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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인지적 재평가와 억제의 정서조절전략이 수치심을 경험하였

던 사건을 회상한 이후 나타나는 상태 수치심, 정적 및 부적 정서, 상황

적 의미 평가 중 도전 및 통제 가능성 평가에 효과적인지 확인하고자 수

행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

원생 72명을 대상으로 대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수치심

을 경험하였던 사건을 회상한 뒤, 인지적 재평가 혹은 억제 집단에 무선

배정 되어 지시에 따라 정서조절을 실시하였다. 인지적 재평가 집단은

수치심을 경험했던 사건이 복구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사건을 재평가하도

록 했으며, 억제 집단은 사건을 떠올릴 때 느껴지는 정서와 표현을 억제

하도록 했다. 정서조절처치 전후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상태 수

치심, 정적 및 부적 정서, 상황적 의미 평가를 측정하였다. 실험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2.0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조작실패 및 절차상

의 문제로 분석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66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

되었다. 상태 수치심과 정적 및 부적 정서는 각각의 사전 측정치를 공변

인으로 통제하여 공분산분석(ANCOVA)를 시행하였고, 상황적 의미 평

가는 각각의 하위 요인 사전 측정치를 공변인으로 통제하여 다변량공분

산분석(MANCOVA)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재평가 집단은 억제 집단에 비

해 상태 수치심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인지적 재평가 집단은

억제 집단에 비해 정적 정서가 증가하였지만, 부적 정서의 감소에는 집

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인지적 재평가 집단은 억제 집단

에 비해 상황적 의미 평가 중 도전 및 통제 가능성 평가가 증가하였다.

즉, 인지적 재평가는 수치심을 감소시키고 정적 정서와 도전 및 통제 가

능성 평가를 증가시켜 억제보다 수치심을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데 효과

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실험적 절차에 따라 수치심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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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할 때 즉각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방안으로서 인지적 재평가와 억제

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수치심 사건을 복구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인지적 재평가하는 것이 수치심의 반응을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수치심이 상담에서 중요한 정서임을

고려할 때 내담자들이 상담에서 수치심을 보고하는 경우 이를 적응적으

로 조절하고 다룰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수치심, 정서조절, 인지적 재평가, 억제, 도전 평가, 통제 가능성

평가

학 번 : 2017-2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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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상담 및 심리치료는 내담자의 자기(self)에 초점을 두며, 내담자들은

상담 외의 장면에서는 드러내지 않았던 자기의 고통스럽고 취약한 모습

을 상담에서 드러낸다. 내담자들은 자기가 손상된 것처럼 느껴졌던 고통

스러운 경험과 감정을 탐색하고, 이를 상담자에게 표현한다. 즉, 상담에

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수치심과 밀접한 관련

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수치심은 그 자체로 자기의 경험과 가깝고 정체

성의 근원에 중심이 되는 정서(Kaufman, 1980)이기 때문이다. 수치심의

경험은 대개 개인에게 소외되고 무시당한 자서전적 기억으로 기록되며,

때로는 외상 기억의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Matos & Pinto-Gouveia,

2010). 수치심과 취약함을 느꼈던 경험을 상담에서 탐색하고 드러내는

과정에서도 수치심이 유도될 수 있는데,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은 수치심

을 포함한 다양한 정서의 표현과 자기개방을 가로막아 상담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이지연, 2008). “심리치료는 수치스러운 문제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 그 자체로 수치심을 유도하는 관계 맥락에 놓여 있다”는

말처럼(Tangney & Dearing, 2002), 내담자의 수치심을 이해하고 이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상담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

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수치침은 자기 전체(entire self)가 부족하고 결함이 있다고 느끼는 것

으로(Lewis, 1971),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이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적 반응으로 나타난다(Yontef, 1991). 수치심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실패나 자기의 결함에 대해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부적절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수치심은 고통스럽고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고

(Roseman, Wiest, & Swartz, 1994; Shaver, Schwartz, Kirson, &

O’connor, 1987),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 수치심을

유발한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숨게 된다(Lindsay-Hartz,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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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a, & Mascolo, 1995; Tangney & Fishcer, 1995). 수치심은 분노나

두려움, 불안,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로 전이되기 되기도 하며(김용

태, 2010), 긍정적인 정서를 억제해 긍정적인 정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 이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한다(Tomkins, 1987).

수치심을 경험한 이후로 회피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손상된 자기

나 사회적 자기(social self)가 더욱더 피해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응

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de Hooge, Zeelenberg, &

Breugelmans, 2010). 하지만 반복적인 회피 반응은 자기를 손상시키고

고통을 느끼게 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심리적인 고통을 지

속적으로 일으키며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한다. 특히 회피 반응으로

인해 수치심이 개인의 내부에 계속 남아 해결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Cibich, Woodyatt, & Wenzel, 2016), 수치심이 지속적이고 만

성적으로 경험되는 것을 내면화된 수치심(Cook & Coccimiglio, 2001),

혹은 특성 수치심(Tangney, 1996)이라고 한다. 이렇듯 개인의 내면에 자

리 잡은 수치심은 우울, 섭식 장애, 양극성 장애, 사회 공포증 및 범불안

장애, PTSD, 성격장애 등 여러 심리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된

다(Tangney & Dearing, 2002). 수치심은 정서 표현을 회피하거나 억제

하도록 하여 사회적 지지를 얻거나 부정적 정서를 환기하지 못하게 하고

(이지연, 2008), 수치심 경험 자체보다 수치심 경험에 대한 인지적 회피

가 우울이나 PTSD 등 심리적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Carvalho, Dinis, Pinto-Gouveia, & Estanqueiro, 2015; Lee, Scragg, &

Turner, 2001; 안현의, 박철옥, 주혜선, 2012). 수치심은 자신의 실패나

실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수치심을 유발한 상황을 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할 수도 있다(하정희, 송수

민, 정은선, 2010).

이렇듯 수치심은 일반적으로 고통스러운 정서나 사고, 혹은 상황 그

자체를 경험하지 않고 피하도록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때로는 손상된

자기상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기 성장 행동이나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접

근 지향적인 반응을 이끌기도 한다고 보고된다. 정서의 기능론적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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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ett, 1995)에서 모든 감정은 생존이라는 유기체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진화해왔는데, 수치심은 개인의 사회적 소속감이나 유대감이 위협

받고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발생한다

고 볼 수 있다(de Hooge, Zeelenberg, & Breugelmans, 2011; Fessler,

2007; Gilbert, 2007). 즉, 수치심은 환경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얼마나 유

용한지 판단하고 그 정보의 해석에 관여함으로써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등(Ferguson & Stegge, 1995), 미래를 위해 변화가 필요

하다는 적응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예컨대, 수치심은 어떤 종류의 실패

나 결핍이 자기에게 손상을 입혔는지, 또한 그러한 실패가 자신이나 다

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자기나

자기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재구축하도록 한다(Williams, 1993). 이때

수치심은 손상된 자기상이나 유대감을 회복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더 나

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을 동기화시키며, 친사회적, 협력적 행동이

나(de Hooge, Breugelmans, & Zeelenberg, 2008), 자기 성장 동기와 행

동(de Hooge, et al., 2010; Lickel, Kushlev, Savalei, Matta, &

Schmader, 2014)과 같은 적응적인 반응을 이끈다.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도 수치심을 자기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로 활용할 때에는

수치심을 직면하고 그 정보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내담자의 효과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이인숙, 2018).

이렇듯 수치심은 두려움이나 비판받는 느낌을 동반하여 관련된 정서와

사고, 상황 등을 경험하지 않고 피하도록 하지만, 수치심을 적절한 수준

에서 경험하고 활용할 경우에는 개인의 성장이나 사회적 관계의 통찰에

도움이 되는 적응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치심이라는 정서를

경험할 때 이를 적응적으로 다루고 조절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다. 일상에서 고통스럽고 불쾌한 정서를 경험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조

절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

에 실패하였을 때에는 심리적, 사회적, 적응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정서조절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이란

어떤 정서를 언제,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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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자동적인 조절 과정을 의미하며(Gross, 1998), 정서조절은 경험

적, 행동적 요소까지도 조절하는 것을 포함한다(Gross & John, 2003).

정서조절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는데, 이 중에는 부정적인 정서

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전략도 있지만 적절하지 못한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할 때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정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여 심리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에 해를 입힐 수 있다(이지영, 권석만,

2006).

수치심 역시 정서조절의 방식에 따라 심리적, 적응적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수치심에 압도되어 불쾌함과 고통을 경험할 때에는

그 영향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억제와 같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을

사용하기 쉬워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심리적 고통이나 공격적인 태도

의 증가와 같은 부적응적인 반응을 이끌게 된다(Velotti, Elison, &

Garolfao, 2014; Velotti, Garofalo, Bottazzi, & Caretti, 2017). 수치심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과정을 매개하여 심리적 문제를 심화시키고(Matos,

Pinto-Gouveia, & Costa, 2013; 조효진, 2009; 성나래, 2009; 최에스더,

2014),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은 수치심의 부적응적인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차혜련, 김종남, 2016; 고흔우, 구해경, 조윤경, 김희중,

현명호, 2017). 즉, 수치심이라는 정서를 적절한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정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적응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수

치심을 적응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제안된다.

특히 정서조절전략 중 인지적 재평가(cognitive reappraisal)는 상황에

대한 생각을 바꿈으로써 정서 자극의 의미나 중요성을 변화시키는 것으

로(Lazarus & Alfert, 1964), 부적응적인 정서에 대한 조절효과가 검증되

었으며,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이라고 보고된다(John & Gross, 2004). 수치심 역시 상황 그 자체보

다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해석인 인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등(Lewis,

Alessandri, & Sullivan, 1992),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인 평가와 해

석으로 발생하는 정서라는 점에서(Frijda, 1993; Manstead & Tetlock,

1989, Frijda, Kuipers, & ter Schure, 1989), 수치심이 발생한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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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지적 재평가는 수치심을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고 보여진다.

인지적 재평가는 일반적으로 정서를 유발한 자극의 상황적이거나 맥락

적인 요소를 재해석하거나, 제 3자의 입장에서 자극을 객관적이고 긍정

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Ochsner & Gross, 2008).

수치심의 경우에도 수치심이 유도된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고 다른 관점

에서 봄으로써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고 상황에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수치심 경험을 복구 가능한(reparable) 것으

로 지각하는 것이 수치심을 경험한 이후의 접근이나 회피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de Hooge et al., 2010; 2011; Leach &

Cidam, 2015; Cibich et al., 2016). 특히, 수치심이 발생한 원인이나 결과

를 복구 가능하다고 지각하는 것은 수치심을 경험한 이후의 접근 지향적

인 반응을 가장 크게 예측하는 조절변인이라고 보고되었다(Leach &

Cidam, 2015). 이렇듯 복구 가능성에 대한 지각이 수치심의 접근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가설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복구 가능하다고 재평가하는 과정을 인지적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지적 재평가를 할 때 고통

스러운 정서 반응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성장이나 변화를 위한 접근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면 수치심을 적응적인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인지적 재평가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의미를 바꾸는 과정을 포

함하는데(Park & Folkman, 1997), 상황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정서와

행동, 동기에 영향을 주어, 회피나 접근 반응을 유도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어진 사건을 위협보다는 도전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그 사건에

대해 통제하거나 대처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접근 반

응을 유도할 수 있다. 상황의 의미를 평가하는 것은 일차 평가와 이차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도전 평가(challenge appraisal)는 상황 자

체에 대해 평가하는 일차 평가(primary appraisal)에 속하는 것으로, 사

건이 내재하고 있는 이득이나 성장의 잠재력에 초점을 두며, 열의, 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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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동반한다(Folkman & Lazarus, 1990). 사건을

도전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를 위협으로 평가하는 것과 달리, 사건이 고

통스럽고 감당해야 하는 힘든 점이 있지만, 힘이 드는 만큼 개인의 성장

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통제 가능성 평가는 상황에

대한 이차 평가(secondary appraisal)로, 자신이 통제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건을 통제할 수 있

다고 믿을 때 도전 평가를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Folkman, 1984). 수치

심의 경우에도 수치심을 일으킨 상황에 대한 도전 평가와 통제 가능성

평가가 증가할 때 수치심을 일으킨 실수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

로 보고, 자기상을 회복하고자 성장이나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 사건에 대한 도전 평가와 통제 가능

