

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8. 귀하의 참여가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을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밖에 연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구자에게 질문해주십시오. 끝까지 연구에 참여해주셔

서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 : 김빈나(이메일 : ******@snu.ac.kr, 전화 : 010-****-****)

1) 나는 위 설명문을 읽었으며, 연구자로부터 ‘부정적 평가 상황에서

의 분노 경험 및 억제에 대한 타당화 개입이 분노, 분노 억제, 공격성

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 성향 집단을 중심으로’ 연구의 본래 

목적 및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연구자와 의논하였습

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알게 되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

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의 원래 목적에 따라 연구자료가 활용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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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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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validation on state anger,

anger suppression and aggression

caused by negative feedback

- for college students

with a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

Bin-na Kim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validation on state anger, anger suppression and aggression for

college students with a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Among 299

college students from Seoul, 82 were selected as the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group and 61 participants' data were used

for the analysis.

At first, participants wrote an essay on a given topic and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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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gative feedback about it. The goal of this arousal is to

increase state anger of participants. Then,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groups(Validation or Control), in which they got

different verbal responses: validation of their state anger and

anger suppression or only offering the objective information about

the test. Before and after receiving the reponses, they completed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 for the pre and

post measurement of state anger and anger suppression. All of

them also conducted Voodoo Doll Task(VDT) to measure

aggression only after receiving the verbal responses.

ANCOVA and two independent sample t-test were performed

for the results and the result showed that participants in

Validation group reported lower levels of state anger and anger

suppression than those in Control group. For aggression, there

was also a difference between Validation and Control groups. All

differen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ed that validation was effective in reducing state anger,

anger suppression and aggression of college students with a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Keywords : Validation, Self, Covert Narcissism,

State anger, Anger suppression, Aggression

Student number : 2016-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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