성 평가가 증가하는 것이 접근적인 반응을 유도하여 수치심에 대한 적응

적인 정서조절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재평가가 수치심의 적응적인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억제는 경험하는 정서 반응에

대한 경험과 표현을 의식적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것으로(Gross & John,

2003), 수치심이 발생하였을 때 빈번히 사용되는 정서 조절 전략 중 하

나이다(Lanteigne, Flynn, Eastabrook, & Hollenstein, 2014; Velotti,

Garofalo, Bottazzi, & Caretti, 2017; Zapf, 2002). 억제는 때로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Asendorpf & Scherer,

1993; Kiecolt-Glaser & Greenberg, 1983; Schimmack & Hartmann,

1997), 정서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정서를 유발한 사건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부적응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억제는 생리적 반응이나 기분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Richard &

Gross, 1999; Gross & John, 2003), 억제한 사고가 더 떠오르는 역설적

인 효과를 유도하고(Wegner, Schneider, Carter, & White, 1987), 자신의

왜곡된 신념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기회를 놓치게 한다고 보고된다(Wells

et al., 1996). 특히, 자기에게 중요한 생활 사건을 경험한 뒤 관련된 사고

나 감정을 직면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억제할 경우, 그 경험을 인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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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충분히 처리하거나 자기개념에 동화하지 못하게 된다(Pennebaker,

1989). 수치심 역시 반복적으로 억제할 경우에는 수치심을 일으킨 상황

에 대한 의미를 수정하지 못하고, 수치심의 적응적인 접근 신호를 무시

하게 되어 수치심의 재경험과 회피가 반복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

게 될 것이다. 이렇듯 수치심을 억제하는 전략은 일시적으로는 수치심이

나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건

에 대한 도전과 통제 가능성 평가를 증가시키지는 못하는 등 인지적 재

평가와는 달리 적응적인 정서조절을 유도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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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수치심 사건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를 실시한 집단은 수치심을 억제한 집

단에 비해 수치심을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데 더 효과적인가?

연구문제1. 정서조절방식에 따라 정서 반응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가설1-1. 수치심 사건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를 실시한 집단은 억제

를 실시한 집단에 비해 상태 수치심이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1-2. 수치심 사건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를 실시한 집단은 억제

를 실시한 집단에 비해 정적 정서가 증가하고, 부적 정서

가 감소할 것이다.

연구문제2. 정서조절방식에 따라 수치심에 대한 상황적 의미 평가에 차

이가 존재하는가?

연구가설2-1. 수치심 사건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를 실시한 집단은 억제

를 실시한 집단에 비해 상황적 의미 평가 중 도전 평가 및

통제 가능성 평가(자기에 의한 통제 가능성, 타인에 의한

통제 가능성, 통제불가능성)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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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수치심

1) 수치심의 정의 및 특성

수치심(shame)은 다른 정서에 비해 자기 정체감의 근원에 위치하며,

자기(self)를 위협하는 강렬한 정서이다. 그동안 여러 심리학적 이론에서

는 자기 내면의 현상학적인 경험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하

였는데, 수치심은 자기의 내적 경험이나 내적 상태에 대한 의미를 전달

할 수 있는 정서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담 및 심리치료의 관점에서

도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이해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수치심을

다루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되기도 한다(Kaufman, 1989).

수치심은 자기를 부정적이고 결함이 있는 존재로 평가하는 등 자기 존

재에 대한 공허감이나 부적절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Lewis,

1971; Kaufman, 1989; Wells & Jones, 2000). 따라서, 수치심은 자신을

부족하고, 열등하며, 결함 있는 존재라고 판단하는 경향과 관련이 깊으며

(Tangney & Dearing, 2002), 낮은 자기존중감이나 폄하된 자기상, 부정

적인 자기 개념 및 열등감의 근원이 되는 정서라고 보여진다(Kaufman,

1989). 또한, 수치심은 자의식적인 정서(self-conscious emotion)로서

(Lindsay-Hartz, 1984; Tangney, 1991; Tracy & Robins, 2007), 자신을

열등하게 평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이 타인에게

드러날 것이라고 의식할 때 발생한다(Ausubel, 1955). 이렇듯 자기의 결

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나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분리될

것 같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Lewis, 1971;

Kaufman, 1989).

즉, 수치심은 특정 상황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강렬한

정서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의 핵심 정체성이나 존재적 측면과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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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는 점에서 죄책감과도 구분된다. Lewis(1971)는 개인이 어떤 잘

못을 하거나 규범을 위반한 상황에서 그것을 전반적 자기(global self)로

귀인할 경우 수치심이 발생하며,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specific

behavior)을 문제로 볼 때는 죄책감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Tangney와

Dearing(2002) 역시 수치심은 전체 자기(entire self)가 부적절하고 결핍

된 것처럼 느껴질 때 발생하며, 죄책감이 건설적이고 적응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치심은 심리적 문제를 이끌 수 있다고 설명

했다. 즉, 수치심과 죄책감은 모두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수반한

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죄책감은 행동처럼 자기의 일부나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부정적인 사건에 초점이 맞춰지는 반면, 수치심은 전체 자

기나 자기의 결함을 문제시하게 된다. 이처럼 수치심은 개인의 핵심 정

체성에 대한 부적절감이나 무능감, 자기 전체의 취약성과 관련되어 있다

는 점에서 상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정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수치심은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존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서로 개념화되어 왔다. 수치심이

유발되는 상황은 공통적으로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타인은 실제 존재하는 대상일 수도 있고, 자기 안에 존재하

는 내면화된 타인일 수도 있다(Lewis, 1971). 즉, 규칙을 위반하거나 잘

못을 했을 때 실제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거나 비

난할 것처럼 느껴질 때 수치심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가 노출되

는 것 같은 느낌은 자기를 압도하거나 마비시키며, 자기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방해한다(Kaufman, 1989). Goss, Gilbert와 Allan(1994) 역시 수

치심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과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

보는 느낌을 포괄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사회적 지위의 변화로 인해 자

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수치심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공통

적인 논의는 수치심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발되는 사

회적 감정임을 시사한다(김용태, 2010).

이렇듯 수치심은 개인이 취약함을 느끼고 그것이 드러날 것 같은 상황

에서 발생하며, 자기 비난적인 생각이나 정서적 고통, 사회적 철수 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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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인을 포함한 복합적인 심리적 구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치심은 일반적으로 실패나 무능을 경험하거나, 자기의 약함이나

약점이 드러나, 체면이 깎이거나 비난받을 것 같은 상황처럼 자신이 힘

없고 무력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경험된다(송수민, 2009; Graham &

Weiner, 1986; Tangney, Marschall, Rosenberg, Barlow, & Wagner,

1994). Lewis(1971)는 수치심을 무가치함, 무능함, 열등감을 포함하는 개

념으로 보았는데, 자기가 쓸모없고 힘을 상실했다는 지각에 의해 위축되

고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rown(2006) 역시 자기가 취약하고 공격받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수치심을 경험하며, 두려움, 분노, 불안, 혼란, 평가받는 것 같은 기분

등 압도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동반한다고 보았다. 또한, 수치심은 내

가 어떤 것도 할 수 없거나 해도 소용없다고 느끼게 하는 등 무력감이나

무능감, 사건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Goss 등(1994)은 수치심을 상태 수치심(state shame)과 특성 수

치심(trait shame)으로 구분하였다. 상태 수치심은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

이고 격렬하게 느끼는 정서 반응이며, 특성 수치심은 수치심이 개인의

성격이나 정체성으로 내면화되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전체 자기에 대한

부적절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특성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왜곡되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느끼며 만성적

인 부적절감, 무능감, 열등감을 느끼게 될 수 있는데, 이를 수치심 경향

성(Tangney, 1996), 혹은 내면화된 수치심(Cook & Coccimiglio, 2001)이

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회기의 정서조절처치를 통한 수치심의 변화

를 보고자 하였으므로, 상태 수치심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2) 수치심과 접근-회피 반응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은 고통스러우며, 자기를 취약하게 하는 감정과

사고, 감각을 동반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일으킨 실패나 수치심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부터 회피하도록 한다(Gilbert & Andrews, 1998; Tang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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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ring, 2002; Tracy & Robins, 2004; 남기숙, 2008). 수치심은 자기

전체에 대한 부적절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도록 하여, 위축되고 도망가거

나 숨고 싶은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Lewis, 1971). 즉, 결점이 있는 자기

가 노출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 같은 고통으로

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억제와 회피와 같은 방어가 사용되는 것이

다. 이렇듯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은 자기 존중감이나 사회적 지위, 소속

감에 위협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생리적이나 신체적으로도 위협에 대

처하기 위한 도피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수치심은 생리적으로 스트레스

나 염증 반응에 영향을 주는 코르티솔이나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proinflammatory cytokines)의 수준을 증가시켜, 위협으로부터의 도피나

사회적 철수 행동을 촉진한다(Dickerson & Gruenwald, 2004; Dickerson,

Kemeny, Aziz, Kim, & Fahey, 2004). 수치심을 경험할 때에는 얼굴이

굳고, 눈 맞춤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위축되는 등의 행동 반응이 나타

나게 되는데, 이는 타인으로부터 철수하고자 하는 동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Tomkins, 1987; Wilson & Droždek, & Turkovic, 2006).

이렇듯 수치심은 물리적으로 실패를 피하고자 하는 것(Roseman et

al., 1994; Schmader & Lickel, 2006; Tangney, Miller, Flicker, &

Barlow, 1996), 타인을 전반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것(Frijda, Kuipers, &

ter Schure, 1989; Tangney et al., 1996)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된다.

또한, 실패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이를 숨기려고 하는 등

(Miller & Tangney, 1994; Roseman et al., 1994)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나 관련된 사람을 피하도록 한다. 수치심의 정서 역시 직면

하기보다는 억압하거나 분노, 우울, 경멸 등의 다른 정서로 대치함으로써

정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피하고자 하며, 대인관계에서도 억압, 부인, 철

회의 행동 경향성이 강화된다(이지연, 2008; 안현의, 박철옥, 주혜선,

2012). 하지만 수치심의 경험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건을 반복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것은 수치심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게 하

여 부적응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다.

개인의 사적 경험에 대한 억제와 행동적 회피는 역설적으로 수치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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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증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오영아, 정남운, 2011). 특히, 수

치심을 반복적으로 느끼지만 이를 회피하여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수치

심이 개인에게 내면화될 수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의 경우, 모든 감정이

수치심에 묶이기 때문에(shame-bound) 수치심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낄

상황에서도 감정을 억압하거나 방어하게 되고, 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주

게 된다(Bradshaw, 1988). 또한, 수치심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철회와

회피 전략이 강화된다면 대인관계에서의 외로움이 더 커질 수 있다(윤희

옥, 이지연, 이인숙, 2010).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철회와 회피는 결

과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이끌고, 심리적인 고통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으

로 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나 전문적인 도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Vliet, 2008).

한편, 수치심은 손상된 자기상이나 사회적 자기상을 복구하기 위해 자

기 성장 행동이나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접근 지향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도 한다. 정서의 기능주의적 관점(Barrett, 1995; Barrett & Campos,

1987; Campos, Frankel, & Camras, 2004)에서는 모든 정서가 유기체의

생존이라는 목표를 위해 작용한다고 본다. 이때 수치심은 사회적 소속감

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를 줌으로써 사회적인 유대나 사회적 지위를 지

키도록 하는 기능을 하며(de Hooge et al., 2011; Fessler, 2007; Gilbert,

2007), 이러한 목표를 위해 개인의 행동을 조절한다고 볼 수 있다.

수치심은 집단에서 가치롭게 여겨지는 기준이나 규칙을 따르도록 개인

을 강화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절한다고 보여진다(Lewis, 1971;

Scheff, 1988; Schneider, 1987; Wurmser, 1981).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실

제 행동과 이상에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자기를 더 개선하고

변화시키려는 동기를 부여한다(Higgins, 1987; Levin, 1967; Kaufman,

1989). 즉, 수치심이 적절하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부적절한 자신의 행동

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치심은 환경에서 제공하는 정

보가 얼마나 유용한지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여하여 적

절한 행동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Ferguson & Stegge, 1995).

예컨대, 수치심을 느꼈던 경험을 회상하거나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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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것을 보상하는 것(Tangney et al., 1996),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것(Miller & Tangney, 1994), 실패를 만회하는 것

(Roseman et al., 1994), 자기 변화를 바라는 것(Lickel et al., 2014;

Gausel & Brown, 2012; Niedenthal, Tangney, & Gavanski, 1994), 성취

와 관련된 영역에서 자기상을 개선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자 하는 것(de

Hooge et al., 2010) 등과 관련 있었다(Leach & Cida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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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조절

1) 인지적 재평가

(1) 인지적 재평가의 정의 및 특징

인지적 재평가는 상황에 대한 생각을 바꿈으로써 정서 자극의 의미나

중요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Lazarus & Alfert, 1964), 정서적 사건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개인의 정서적 반응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여진

다(Ray, Wilhelm, & Gross, 2008). 즉,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정서적

강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정서를 조절하는 것인데

(Gross & John, 2003), 이러한 과정에는 정서를 유발하는 자극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고려하고, 새로운 관점을 취하는 것이 포함된다(Ray et

al., 2008). 따라서, 인지적 재평가는 자극이나 개인의 목표에 대해 새로

운 정보를 생각하게 하며, 다른 시각을 가지도록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

다(Garnefski & Kraaij, 2006).

인지적 재평가는 일반적으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적

응적인 전략이라고 보고되고 있다(John & Gross, 2004). 인지적 재평가

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행동적으로

표현하는 반면, 부적 정서는 덜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감정을 가까운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보고된다(Gross &

John, 2003). 인지적 재평가는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것과 더불어 정

서적 안녕감을 증진하고(Urry, 2009; Yeung, Wong, & Lok, 2011), 부정

적인 정서를 감소시킬 때에도 억제와 달리 기억력이 손상되거나 생리적

각성이 증가하지 않아(Egloff, Schmukle, Burns, & Schwerdtfeger, 2006;

Gross & Thompson, 2006; Richards & Gross, 2000), 더욱 적응적인 정

서조절전략이라고 보여진다.

인지적 재평가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보통 ‘정서가 유발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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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처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변화시켜 보라’는 지시로 재평

가를 유도하고 있다. 다만, 인지적 재평가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는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해석 가능성이 다양하게 존

재해야 하며(Ray et al., 2008),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포함된다(Gilbert & Holahan, 1982; Lefcourt et al., 1995;

Ochsner et al., 2004).

인지적 재평가의 하위 전략에 대한 연구들이 실시되었지만(Lazarus,

1991), 아직 인지적 재평가의 하위 체계가 면밀하게 구분되어 연구되고

있지는 않다. 인지적 재평가 중 객관적 재평가(detached reappraisal)는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한 발짝 떨어지거나 제 3자의 관점에서 상황

을 보아, 모든 정서적인 부분에서 분리되고, 위협이나 잠재적인 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객관적인 측면이나 해석에 주의를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hiota & Levenson, 2012; 오주현, 2017). 객관적 재평가는 압도적

이거나 위협이 되는 정서 반응을 비롯하여 주관적, 생리적 고통을 감소

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정서를 유발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시도하도록 한다고 보인다(Shita & Levenson, 2012).

한편, 긍정적 재평가(positive reappraisal)는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 중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사건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주

어진 결과를 받아들이고 정서를 조절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Folkman & Moskowitz, 2000). 이러한 방식은 부정적인 현실이나 어려

움 속에서도 자신의 강인함을 발견하게 하며(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자기와 관련된 긍정적인 의미를 찾는 과정(Nowlan,

Wuthrich, & Rapee, 2015)을 포함한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긍

정적 재평가를 정서 중심적 대처로 간주하였는데,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

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은 적극적인 문제 중심적 대처 행동으로 점차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본 연구

에서도 이처럼 사건이 발생한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긍정

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하는 인지적 재평가가 정서의 조절

과 상황에 대한 의미의 변화를 이끌어, 상황에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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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인지적 재평가의 일반적인 방식은 유

지하되, 수치심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인지적 재평가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수치심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지적 재평가를 실시하고

자 한다.

(2) 수치심의 복구 가능성 평가

수치심을 적응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은 수치심을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

니라 수치심이 지닌 적응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수치심을 경험한 이후 손상된 자기상이나 유대감을 회복하는

등 접근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수치심은 상반된 접근-회피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수치

심의 접근-회피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관심이 커져왔다. 최근

에는 수치스러운 경험을 복구 가능한(reparable)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

접근이나 회피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de Hooge

등(2010, 2011)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수치심을 유도하고 수치심 경험의

복구 가능성을 다르게 조작함으로써 복구 가능성이 실험 참여자들의 접

근 행동과 회피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Leach와 Cidam(2015)은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수치심이 발생한 원인이

나 결과의 복구 가능성이 건설적인 접근 반응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조절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수치심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인 행동이나 동기 반응을 예측하는 특성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참여자들이 수치심을 경험한 이후 건설적인 접근 지향 반응을 보인

90개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 제시된 조절 변인 중에

서 복구 가능성(reparability)이 건설적인 접근 반응의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이었다. 수치심을 일으킨 실패나 수치심으로 손상된 사회적 이미지

가 복구 가능하다고 지각할 때 수치심은 접근 경향성과 정적 상관이 있

었고, 실패나 사회적 이미지가 덜 복구 가능하다고 지각될 때 접근 동기

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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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bich 등(2016)도 수치심 사건을 경험한 이후 복구 가능성의 평가가

회피와 접근 반응을 조절하고, 각각의 회피와 접근 반응은 다시 수치심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속적인 부적응적이거나 적응적인 반응을 매

개한다고 보았다. 즉, 수치심을 경험한 이후 복구 가능성을 낮게 지각하

여 회피 반응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리적, 대인관계적 문제를 일으키는

부적응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고, 복구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여 접근 반

응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기나 사회적 자기를 복구하려고 하는 기능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수치심 경험에 대한 복구 가능성

의 평가는 수치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응적, 부적응적인 결과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인지적 재평가를 실시할 때에

도 이러한 수치심의 복구 가능성의 재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적응적인 정서조절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수치심이 자기

전체에 대한 결함을 느끼고 사회적인 자기가 위협받을 때 경험되는 정서

임을 고려할 때, 자기의 문제보다는 복구 가능한 것에 대해 초점을 전환

하는 것,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수치심의 복구 가능성 평가에 영

향을 줄 수 있으라라고 제안된다(Cibich et al., 2016).

자기 전체가 문제이거나 자기가 근본적으로 손상되었다고 인식하는 것

은 수치심을 발생시킨 원인이나 실패를 복구하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

는 것이 적다고 느끼도록 한다(Ferguson et al., 2007; Gausel & Leach,

2011). 따라서, 자기 전체의 결함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자신의 특정 행

동(specific behavior)처럼 구체적이고 변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복구 가능성의 평가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Tangney &

Dearing, 2002). 수치심의 회복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도, 수치심이 발생

한 원인이 자기 전체 성격의 결함보다는 자기의 작은 흠이라고 받아들일

때 자기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기의 불완전성이나 실수를 수용하

게 되는 등 수치심의 적응적인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Vliet, 2008).

또한, 수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한 과정을 개인화하며

자기가 나쁘거나 결함이 있고, 수용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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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문제가 발생한 맥락을 보는 것이 복구

가능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치심은 현실을 왜곡하여 지각하도

록 하며,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거나 말하고 있는 내용 등 상황이 발생한

맥락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지 못하게 한다(Graff, 2008). 전체 맥락이나

사건에 기여한 외부적 요인,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동기에 대한 이해

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는 개인적인 결함이나 자신의 선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되기 쉽다(Brown, 2006; Leeming & Boyle, 2011).

따라서, 자기 전체가 나쁘고 사건의 발생이 모두 자기의 잘못에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문제

의 맥락을 이해할 때, 수치심을 자기에서 분리하여 개인의 힘과 통제 능

력을 되찾고, 상황에 대한 개인의 관점을 넓힘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Vliet, 2008).

한편, 수치심은 사회적으로 거절당하거나 낙인찍히는 등 사회적 자기

상이 손상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발생하는데(Ahmed & Braithwaite,

2006), 낙인은 자기나 사회적 이미지를 복구하기 어렵게 만든다. 반면,

수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거

나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은 수치심의 복구 가능

성 평가를 높일 수 있다(Cibich et al., 2016; Vliet, 2008). 수치심을 경험

한 후 거부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받거나 소속

감을 경험한 것에 초점을 둠으로써 다시금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가치

있는 집단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느껴 수치심을 다루고 복구할 수 있게

된다(Leeming & Boyle, 2011).

또한, 수치심을 경험한 이후에도 자기가 변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

은 복구 가능성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Cibich et al., 2016). 자기,

혹은 사회적 이미지가 고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

각할 때 자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고(Schumann & Dweck,

2014), 더 나아지기 위해 변화하고자 동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치심

을 경험한 이후에도 자기가 변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은 수치심을 경

험하였던 사건이 긍정적인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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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아 수치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Vliet, 2008).

2) 억제

억제(suppression)는 경험하는 정서 반응에 대한 경험과 표현을 의식

적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한다(Gross & John,

2003). 억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변화시키는 데 인지적 재평

가 전략에 비해 덜 효과적이며, 부정적 감정의 행동적 표현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도 억누르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oss & John, 2003). 억제는 정적 정서와 삶의 만족도의

감소, 부정적인 정서 자극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

고(Kashdan, Barrios, Forsyth, & Steger, 2006; Sperberg & Stabb,

1998), 실험 연구에서 유도된 억제는 대인관계 의사소통의 손상(Butler

et al., 2003; Gross & Muñoz, 1995), 교감신경계 각성의 증가(Gross,

1998; Gorss & Levenson, 1997), 기억력의 손상(Richards, Butler, &

Gross, 2003; Richards & Gross, 1999)을 이끌기도 했다.

하지만 억제도 때로는 정서조절전략으로서의 효용성은 지니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억제는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Braams, Blechert, Boden, & Gross, 2012; Dunn, Billotti, Murphy, &

Dagleish, 2009), 부정적인 정서나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지 않기도 했다(이은경, 서은국, 2009; Butler, Lee, & Gross,

2009). 또한, 억제 역시 정서 각성과 관련된 영역인 편도체의 활성화를

인지적 재평가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Ohira et al.,

2006).

특히, 문화나 맥락적인 요인에 따라 억제의 영향이 다르게 작용한다고

제안되기도 한다. 집단의 유지와 관계의 조화를 위해 강한 정서표현이

자제되기도 하며(Markus & Kitayama, 1991; Tsai & Levenson, 1997),

개인의 감정을 숨기는 능력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G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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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Gross & John, 2003; Gross & Muñoz, 1995)는 점은 억제의 사용

과 효과에 있어 문화적, 맥락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하지만 억제는 일시적으로 맥락과 상황에 따라 부적 정서를 완화하는

효과를 지닐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내적 경험의 회피나 대인관계에서

의 소외를 이끌 수 있다. 억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경험하는 정서를 외

부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정서의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불일치를 경

험하게 되고, 자신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된다(John & Gross, 2004). 또한, 부정적인 감정이 직접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인지 자원이 소모되어, 다른 사람들과의 상

호작용 시 적절히 응답하기 위한 정보 획득을 방해하고, 관계에서 회피

하고 조화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등 개인의 사회적 기능을 약

화시킬 가능성이 있다(Gross & John, 2003). 정서의 표현은 개인을 둘러

싼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는데, 억제는 정서를 차단하고 표현하

지 않도록 하며 복구를 위한 노력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게 하는 등 개인

을 고통스럽게 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을 줄이기도 한다(Gross &

John, 2003). 따라서, 억제는 결과적으로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윤병수, 정봉교, 2009; Gross & John, 2003), 우울(Haga,

Kraft, & Corby, 2009), 심리적 불건강(Gross & John, 2003) 등과 관련

되어 있다고 보고된다. 이렇듯 억제는 접근 반응을 유도하기보다는 회피

반응을 지속하게끔 하는 등 결과적으로 수치심의 적응적인 조절에는 도

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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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황적 의미 평가

1) 상황적 의미 평가의 정의 및 특징

상황 그 자체보다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가 정서와 행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적 의미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된

다. 특정 사건이나 상황이 개인에게 어떠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인지 평가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인지 평가란 개인이

자신과 환경의 관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Lazarus &

Folkman, 1984; Park & Folkman, 1997). 이는 주로 스트레스에 대한 인

지적 평가(Hammen, 1985; Lazarus, 1981; Rudd, 1990)와 관련하여 연구

되어 왔다.

상황적 의미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정서, 행동, 동기에 영향을 주어 사

건에 접근, 혹은 회피할 것인지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상황

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느냐는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나 정서의 강도

(Lazarus, 1968; Roseman, 1984; Weiner, 1985),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는

동기적 요소(Park & Folkman, 1999),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Lazarus &

Folkman, 1984)을 결정지으며, 실제 수행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Dewe,

1989; Folkman & Lazarus, 1985; McGrath, 1970).

수치심을 경험하게 한 상황 역시 실패를 경험하거나 모욕을 당하는 등

하나의 스트레스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수치심을 유발한 상황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접근-회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리

라고 보아,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평가 척도(Peacock &

Wong, 1990)를 통해 개인이 상황적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인지 평가는 크게 일차 평가(primary appraisal)와 이차 평가

(secondary appraisal)의 과정으로 나뉜다. 일차 평가는 사건 그 자체에

대한 평가로, 그 사건이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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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이차 평가는 그 사건에 대해 자신이 통제하거나 대처할 수 있

는지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차 평가와 이차 평가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한번 평가한 이후에도 재평가가 이루

어질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Peacock과 Wong(1990)은 일차 평가와 이차 평가의 다면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평가 척도를 개발하였다. 일차

평가에는 미래의 나에게 손해나 상실(harm/loss)이 될 가능성을 평가하

는 위협, 경험으로부터 얻는 이득이나 성장에 대한 기대를 평가하는 도

전, 개인의 안녕감에 대해 지각된 사건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중심성의 3

개 요인이 포함된다. 이차 평가에는 지각된 통제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

기 위하여 사건이 자신에 의해 통제될 가능성, 타인에 의해 통제될 가능

성, 사건의 통제불가능성의 3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도전 평가는 사건을 숙달하거나 사건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통제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많다고 지각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식의 평가는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

으로 행동을 준비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도전적이고 통제 가능하다고 평가할 때 사건에 대한 접근

지향적인 반응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고자 하였다.

2) 도전 평가

일차 평가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의

안녕감과 관련하여 사건을 도전이나 위협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Folkman & Lazarus, 1985). 이때 도전 평가는 사건을 자기 성장의 기

회로 보거나 자신에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이 존재한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건이 자신에게 손해와 상실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는

위협 평가와 구분된다. 도전과 위협 평가는 개인의 동기를 유발하는 상

태를 이끌 수 있는데, 동기적 상태로서 도전과 위협 평가는 접근-회피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Blascovich, Mendes, & Hunt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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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평가는 사건을 자신의 성장과 숙달, 성취를 위해 극복해야 할 도

전으로 평가하는 것이며(Folkman, 1984), 기회나 성공을 강조하는 효과

를 유도한다(Drach-Zahavy & Erez, 2002). 즉, 도전 평가는 개인에게 상

황을 바꿀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이 바라는 것을 그 사건이 가져올 것이

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도전 평가는 개인이 사건에 더 관여하도록 하며, 그 사건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화시킨다(Smith & Lazarus, 1990).

따라서, 상황을 도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목표 조건에서도 더

잘 수행하도록 하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수행을 강화하는 등 위협 평가

를 할 때보다 더 나은 수행을 이끈다(Drach-Zahavy & Erez, 2002). 또

한, 도전 평가는 어려운 과제를 지속하려는 동기나(Smith & Lazarus,

1990), 도전의 근원과 맞붙을 열의를 주기도 한다(Lazarus & Folkman,

1984). 또한, 도전 평가는 높은 자기효능감이나 긍정적인 목표를 지향하

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Putwain & Symes, 2014).

사건을 도전 혹은 위협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정서가 유발되

기도 한다(Lazarus, 2006; McGregor & Elliot, 2002). 성장과 숙달을 반

영하는 도전 평가는 사건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되어 있다. 사건

을 도전적으로 볼수록 더 긍정적인 정서가 유발되었으며(Harter, 1974;

Brooks, 2014), 특히 흥분이나 희망과 같은 정서와 관련이 있었다

(Kavussanu, Dewar, & Boardley, 2014). 즉, 어떤 사건을 도전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사건과 상호작용

할 열의를 주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도전 평가와 달리 위협 평가는 위협적인 사건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슬픈 정서를 유도한다(Rasmussen, Wrosch, Scheier, & Carver,

2006; Smith & Lazarus, 1990). 위협 평가는 사건이 실패와 관련되어 있

으며,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이 없다고 지각될 때 경험된다

(Folkman, 1984). 따라서 도전의 지각이 수행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위

협의 지각은 수행을 억제한다(Drach-Zahavy & Erez, 2002). 또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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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상된다고 지각하는 것은 부정적인 정서를 이끈다고 밝혀졌으며

(Lazarus, 1999), 특히 마비, 고립감, 철수의 갈망 등 정서적 분리나 정서

적 소진을 유발하였다(Maslach & Jackson, 1981; Sheppes & Meiran,

2008). 이러한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황을 도전으로 평가할 때

접근 지향적인 반응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고자 하였다.

3) 통제 가능성 평가

이차 평가는 자신이 사건을 통제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을 평가하는 것으로(Folkman & Lazarus, 1985), 사건의 피해를 극복하

거나 예방할 수 있는지, 혹은 이득을 위해 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Folkman, Lazarus, Gruen, &

DeLongis, 1986). 특히 통제 가능성의 평가는 이차 평가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김정희, 1995),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

특정 사건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나 신념은 대처 노력이

나 지속성과 관련되어 있다(Folkman, 1984). 사건의 통제 가능성의 평가

는 사건에 접근하거나 회피하는 대처 전략을 선택하도록 하며, 사건을

지속하도록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사건의 결과에도 영향

을 준다(Roth & Cohen, 1986; Weisz, 1986). 일반적으로 사건이 통제 가

능하다고 평가될 때 접근 대처를 더 사용하고, 회피 대처는 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된다(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 1986; Forsythe & Compas, 1987; Scheier, Weintraub, & Carver,

1986). 통제 가능성 평가는 도전 평가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사건이 통제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면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여 문제에 접근하려는

대처를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Folkman, 1984).

사건에 대해 통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통제감을 지각하는 것

과도 관련이 있는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낙관성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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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Brown, 1993; Taylor, Kemeny, Reed, & Aspinwall, 1991). 지각된 통제

감은 특정 상황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통제력을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개인의 믿음이자 자기효능감(Skinner, 1996)이

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자신감(최혜경, 2003; Davey, 1994)과 관련되어 있

다. 지각된 통제감이 낮을 경우에는 회피나 안전행동이 나타난다고 보고

된다(Hofmann, 2005).

사건이 통제 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정서 경험에도 영향을 준다.

상황의 실질적인 통제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

는 평가는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Alloy & Clements,

1992), 사건을 통제 가능하다고 평가한 사람들을 부정적 정서보다 긍정

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Buntrock & Reddy, 1992; Folkman et

al., 1986; Lefcourt, Miller, Wane, & Sherk, 1981; Watson, 1988; 김정

희, 1995). 이러한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황을 통제 가능하다고

평가할 때 접근 지향적인 반응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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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사례 수 백분율(%)

성별
남 31 47.0

여 35 53.0

학년

학부 1학년 3 4.5

학부 2학년 5 7.6

학부 3학년 11 16.7

학부 4학년 이상 33 50.0

석사과정 13 19.7

석사수료 1 1.5

<표 1> 실험 참여자의 인구학통계학적 특성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지역 대학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 참여자 모집을 위해 각 대학 온라

인 게시판에 실험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배포하였으며, 공고문을 읽은

후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인지적 재평가 집단과 억

제 집단에 무선 배정되었다.

실험 참여자 72명 중, 수치심 유도 조작 확인 문항에 4점 미만의 점수

에 응답한 1명, 처치 조작 확인 문항에 4점 미만의 점수에 응답한 인지

적 재평가 집단 참여자 1명 및 억제 집단 참여자 2명, 환경의 문제로 실

험 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2명, 총 6명의 자료가 제외되어 총 66명의 자

료가 분석되었다.

실험 참여자 중 남자는 31명(47%), 여자는 35명(53%)이었으며, 나이는

평균 23.71세(SD=2.79)이었다. 실험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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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계열

인문계열 10 15.2

사회과학계열 16 24.2

상경계열 9 13.6

사범계열 8 12.1

공학계열 12 18.2

농업생명과학계열 3 4.5

자연과학계열 2 3.0

법학계열 1 1.5

생활과학계열 2 3.0

예체능계열 2 1.5

수의학계열 1 1.5

총합 66 100.0

2. 연구도구

1) 한국판 상태 수치심 척도 (Korea Version of State

Shame Scale: K-SSS)

상태 수치심의 측정을 위해 Marschall, Sanftner와 Tangney(1994)가

개발한 상태 수치심 및 죄책감 척도(State Shame and Guilt Scale,

SSGS)를 국내에서 유정미(2018)가 수치심 하위 요인만을 번안하고 타당

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판 SSGS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은 수치심. 죄책감, 자부심 각 5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다. 유정미(2018)의 연구에서 K-SSS는 SSGS의 수치심 요인과 동일한 1

요인 모형(상태 수치심)임이 확인되었다. 원판 SSGS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9였으며(Marschall et al, 1994), 유정미(2018)의 연구

에서는 .89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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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정서 반응은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Watson, Clark와 Tellegen(1988)이 개발하고, 국내에서 이현희, 김은정과

이민규(2003)가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에 대해 이선

화, 김보미와 유성은(2012)이 일부 문항을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Watson 등(1988)에 의하면, 정적 정서(positive affect)가 높을수록 에너

지와 집중력이 높으며, 즐겁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상태를, 낮을수록 무기

력해지거나 슬퍼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부적 정서(negative affect)의 경

우 높을수록 불쾌한 정서와 주관적인 심리적 고통을 반영하며, 낮을수록

평온하거나 차분한 상태를 의미한다.

PANAS는 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10문항, 부적 정서를 측정하는 10문

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원판

PANAS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정적 정서 .88, 부적 정서

.85로 나타났으며, 이선화 등(2012)의 연구에서는 정적 정서 .89, 부적 정

서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정

적 정서 .80, 부적 정서 .84로 나타났다.

3) 상황적 의미 평가 척도 (the Stress Appraisal

Measure: SAM)

수치심을 경험했던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Peacock과 Wong(1990)이 개발하고 설지윤(2018)이 번안한 스트레스 사

건 평가 척도(the Stress Appraisal Measure: SAM)를 사용하였다.

SAM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평가를 측정하는 척도로,

특정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인지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차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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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primary appraisal)에 속하는 위협, 도전, 중심성과 이차 평가

(secondary appraisal)에 속하는 자기에 의한 통제 가능성, 타인에 의한

통제 가능성, 사건의 통제 불가능성의 총 6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 당 4문항씩 총 24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이 중 위협, 중심성, 통제 불가능성은 역채점하였다.

일차 평가는 사건 그 자체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 사건이 자신의 안

녕(well-being)에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위협은 “그 사건(경험)은

위협적인 상황이다”, 도전은 “그 사건(경험)과 맞서 싸워보고 싶다”, 중

심성은 “그 사건(경험)은 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된다. 이차 평가는 사건을 통제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

력, 즉 통제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자기에 의한 통제 가능성은 “나

는 그 사건(경험)을 다시 경험해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타인

에 의한 통제 가능성은 “그 사건(경험)에 대처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누

군가가 있다”, 통제 불가능성은 “그 사건(경험)의 결과는 통제 불가능하

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된다.

설지윤(2018)의 연구에서 각 하위 요인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위협 .69, 중심성 .88, 자기통제 .86, 타인통제 .88, 통제

불가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위협 .78, 도전 .86, 중심성 .91, 자기통

제 .80, 타인통제 .92, 통제불가 .83이었다.

3. 연구 절차

1) 예비 실험

본 실험 진행에 앞서 연구 설계의 타당도와 실시에서의 보완점을 찾기

위하여 예비 실험을 시행하였다. 참여 대상은 상담전공 석사 과정 학생

7명이었다. 예비 실험에서는 연구 실험 설계가 연구자의 의도대로 잘 구

현되었는지, 실험 진행상의 어려움이나 보완할 점은 없었는지, 지시문의



- 31 -

내용을 이해하고 따르기 쉬웠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수치심 경험 회상 절차에 따라 수치심을 떠올릴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수치심을 느꼈던 경험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예시가 충분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치명적이었던 사건

을 떠올려야 할 것 같았고, 과거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경험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수치심 회상 지시문과 기록지에 수치심

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추가하고,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 수

치심을 느꼈던 사건을 떠올리도록 하였다. 또, 최근 경험하거나 가장 선

명하게 떠오른 경험 중 한 가지의 사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지적 재평가 및 억제 정서조절처치의 경우, 지시문이 전환되는 속도

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다는 의견, 인지적 재평가 기록지에도 지시문의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지시문의 내용을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고 기록지를 수정하였다. 또한, 모든 과정에서 화면

이 전환되거나 기록지에 생각해본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시점에는 화면

이 전환되는 소리나 아이콘을 삽입하여 작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작성한 기록지는 제출하고 가지 않는 것이 경험을 더 솔직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공통되어, 참여자가 원할 때는 기록지를 가져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연구가 종료된 후 폐기를 약속하였다. 예비연구

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지시문의 내용과 실험 절차를 수정하였다.

2) 본 실험

본 실험은 참여 공고문을 보고 자발적 참여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연구자 1인의 안내로 진행되었다.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인들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하여 연구자

는 사전에 준비된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실험 과정을 안내하였고, 실험

참여자들은 컴퓨터에 준비된 PPT 지시문을 보고 설문에 응답하며 지시

문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시간은 총 30분 내외로 소요되었으

며, 실험이 종료된 이후 사례금이 지급되었다. 본 실험의 세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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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절차 자료 시간(분)

1
실험 안내 및

동의서 작성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2

2
수치심 경험

회상

수치심 경험 회상 지시문 및

기록지
6

3 사전 측정

상태 수치심 척도(K-SSS)

정적 및 부적 정서 척도(PANAS)

상황적 의미 평가 척도(SAM)

수치심 유도 조작확인

5

4 집단별 개입
인지적 재평가 지시문 및 기록지 7

억제 지시문 5

5 사후 측정

상태 수치심 척도(K-SSS)

정적 및 부적 정서 척도(PANAS)

상황적 의미 평가 척도(SAM)

집단별 개입 조작확인 및

인적사항 질문지

5

6 디브리핑 디브리핑 지시문 3

30분 내외

<표 2> 본 실험 절차

<표 2>와 같다.

(1) 실험 안내 및 동의서 작성

연구 참여자들은 실험실에 도착하면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를 읽고 절차에 동의할 시 서명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에는 연구자 정보와 연구 주제, 실험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이 안

내되었으며, ‘수치심에 대한 정서조절이 정서와 행동 반응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임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또한, 수치심을 느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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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떠올리면서 약간의 불쾌한 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

하였으며, 참여자가 요청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언제든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2) 수치심 경험 회상

특정 감정을 경험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그 감정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치심과 관련된 실험 연구에서도 수

치심을 경험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그 사건에 몰입하도록 함으로써 수치

심을 유도하였다(Dickerson et al., 2004; de Hooge et al., 2008; Keng &

Tan, 2017; 유정미, 2018). Dickerson 등(2004)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수

치심이 유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면역 반응의 변화와 같은 생리

적 변화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Keng과 Tan(2017) 역시 Dickerson

등(2004)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치심을 유도한 뒤 마음챙김 명상과 자애

명상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유정미(2018)는 수치스러웠

던 경험을 회상하는 글쓰기를 실시한 결과 상태 수치심이 유도된 것을

확인하고, 유도된 상태 수치심에 대한 자기자비 처치의 효과를 검증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수치심을 경험하였던 사건을 떠올리고, 그 사건을 다

시 생생하게 느끼도록 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시문을 보며 수치심을 경험했던 기억과 당시의 느낌,

생각을 떠올리며 몰입하고, 이를 기록지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기록지는

제출하고 가지 않아도 되며 연구가 끝난 뒤 폐기 처리한다고 하여 참여

자들이 경험에 몰입하며 솔직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회상

에 앞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실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심호흡을 하는 시

간을 주었다. 30초 내외의 심호흡 이후,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

치심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설명하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대

해 간단히 제시하였다(Keng & Tan, 2017; 유정미, 2018; 백다예, 이훈

진, 2017). 이후, 당시의 상황과 느낌, 생각을 효과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

록 몇 가지 질문을 주고, 그때의 경험과 느낌, 생각에 대해 각각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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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간단하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de Hooge 등(2008)의 연

구 중 수치심을 회상하여 수치심을 유도하는 절차에서 사용된 ‘당시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주의가 자신에게 향하는 것 같았는지’, ‘당시의 상

황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알지 않았으면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

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등 수치심의 기본적인 요소

(Barrett, 1995; Tangney & Fischer, 1995)에 대한 질문을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화면은 자동으로 전환되었으며, 화면 전환 시 작은 종소리가 울

려 이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회상 절차는 5분 정도 소요되

었다. 지시문과 기록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3) 사전 측정

수치심을 느꼈던 경험 회상 후, 연구 참여자들은 사전 설문지에 응답

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할 때에는 경험을 떠올리고 난 뒤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수치심 유도 조작 확

인 문항, 상태 수치심 척도,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상황적 의미

평가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집단별 개입

사전 측정 후, 연구 참여자는 지시문에 따라 무선으로 배정된 집단에

해당하는 정서조절처치를 실시하였다. 인지적 재평가 집단은 사건의 원

인, 과정, 결과를 다양하고(Deson et al., 2012),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관

점(Ochsner & Gross, 2008)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되, 수치심의 특성을 참

고하여 그 경험을 복구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사건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지적 재평가 집단은 우선 지시문에 따라 경험을 재평가하며

생각해보도록 하였으며, 이후 생각해본 내용을 기록지에 작성하도록 하

였다. 억제 집단의 경우 단순히 지시문에 따라 정서를 억제하면 되지만,

인지적 재평가 집단의 경우 지시문을 읽은 뒤 개별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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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고려하여 기록지에 생각해본 바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처치 시간도 2분 정도 더 주었다.

억제 집단은 지시문을 보면서 떠오르는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표현

하지 않도록 시도하였다. 정서 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지시문은

Campbell, Barlow, Brown과 Hofmann(2006)의 연구와 Richards와

Gross(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시문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인지적

재평가와 억제 집단의 지시문과 기록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5) 사후 설문

집단별 정서조절처치가 종료된 후, 연구 참여자들은 사후 설문지에 응

답하도록 하였다. 정서조절을 실시하고 난 뒤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것

들에 대해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정서조절처치 조작 확인 문항, 상태

수치심 척도,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상황적 의미 평가 척도에 응

답하도록 하였다.

(6) 디브리핑

실험이 종료된 직후 연구 참여들은 실험에 대한 디브리핑을 안내받았

다. 디브리핑에는 연구에 대한 설명과 누구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 감정이나 회피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수치심 경험 회상에 의해 유발된 불쾌감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연구자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필요한 경우 교내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

다. 억제 집단에 배정받은 경우에는 인지적 재평가 집단에서 실시된 지

시문과 기록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

례로 8000원을 지급하고 실험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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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수치심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와 억제의 정서조

절전략의 방식에 따라 상태 수치심, 정적 및 부적 정서, 상황적 의미 평

가 중 도전 및 통제 가능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다.

자료분석에는 SPSS 22.0이 사용되었다. 우선, 자료 수집에 사용된 척

도의 신뢰도를 분석하여 선행 연구들의 신뢰도와 비교하였다. 집단의 동

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별에 대한 카이제곱 검증, 연령에 대한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사전 측정치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

시하였다. 이후, 집단 간 처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상태 수치심과 정

적 및 부적 정서는 각각의 사전 측정치를 공변인으로 통제하여 공분산

분석(ANCOVA)을 실시하였고, 상황적 의미 평가는 각각의 사전 하위

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하여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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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결과 분석을 위한 자료 검토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인구학적으로 동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과 연령에 대해 각각 카이검증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

다. 성별에 대한 카이스퀘어 값은 .061(p=.805)으로 각 집단이 동질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한 결

과 t값은 –.306(p=.760)으로 각 집단 참여자의 성별과 연령이 동질하게

구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성별 및 연령에 대한 검정 결과는 <표 3>,

<표 4>에 제시하였다.

집단 남 여 합계 X2

인지적 재평가 15 18 33

.061억제 16 17 33

전체 31 35 66

<표 3> 집단별 성별 빈도 및 차이 검증

집단 N M SD t

인지적 재평가 33 23.61 2.36
-.306

억제 33 23.82 3.20

<표 4> 집단별 연령 평균 및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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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작점검 측정치

수치심을 경험하였던 사건을 회상하는 절차에 대한 조작점검은 1문항

7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나는 회상에 몰입하며 경험을 생생하게

떠올렸다’에 대한 응답의 평균은 5.74로 보통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서조절처치 이후 조작 점검은 인지적 재평가 집단의 경우 ‘사건을 다

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억제 집단은 ‘경험

에 대한 정서를 단순히 억누르려고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의 각각 1문

항에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인지적 재평가 집단의 응답

평균은 5.82점, 억제 집단의 응답 평균은 5.55점으로 두 집단 모두 보통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모든 참여자가 각 정서조절처치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며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작점검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문항 구분 N M SD

수치심 유도 조작 확인 문항 66 5.72 .771

인지적 재평가 조작 확인 문항 33 5.82 .769

억제 조작 확인 문항 33 5.66 .666

<표 5> 조작확인 문항 평균 및 표준편차

3) 집단 간 사전 측정치 동질성 확인

각 집단에 대해 무선할당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 측

정치의 사전점사 점수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모든 종속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두 집단이 동질하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결과는 <표 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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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하위요인

인지적

재평가
억제 t

(양측)
M SD M SD

상태 수치심 상태 수치심 13.36 4.00 13.42 4.59 -.057

정서반응
정적 정서 20.85 5.60 22.33 6.10 -1.030

부적 정서 29.73 7.72 29.49 7.38 .130

상황적

의미 평가

도전 11.55 4.17 11.76 3.87 .445

위협 11.12 3.30 11.09 2.92 .703

중심성 10.30 4.06 10.00 4.06 .835

자기통제 12.97 3.51 13.55 2.88 .197

타인통제 12.61 4.14 13.33 4.13 .962

통제불가 16.33 3.39 15.36 3.03 .337

<표 6> 집단 간 사전측정치 평균, 표준편차, 평균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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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간 차이 비교

1) 상태 수치심

정서조절처치 이전에 측정한 사전 상태 수치심 점수와 처치 이후 측정

한 사후 상태 수치심 척도 점수의 기술통계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상

태 수치심은 인지적 재평가 집단이 억제 집단보다 더 큰 감소를 보였다.

집단별 상태 수치심의 점수 변화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후-사전)M SD M SD

상태

수치심

인지적 재평가

(n=33)
13.36 4.00 8.42 3.00 -4.94

억제

(n=33)
13.42 4.59 9.56 4.16 -3.86

<표 7> 집단별 상태 수치심 점수의 기술통계



- 41 -

[그림 1] 집단별 상태 수치심의 변화

이러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상태 수치심을 공변인으로 통제하여 공분산분석(ANCOVA)를 실시

하였으며,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지적 재

평가 집단과 억제 집단의 사후 상태 수치심의 차이가 p<.05 수준에서

엄밀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경

향성이 나타났다(F(1,63)=3.272, p=.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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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상태

수치심

사전

(공변인)
339.782 1 339.782

집단 26.636 1 26.636 3.272

오차 512.824 63 8.140

*p<.05, **p<.01, ***p<.001

<표 8> 사후 상태 수치심의 공분산분석 결과

2)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정서 반응의 변화는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정서조절처치 이전에 측정한 사전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점수와

처치 이후 측정한 사후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점수의 기술통계는 <표

9>에 제시하였다.

정적 정서는 인지적 재평가 집단이 억제 집단보다 더 큰 증가를 보였

다. 인지적 재평가 집단은 정서조절처치에 따라 정적 정서가 증가하였으

나, 억제 집단은 정적 정서가 미약한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부적 정서는 인지적 재평가 집단과 억제 집단 모두 처치 이후 감소하

였으며, 인지적 재평가 집단이 억제 집단보다 더 큰 감소를 보였다. 집단

별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의 점수 변화는 [그림 2], [그림 3]에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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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후-사전)M SD M SD

정적 정서

인지적 재평가

(n=33)
20.85 5.59 26.85 7.93 6.00

억제

(n=33)
22.33 6.11 22.09 6.83 -0.24

부적 정서

인지적 재평가

(n=33)
29.73 7.72 17.61 5.31 -12.12

억제

(n=33)
29.48 7.38 19.58 7.33 -9.91

<표 9> 집단별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점수의 기술통계

[그림 2] 집단별 정적 정서의 변화 [그림 3] 집단별 부적 정서의 변화

이러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정적 정서와 사전 부적 정서를 공변인으로 통제하여 공분산분석

(ANCOVA)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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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인지적 재평가 집단과 억제 집단의 사후 정적 정서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1,63)=11.215, p=.001), 사후 부적 정

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63)=2.434, p=.124).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정적 정서

사전

(공변인)
669.925 1 669.925

집단 505.035 1 505.035 11.215**

오차 2837.044 63 45.032

부적 정서

사전

(공변인)
770.558 1 770.558

집단 71.440 1 71.440 2.434

오차 1849.382 63 29.355

*p<.05, **p<.01, ***p<.001

<표 10> 사후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점수의 공분산분석 결과

3) 상황적 의미 평가

정서조절처치 이전에 측정한 사전 상황적 의미 평가 점수와 처치 이후

측정한 사후 상황적 의미 평가 점수의 하위 요인별 기술통계는 <표 11>

에 제시하였다. 위협, 중심성, 통제불가는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위협을 적게 평가하고, 사건이 자신에게 덜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사건이 덜 통제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전, 위협, 자기통제, 타인통제, 통제불가는 인지적 재평가 집단이 억

제 집단보다 더 큰 증가를 보였으며, 중심성은 억제 집단이 인지적 재평

가 집단보다 더 큰 증가를 보였다. 집단별 상황적 의미 평가 하위요인의

변화는 각각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7], [그림 8], [그림 9]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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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전 사후 차이

(사후-사전)M SD M SD

도전

인지적 재평가

(n=33)
11.55 4.17 14.21 3.68 2.67

억제

(n=33)
11.76 3.87 11.67 4.07 -.09

위협

인지적 재평가

(n=33)
11.12 3.30 14.06 3.87 2.94

억제

(n=33)
11.09 2.92 12.82 3.65 1.73

중심성

인지적 재평가

(n=33)
10.30 4.17 11.24 4.65 0.94

억제

(n=33)
10.00 4.06 11.52 4.55 1.52

자기통제

인지적 재평가

(n=33)
12.97 3.51 15.85 2.32 2.88

억제

(n=33)
13.55 2.88 14.15 3.22 0.61

타인통제

인지적 재평가

(n=33)
12.61 4.14 14.18 3.70 1.58

억제

(n=33)
13.33 4.13 13.52 4.90 0.18

통제불가

인지적 재평가

(n=33)
16.33 3.39 17.76 2.50 1.42

억제

(n=33)
15.36 3.03 15.85 3.73 0.48

<표 11> 집단별 상황적 의미 평가 하위요인 점수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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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집단별 도전의 변화 [그림 5] 집단별 위협의 변화 [그림 6] 집단별 중심성의 변화

[그림 7] 집단별 자기통제의 변화 [그림 8] 집단별 타인통제의 변화 [그림 9] 집단별 통제불가의 변화

이러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각 사전 상황적 의미 평가 하위 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하여 다변량공분

산분석(MANCOVA)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분

석 결과, 상황적 의미 평가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검증되었다

(F(6, 53)=4.186, 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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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요인 종속변인 Wilks’ Lambda 자유도 F

집단

도전

.678 6/53 4.186**

위협

중심성

자기통제

타인통제

통제불가

*p<.05, **p<.01, ***p<.001

<표 12> 사후 상황적 의미 평가 하위요인 점수의 다변량공분산분석 결과

보다 구체적으로 각 상황적 의미 평가 하위 요인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상황적 의미 평가 하위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

여 각각의 하위 요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분산분석(ANCOVA)를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전

(F(1.63)=19.141, p=.000), 자기통제(F(1,63)=17.809, p=.000)는 p<.001 수

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타인통제(F(1,63)=6.622, p=.012), 통

제불가(F(1,63)=4.599, p=.036)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

고, 위협(F(1,63)=2.856, p=.096), 중심성(F(1,63)=0.761, p=.386)은 p<.05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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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도전

사전

(공변인)
568.477 1 568.477

집단 120.428 1 120.428 19.141***

오차 396.372 63 6.292

위협

사전

(공변인)
365.768 1 365.768

집단 24.524 1 24.524 2.856

오차 541.020 63 8.588

중심성

사전

(공변인)
935.703 1 935.703

집단 5.060 1 5.060 .761

오차 418.600 63 6.644

자기통제

사전

(공변인)
259.390 1 259.390

집단 69.283 1 69.283 17.809***

오차 245.094 63 3.890

타인통제

사전

(공변인)
927.028 1 927.028

집단 29.234 1 29.234 6.622*

오차 278.123 63 4.415

통제불가

사전

(공변인)
294.883 1 294.883

집단 25.651 1 25.651 4.599*

오차 351.420 63 5.578

*p<.05, **p<.01, ***p<.001

<표 13> 사후 상황적 의미 평가 하위요인 점수의 공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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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인지적 재평가와 억제의 정서조절방식이 수치심을 경험하였

던 사건을 회상한 이후 나타나는 상태 수치심, 정적 및 부적 정서, 상황

적 의미 평가 중 도전 및 통제 가능성 평가의 변화에 효과적인지 확인하

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72명을 대상으로 대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수

치심을 경험하였던 사건을 회상한 뒤, 인지적 재평가 혹은 억제 집단에

무선배정 되어 지시에 따라 정서조절을 실시하였다. 인지적 재평가 집단

은 수치심을 경험했던 사건이 복구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사건을 재평가

하도록 하였으며, 억제 집단은 사건을 떠올릴 때 느껴지는 정서와 표현

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정서조절처치 전후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상태 수치심, 정적 및 부적 정서, 상황적 의미 평가를 측정하였다. 실험

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2.0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조작실패 및

절차상의 문제로 분석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66명의 자료가 최종적으

로 분석되었다. 상태 수치심과 정적 및 부적 정서는 각각의 사전 측정치

를 공변인으로 통제하여 공분산분석(ANCOVA)를 시행하였고, 상황적

의미 평가는 각각의 하위 요인 사전 측정치를 공변인으로 통제하여 다변

량공분산분석(MANCOVA)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태 수치심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수치심 사건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를 실시한 집단은 억제를 실시한 집단에 비해 상태

수치심이 감소할 것이다’는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지적 재평

가 집단은 억제 집단보다 상태 수치심이 더 감소하였으며, 비록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지적 재평가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정서 자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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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Gross & John, 2003).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황적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어, 사건에 대한 개인의 조망이 확

대되고 사건의 폭넓은 의미와 결과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이러

한 인지적 변화는 인지치료에서 심리적 문제에 대해 고통을 줄이는 기제

로 작용하기도 한다(Ray et al., 2008). 본 연구에서도 자기 자체에 결함

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바꾸고, 대신 상황

의 복구 가능성 요인에 주의를 더 기울이는 인지적 재평가의 과정이 수

치심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과의 유의성

을 고려하여 신중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억제 역시 즉각적으로 수치심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는 정서조절

전략 자체로서의 효용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수치심을 억제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정서에 대한 자기 보호적 기제로서 작용하였을 수 있다. 일

반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경험할 때에는 방어기제가 활성화되어

(Cantanzaro, 1997; Craske, 2003), 정서 경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한다(허재홍, 오충광, 2014; Craske, 2003). 억제 역시 경험 회피나

인지적 회피의 한 형태로서 자기 보호적인 기제를 가진다고 보여진다

(Hayes et al., 2004). 특히 수치심처럼 자기에게 강한 위협이 되는 정서

의 경우에는 우선 그 감정을 억제하고 회피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수치심을 경험할 때는 억제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된다(Lateigne et al., 2014; Velotti et al., 2017; Zapf,

2002). 또한, 정서가 발생하는 맥락(Gross & John, 2003)은 억제의 작용

을 조절한다고 제안된다. 집단의 유지와 관계의 조화를 위해서는 강한

정서 표현을 자제해야 하므로(Markus & Kitayama, 1991; Tsai &

Levenson, 1997), 단기적인 관점에서 상황적 맥락에 따라 정서를 억제하

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Gross, 2002; Gross &

John, 2003; Gross & Muñoz, 1995). 수치심을 억제하는 것 역시 수치심

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관계 내에서 손상된 자기상이나 자기의 사회적 이

미지를 보호하며,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지키는 작용을 하였을 것이다. 이

렇듯 수치심을 경험할 때 단기적으로는 억제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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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일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즉각적으로는 수치심을 조절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억제가 수치심을 완화하는 데에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지라

도, 억제가 반복된다면 적응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서를 즉각적으로 억제하고 회피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정

서를 느끼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으나, 이러한 방식이 만성화되었을 경

우에는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나 적응상의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

다(Hayes & Melancon, 1989; Hayes et al., 1999, 2012). 정서를 억제함

으로써 정서 경험을 회피할 때는 정서의 적응적인 신호를 무시하게 되

고, 정서를 유발한 중요한 상황을 평가하기 어려워진다(Silberschatz &

Sampson, 1991). 이로써 경험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어지며

(Greenberg & Pavio, 1997), 자기 통합과 타인과의 연결을 통한 성장이

힘들어진다(Fosha, 2000). 억제 역시 그 상황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기능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정서적 안녕감이나 사회적 만족

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Webb, Miles,

Sheeran, 2012). 수치심의 억제가 반복될 경우에도 손상된 자기상이나 유

대감을 회복하는 등 적응적인 접근 신호를 무시하게 되며, 유사한 상황

에서 수치심의 재경험과 회피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수치심을 겪었던 사건을 회상하는 방식으

로 정서를 유도하였는데, 정서를 유도하는 방식이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

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인지적 재평가와 억제의 효과성을 비교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정서를 유도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정서를 유도하였

다(Richards & Gross, 2000; Gross & Levenson, 1995). 이렇듯 사진이나

영상의 자극을 통해 정서를 유도한 뒤 정서조절을 시행하는 것은 경험

회상 등의 다른 방식을 통해 정서를 유도하는 것보다 정서를 더 잘 조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Webb et al., 2012).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

려 유도된 정서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유도된 정서보다 자기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평가 이론에서 자극의 자기 관련성은 정서의 강도를

결정 짓고, 정서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llsw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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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rer, 2003; Lazaurs, 1991). 개인의 사적 경험을 회상하는 것은 영

상을 시청하는 것보다 더욱 부정적이고 혼합된 정서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Sales, Radovic, & Turnbull, 2011). 본 연구에서도

수치심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정서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유도된 정서의

자기 관련성이 높았을 것이며, 이러한 정서 유도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선행연구와 달리 인지적 재평가와 억제의 정서 완화 효과 차이가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처치의 내용과 처치 이해 및 적용의 차이 역시 정서조절에 영향

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인지적 재평가의 경우, 제 3자의 관점을 취하

여 정서를 유발한 사건을 보는 방식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는

방식보다 더 자주 사용되었으며 정서조절에도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Webb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의 복구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인지적 재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처치의 내용이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인지적 재평가와 억제의 지시문을 따라 정서조절을 하는 처치 과정 이행

의 어려움 차이가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억제의

경우 반복적으로 정서를 억제하거나 표현하지 않도록 지시받은 뒤 자기

보고의 방식으로 정서의 측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비교적 처치를 이해

하기 쉬웠을 것이며, 지시의 내용에 따라 정서를 억누르려는 시도가 결

과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 한편, 인지적 재평가는 일반적으로 일상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전략으로 보고되기도 하며(Brans, Koval, Verduyn,

Lim, & Kuppens, 2013), 특히 수치심을 경험하였을 때 억제하는 것이

인지적 재평가를 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정서 조절 방식이었을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인지적 재평가가 지닌 효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실험 과정 내에 지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각각의 정서조절전략에 대해 실험 참여자의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연습시행을 통하여 지시된 정서조절전략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정서 반응 중 정적 정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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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수치심 사건에 대한 인지적 재평

가를 실시한 집단은 억제를 실시한 집단에 비해 정적 정서가 증가하고,

부적 정서가 감소할 것이다’는 가설은 부분 지지되었다. 부적 정서의 경

우 두 집단 모두 정서조절처치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집단 간 차이가 유

의하지 않았다. 이때 억제 역시 정서조절전략으로써 인지적 재평가와 유

사하게 즉각적으로는 부적 정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

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서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조작한 뒤 바로 사

후 정서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부적 정서를 억제하려는 태도가 더 강하

게 반영되어 억제 처치 역시 부적 정서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을 가능

성이 있다.

한편, 정적 정서는 인지적 재평가 집단에서는 처치 전후로 증가하였으

나, 억제 집단에서는 정적 정서가 유지되거나 미미한 수준에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인지적 재평가는 정적 정서의 표현과 경험을

증가시키고, 부적 정서의 표현과 경험을 줄인다고 알려져 있으며(Gross

& John, 2003; Gross, 1998; Gross & Levenson, 1997), 평소에 습관적으

로 인지적 재평가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표현하기도 한다(Gross & John, 2003). 인지적 재평가는 정서

가 유발된 사건을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정

보를 받아들이고, 개인의 목표와 관련된 다른 시각을 갖도록 하며, 유익

한 결과에 초점을 두는 등(Gross, 2002; Garnefski & Kraaij, 2006), 능동

적으로 정서를 바꾸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적 정서

가 증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억제는 부정적 정서를 감소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긍정적인 정서 역시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Gross & John, 2003; Gross & Levenson, 1997; Stepper & Strack,

1993; Strack, Martin, & Stepper, 1988). 본 연구에서도 정서를 억눌러

부적 정서를 조절하려고 할 때 정적 정서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적 정서가 증가하는 것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가

지고 즐겁고 열정적인 상태에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는데(Watso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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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88), 이는 접근과 관련된 반응을 유도하고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하

기도 한다. 정서는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정적 정서는 목표

지향적 행동을 유지할 수 있으며 수행이나 참여를 유도하는 접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Franken, 1998). 한편, 도전 평가는 흥분이나 열의와 같

은 즐거운 정서와 관련되어 있고(Folkman, 1984), 통제 가능성 평가 역

시 정적 정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적 정서의 증가는 보다 적응

적인 정서조절의 결과를 시사한다.

셋째, 사건에 대한 의미 평가 중 도전 및 자기에 의한 통제, 타인에 의

한 통제, 통제 불가능에 대한 평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위협,

중심성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수치심 사건에 대

한 인지적 재평가를 실시한 집단은 억제를 실시한 집단에 비해 상황적

의미 평가 중 도전 평가 및 통제 가능성 평가가 증가할 것이다’는 가설

은 지지되었다.

즉, 인지적 재평가 집단에서는 수치심을 일으킨 사건을 보다 도전적이

고 통제 가능하다고 평가하여, 사건을 보다 접근 가능한 관점에서 평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도전 평가는 사건을 통한 성장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기대를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치심이 유발된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개인의 목표와 관련하여 사건을 이해하도록 하며, 유

익한 결과에 초점을 두는 등 수치심을 유발한 사건에 대해 복구 가능하

다는 관점에서 인지적 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도전 평가가 증가했을 가

능성이 있다. 사건에 대해 도전 평가가 증가한 것은 수치심을 경험했음

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복구하거나 자기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적응적인 반응이 유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자기에 의한 통제, 타인에 의한 통제, 통제 불가능에 대한

평가에서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여 통제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증

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스

스로 가지고 있으며, 도움을 요청할 외부의 사람과 자원이 있다고 인식

하고, 사건의 결과를 덜 통제 가능하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

치심은 실패 등 수치심을 유발시킨 사건을 통제 불가능하다고 귀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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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상관이 있는데(Tracy & Robins, 2006), 처음에는 사건을 통제 가능

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하여 수치심을 경험했을지라도, 복구 가능성에 대

한 인지적 재평가를 통해 이를 통제 가능한 것으로 재평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Folkman(1984)에 따르면,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재평가로

사건의 의미를 바꾸거나 심리적 고통을 줄일 때는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

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컨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성격이나 능력

과 같은 안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불안정적인 요인으로 귀인하는 것이나,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을 도전이나 개인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는

등 부정적인 사건에서 긍정적인 점을 찾는 인지적 재평가는 심리적인 고

통을 줄이고 현실적인 대처 노력을 촉진한다고 설명된다. 즉, 본 연구에

서도 수치심이 발생한 사건을 자기 전체의 문제보다는 자기의 일부 행동

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는 등 복구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상

황을 객관적, 긍정적 관점에서 재평가해보는 것이 상황적 의미를 변화시

켜 통제 가능성을 높였으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비현실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통제 가능하다고 지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개인

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 대해 새로운 정의와 결과의 의미

를 확립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Folkman, 1984). 따라서, 수치심을 유발시킨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여, 실패를 복구하거나 자기

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적응적인 반응이 유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위협과 중심성 평가의 경우에는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

다. 억제 집단의 경우 위협 평가는 감소하였으나 도전 평가는 증가하지

않았다. 즉, 사건을 덜 위협적이라고 지각하게 되었더라도 인지적 재평가

집단과는 달리 사건을 접근 가능한 측면에서 지각하게 되는 변화는 나타

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한편, 중심성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인지적 재평가 집단에서는 중심성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수치

심은 자기(self)에 대한 위협과 고통을 느끼는 정서로서, 수치심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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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사건은 여전히 개인에게 중요하게 지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도전과 통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은 사건이 여전히 자신에게 중

요하게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과 통제 가능성의 평가를 높게

지각하여 수치심 사건을 접근 가능한 측면에서 지각하게 되는 등 적응적

인 정서조절의 결과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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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의의와 상담 실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실험연구를 통해 수치심을 변화시키는 방안으로서 인

지적 재평가와 억제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현재까지의 국내 수치심 관련

연구 동향을 확인해보면 주로 수치심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보는 연구

들이 주를 이루었는데(홍지선, 김수임, 2017), 이러한 연구로 수치심의 특

성과 수치심이 다른 변인과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를 밝힐 수 있었으

나, 더 나아가 수치심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기법이나 개입을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실험적 절차에 입각하여 수치심을 조절

하는 방법으로 정서조절전략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

닌다.

둘째, 수치심에 대한 접근 반응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수치심을 경험한

사건이 복구 가능하다는 관점에서의 인지적 재평가를 제안하고 그 효과

를 확인하였다. 수치심은 접근과 회피 반응을 모두 유도할 수 있는 정서

이며, 수치심 그 자체보다는 수치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수치심의 적

응적, 부적응적인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된다. 이때 수치심을 복구

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수치심의 적응적인 접근 반응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인지적 재평가는 즉각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효용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수치심에 대한 접근 반응

을 유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이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셋째, 상담 장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서로서 수치심을 이해하고

내담자들이 수치심을 보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수

치심은 상담에서 내담자가 보고하는 중요한 경험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

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험을 상담자에게 이야기하고 다루는 상담의 과

정 중에서도 발생하여 상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서이다. 예컨대 외상

경험은 자기 정체감의 위협을 내부로 돌려 수치심을 발생시키고(안현의,

박철옥, 주혜선, 2012), 수치심은 상담에서 자기개방과 자기표현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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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과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지연, 2008).

상담에서 수치심과 관련된 주제가 나오거나 내담자의 수치심이 드러날

때 내담자가 수치심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수치심의 복구 가능성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질문이나 반응을 할 수 있다. 예

컨대, 실험 디브리핑 과정 중 ‘자기 전체가 아니라 자기 행동의 잘못’이

라고 보는 관점이 수치심을 경험했던 사건을 새롭게 인식하는 데 도움되

었다는 보고가 다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것이 수치심을 조절하고 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수치심에 대한 접근 반응을 증가시키리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로써

내담자들이 수치심을 경험하게 한 사건에 대한 탐색을 돕고, 자기 성장

을 촉진하거나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것 등 생산적인 방향(Vliet, 2008)

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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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상태 수치심, 정서 반응, 상황적 의미 평가의 변

화를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들이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평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피험자의 내면적

생각이나 정서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자기보고식 응답(김계현,

2000)이 적절하기는 하나, 자기보고식 척도는 피험자가 응답을 왜곡하여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치심은 그 자체로 숨고 피하려는 행동 경

향성을 가진 정서이기 때문에(Tangney & Dearing, 2002) 의식되지 않고

억압, 부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수치심이 자각될 때 고통스러움을 유

발하기 때문에 답변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상황적 의미가 변하는 것을 사건에 대한 접근 반응이 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실제 접근 행동과 연결되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수치심

이 행동 반응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본 다른 연구에서는 딜레마 게임

에서 개인의 선택이나 행동을 평가하거나(de Hooge et al., 2008), 실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나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과제의 참여 여부

를 평가하도록 하였는데(de Hooge et al., 2010), 이렇듯 실제 행동 반응

이나 동기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둘째, 수치심 회상 방식으로 수치심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

다. 수치심이라는 정서가 가지는 윤리적, 반응적 한계 때문에 여러 선행

연구에서 수치심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수치심을 유도하고 조작이 성공적

이었으나(Dickerson et al., 2004; de Hooge et al., 2008; Keng & Tan,

2017; 유정미, 2018), 수치심을 경험하였던 사건을 떠올리고 수치심이 유

도되는데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다. 개별 연구 참여자마다 수치심을 느

꼈던 상황과 시기, 특성, 강도가 상이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도된 수치심

의 유형이 다양할 수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수치심의 종류를 구분하

여 수치심을 회상하도록 하거나, 실험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수치심을 경

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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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서조절처치가 단시간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속효과를 보기 어려

웠다. 예컨대 부적응적 정서조절로 알려진 정서조절방식들은 일시적으로

는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정신병리 등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Garnefski,

Teerds, Kraaij, Legerstee, & Den Kommer, 2004; Rachman, 1980). 추

후 연구에서는 각각의 정서조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습시행이

나 교육 단계를 거치고, 정서조절처치의 장기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시

간차를 두고 두 정서조절전략이 지닌 효과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수치심의 변화와 정서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내적 변

인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개인의 내면화된 수치심이나 특성 수치심은 수

치심을 지각하고 조절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

을 경우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은 덜 사용하고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은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차혜련, 김종남, 2016), 이는 실험 과정

에서도 지시된 정서조절전략을 실시하는 데 개인차가 존재하고, 수치심

이나 정서 반응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평소 개인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정서조절전략의 차이 역시 짧은

처치 시간 동안 지시된 정서조절을 이해하고 실시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속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내면

화된 수치심이나 정서조절방략 사용의 개인차를 통제하여 처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양한 집단을 포

함하지 못하여 연구 결과를 다른 대상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험

을 진행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충분하지 않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참

여자의 나이나 직업 등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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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국판 상태 수치심 척도

다음에 나오는 각 문항은 당신에게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는 감정을 기술한

것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경험을 떠올린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어떻게 느

끼는지를 가장 잘 나타낸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1 2 3 4 5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약간 느낀다
아주 

강하게 느낀다. 

번호 문항

1 지금 나는 지금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느낀다. 1 2 3 4 5

2 지금 나는 내가 나쁜 사람 같다고 느낀다. 1 2 3 4 5

3 지금 나는 숨고 싶고 사라지고 싶다. 1 2 3 4 5

4 지금 나는 내가 작게 느껴진다. 1 2 3 4 5

5 지금 나는 가치 없고 무력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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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1 흥미를 느끼는 1 2 3 4 5

2 짜증스러운 1 2 3 4 5

3 괴로운 1 2 3 4 5

4 정신을 바짝 차린 1 2 3 4 5

5 흥분된 1 2 3 4 5

6 수치스러운 1 2 3 4 5

7 마음이 상한 1 2 3 4 5

8 충만한(생각이나 아이디어 등으로) 1 2 3 4 5

9 강한 1 2 3 4 5

10 긴장한 1 2 3 4 5

11 죄책감이 드는 1 2 3 4 5

12 결의에 찬 1 2 3 4 5

13 겁에 질린 1 2 3 4 5

14 주의 깊은 1 2 3 4 5

15 적대적인 1 2 3 4 5

16 조바심 나는 1 2 3 4 5

17 열정적인 1 2 3 4 5

18 활기찬 1 2 3 4 5

19 자랑스러운 1 2 3 4 5

20 두려운 1 2 3 4 5

[부록 2]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PANAS)

다음에 나오는 각 단어는 감정이나 기분을 기술한 것입니다. 각 단어를 읽고 지

금 현재 당신이 느끼는 기분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아주 

강하게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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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1
나는 그 사건(경험)을 다시 경험해도 잘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 2 3 4 5

2
나는 그 사건(경험)에 대처하는 데 요구되

는 것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그 문제를 극복할 것이다. 1 2 3 4 5

4
나는 그 문제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5 그 사건(경험)은 위협적인 상황이다. 1 2 3 4 5

6 불안감을 느낀다. 1 2 3 4 5

7 그 사건(경험)의 결과는 부정적이다. 1 2 3 4 5

8
그 사건(경험)은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1 2 3 4 5

9 그 사건(경험)은 나에게 중요한 사건이다. 1 2 3 4 5

10
나는 그 사건(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

이다.
1 2 3 4 5

11
그 사건(경험)은 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

친다.
1 2 3 4 5

12 그 사건(경험)은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 1 2 3 4 5

13 완전히 무기력하다. 1 2 3 4 5

[부록 3] 상황적 의미 평가 척도 (SAM)

앞서 응답하였던 수치스러운 경험을 생각할 때 현재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

운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아주 

강하게 느낀다. 



- 84 -

14 그 사건(경험)의 결과는 통제 불가능하다. 1 2 3 4 5

15
그 사건(경험)은 누구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다.
1 2 3 4 5

16 그 사건(경험)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이다. 1 2 3 4 5

17
그 사건(경험)에 대처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1 2 3 4 5

18
그 사건(경험)을 감당하기 위해 도움을 구

할 곳이 있다.
1 2 3 4 5

19
그 사건(경험)을 대처할 때 활용 가능한 자

원이 있다. 
1 2 3 4 5

20
그 사건(경험)에 대처할 때 나를 도와줄 사

람이 있다. 
1 2 3 4 5

*상황적 의미 평가 하위 요인

: 1~4번(자기통제), 5~8번(위협), 9~12번(중심성), 13~16번(통제 불가능성), 17~20번(타인통

제), 21~24번(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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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수치심 경험에 대한 정서조절전략이 정서와 행동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수치심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수치스러

움을 느끼지만, 이를 조절하는 방식에 따라 후속적인 정서와 행동 반응에 차

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수치심을 경험할 때 사

용하는 정서조절방식에 따라 정서와 행동 반응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실시되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1) 수치심을 느꼈던 경험의 회상, 2) 사전 설문지 응답, 3) 지시문

에 따른 정서조절처치의 실시, 4) 사후 설문지 응답 및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드린 뒤 종료될 것입니다. 특정 지시문에 따라 생각을 하게 되는 절차에서 다

소간의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귀하는 곧이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다루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련의 정서조절처치를 따

르게 됩니다. 귀하의 심적 안녕감을 위해 본 연구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며, 불쾌한 감정이 심각할 경우 언제든 실험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

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담

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주십시오.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본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되오니, 부디 꼼꼼히 

읽으시고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든 질문에는 정

답이 없으므로 편안하고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작성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통계처리 되어 

사용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내용 역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수집된 자료들은 순수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용도로

도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개인 신상과 관련된 자료는 연구 완료 직

후 안전하게 폐기됨을 보장합니다. 

[부록 4]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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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상에 기록지와 필기도구가 놓여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편하게 자리에 앉고, 시작하기 

전 마음을 비워 앞으로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때까지 약 20초간,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뱉습니다. 

이제 경험을 떠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치심은 부끄럽거나 위축되어 다른 사람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최근 경험한, 혹은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경험 중 당시에 수치심을 느꼈고, 지금도 

그 사건을 떠올리면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경험을 떠올려보겠습니다. 

수치심을 느꼈던 상황에는 시험에 떨어졌거나 수행을 잘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경험, 나

의 부족함이 드러났던 경험,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망신이나 무안을 당했던 

경험,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경험 등이 있습니다.

수치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열등하고 부족한 존재로 볼 것 같다고 생각할 때 경험될 

수도 있으며,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평가할 때도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숨고 싶거나,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것도 수치심 경험의 일부이며, 이러한 사건을 

떠올리면 불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세히 나누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 수치스러움을 느꼈던 사건을 떠올려보세요. 

이제 잠시 그때의 경험을 떠올려보겠습니다. 

경험을 잘 떠올릴 수 있도록 몇 가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려고 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당시의 경험을 다시 생생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먼저 경험에 대해 떠올려보겠습니다.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난 듯 생생하게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디서 그 사건이 있었는지, 누가 그 사건에 있었는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가장 최악의 순간은 어떤 것이었는지, 세세히 떠올려보겠습

[부록 5] 수치심 경험 회상 지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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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충분히 기억을 떠올리셨으면, 화면이 전환될 때까지 기록지의 첫 번째 칸에 경험에 대

해 간단히 묘사해주세요.

작성해주신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가 종료된 뒤 즉시 폐기됩니다.  

이제 그 사건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떠올려보겠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느껴졌나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 같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았나요? 다른 사람들이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알지 

않았으면 했나요?

충분히 기억을 떠올리셨으면, 화면이 전환될 때까지 기록지의 두 번째 칸에 느낌에 대

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묘사해주세요.

이제 그 당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떠올려보겠습니다. 

나는 그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았나요?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이 얼마나 나의 

탓처럼 느껴졌고, 내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했나요? 이 사건이 내 미래

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충분히 기억을 떠올리셨으면, 화면이 전환될 때까지 기록지의 세 번째 칸에 생각에 대

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묘사해주세요.

앞으로 1분 동안 작성하실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하면서 앞서 여러분이 작성한 묘사를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작성이 끝났다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을 다시 떠올려보세요. 

이번 단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연구자를 불러 지시에 따라 다음 단계를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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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수치심 경험 회상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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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수치심을 느꼈던 사건과 당시의 느낌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이 바뀔 때까지 작성하셨던 기록지를 다시 보면서, 당시의 경험과 느낌, 생각에 집

중해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사건을 ‘다르게, 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경험했던 사건의 원인, 과정, 결과를 여태까지와는 다른,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도록 시도해봅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도움을 드

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따라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본 뒤, 기록지에 작성하라는 지시에 

따라, 생각해본 내용을 기록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려고 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당시의 사건을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관

점에서 생각해보는 데 집중해주세요.

사건을 발생시킨 원인에 대해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어, ‘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일부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나의 부정적인 특성과 연결 지어 해석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관점

에서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다양한 관점에서 떠올려보세요. 

사건이 일어났던 과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봅시다.

사건이 일어났던 과정에 대해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제 3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봅시다. 

또, 당시에 고려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이나 상황, 우연적인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

는지, 그 사건에 영향을 주었던 다른 사람의 행동, 동기,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

지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사건을 생각해보세요.

이제 그 결과가 미친 영향에 대해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그 결과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거나, 결과가 부정적이더라도 나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부록 7] 인지적 재평가 지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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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부 행동이나 상황을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면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또 수치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하기보다는 새롭게 관계를 맺으려고 다가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도 회복할 수 있으며, 

수치심을 경험한 이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해보

세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건의 원인, 과정, 결과를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

고 해석한 내용을 5분 동안 자유롭게 기록지에 작성해봅시다. 

시간이 끝나기까지 1분이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여태까지와 다른,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작성이 끝났으면, 남은 시간 동안 사건을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본 내용

을 다시 떠올려봅시다. 

이번 단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연구자를 불러 지시에 따라 다음 단계를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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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인지적 재평가 기록지



- 93 -

잠시 수치심을 느꼈던 사건과 당시의 느낌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이 바뀔 때까지 작성하셨던 기록지를 다시 보면서, 당시의 경험과 느낌, 생각에 집

중해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연습해봅시다. 

사건에 대한 감정과 느낌이 최대한 떠오르지 않도록 시도해봅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떠올렸던 사건에 대해 어떠한 감정이나 기분도 느끼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봅시

다.

사건을 떠올리며 느꼈던 감정, 느낌을 최대한 억눌러,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않도록 의

식적으로 시도해봅시다.  

어떤 감정도 경험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보며, 어떤 감정도 마음속에 떠오르

지 않도록 신경을 써봅시다. 

경험할 수 있는 감정들을 느끼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억제해봅시다. 

또, 나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다른 사람들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표현을 억제해봅시다.  

사건을 떠올리며 느꼈던 감정들을 얼굴 표정이나 행동으로 최대한 표현하지 말고 억제

해봅시다.  

얼굴 표정이나 행동에서 감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어떤 것도 표현하지 말아 봅시다. 

얼굴의 목, 턱, 입술, 볼, 눈, 이마, 몸짓에서 감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표현을 억제해봅

시다.

몸짓이나 행동으로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현을 억제해봅시다.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전혀 알아차릴 수 없도록 얼굴이나 행동으로 감정, 

느낌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봅시다. 

이러한 연습을 잠시 동안 해봅시다.

[부록 9] 억제 지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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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을 반복할 수 있도록 지시문이 반복하여 제시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지시문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떠올렸던 사건에 대해 어떠한 감정이나 기분도 느끼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봅시

다. 

사건을 떠올리며 느꼈던 감정, 느낌을 최대한 억눌러,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않도록 의

식적으로 시도해봅시다. 

어떤 감정도 경험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보며, 어떤 감정도 마음 속에 떠오르

지 않도록 신경을 써봅시다. 

경험할 수 있는 감정들을 느끼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억제해봅시다. 

또, 나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다른 사람들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표현을 억제해봅시다.  

사건을 떠올리며 느꼈던 감정들을 얼굴 표정이나 행동으로 최대한 표현하지 말고 억제

해봅시다.  

얼굴 표정이나 행동에서 감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어떤 것도 표현하지 말아 봅시다. 

얼굴의 목, 턱, 입술, 볼, 눈, 이마, 몸짓에서 감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표현을 억제해봅

시다.

몸짓이나 행동으로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현을 억제해봅시다.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전혀 알아차릴 수 없도록 얼굴이나 행동으로 감정, 

느낌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봅시다. 

이번 단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연구자를 불러 지시에 따라 다음 단계를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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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on

Emotional Response and

Situational Meaning Appraisal

in Shame Induced Situation

: Using Cognitive Reappraisal

and Suppression Strategies

Jiyeon Kim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gnitive

reappraisal and suppression strategies on state sham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challenge and controllability appraisals of situational

meaning appraisal after recalling a shameful experience.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72 undergraduate and grad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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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After recalling a shameful event they had experienced,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2 groups in terms of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cognitive reappraisal group and suppression group. The

cognitive reappraisal group was instructed to reappraise the situation

to be more reparable. The suppression group on the other hand, was

instructed to suppress the emotion and expression when they think of

the event. All of the participants also completed a questionnaire to

measure state shame, positive·negative affect, and situational meaning

appraisal right before and after the emotional regulation. Out of 72

pieces of data collected, 66 data were used for analysis. ANCOVA

was performed for the results of state shame and positive·negative

affect, while MANCOVA was performed for the situational meaning

appraisal.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cognitive reappraisal group

reported the tendency of decreasing level of state shame than those

in the suppression group. Also, the cognitive reappraisal group

reported a higher level of positive affect than the suppression group.

However, the decrease in the level of negative affect was not

significant. Lastly, the cognitive reappraisal group reported a higher

level of challenge and controllability appraisals than the suppression

group. Hence, cognitive reappraisal was the more effective strategy in

regulating shame than suppression, by reducing the level of state

shame and increasing the level of positive affect, challenge and

controllability appraisals.

Some suggestions from thes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cognitive reappraisal and suppression were examined based

on the experimental procedure, as immediat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when people experience shame. Also, it is confirmed that

cognitive reappraisal in terms of reparability of shameful situation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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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an adaptive strategy to regulate the shame and its reaction. In

this way, this study provides counselors with an effective intervention

to adaptively regulate shame of clients, considering shame is an

important emotion in counseling.

Keywords : Shame, Emotional Regulation, Cognitive Reappraisal,

Suppression, Challenge Appraisal, Controllability

Appraisal

Student number : 2017-2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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