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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타당화(validation)가 자기애 성향자들의 수치심, 분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
구에 참여한 서울 소재 321명의 대학생 중 자기애 성향자(상위
30%)를 선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69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실험 참여자들은 기저선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Noise-Blast 게
임을 실시한 후에, 조작된 도형추리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신의 수
행에 대한 실패 피드백을 받았다. 실패 피드백 이후 실험 참여자들
은 유발된 수치심과 분노를 측정하는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두 개의
집단으로 무선배정 되어서 타당화 언어 반응 또는 통제 언어 반응
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실험 참여자들은 언어 반응 이후의 수치심과
분노를 측정하는 설문에 응답하였고 사후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Noise-Blast 게임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집단 간 정서 변
화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이 사
용되었고, 공격성 및 개별 정서의 통계적 유의성과 효과크기를 확인
하기 위해서 공분산분석(ANCOVA)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통제 집단에 비해 타당화 집단의 사후 수치심과 분노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효과크기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화
집단의 사후 공격성 또한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효
과크기 또한 컸다. 본 연구는 자기를 확인하는 개입인 타당화가 수
치심과 분노와 같은 자기(self)와 관련된 부정적 정서 감소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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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 실제 상담에서 자기애 성향자들의 수치심
과 분노에 대한 개입 전략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타당화, 자기애 성향자, 수치심, 분노, 공격성
학 번: 2007-2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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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다양한
개입을 하며, 이러한 상담자의 개입(intervention)은 상담성과를 이끌
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아왔다(김계현, 2000; 장재홍, 권희경,
2002; Heppner, Kivlighan, & Wampold, 2008; Kivlighan, Janquet,
Hardie, Francis, & Hershberger, 1993).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맥락
에 따라 다양한 개입이 사용되기 때문에 개입과 상담성과 간의 관
계를 밝히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개입에 의해 일어나는
내담자의 변화와 그 개입이 가지는 변화요인에 대한 관심은 상담연
구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김창대, 2009; Corsini & Rosenberg,
1965; Corsini & Wedding, 2004).
상담자의 개입 중에서도 일관성 있는 자기(self)의 개념을 확립하
고 조직하도록 도와주는 개입의 필요성은 여러 이론가들과 상담자
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김창대, 2009; Kohut, 1977; Rogers, 1986;
Rogers, 1961). Rogers(1961)는 ‘자기(self)’를 정신건강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고 참자기(true self)의 발견을 강조하였으며, 상담을 통
해 내담자의 현재 경험과 자기개념이 일치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
요하다고 하였다. Kohut(1977) 또한 ‘자기(self)’를 심리구조의 핵심
이라고 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가 내담자의 경험을 재조직하여 온전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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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sense of self)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
다. 김창대(2009)는 ‘자기의 확인’을 내담자가 변화하는 중요한 요인
이라고 보았으며, 자기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개입 중 하나로 “타당
화(validation)”를 제시하였다.
타당화는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의 주
창자인 Linehan(1993)이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내담자의 존재나 내
담자의 행동이 삶의 맥락이나 사건의 정황상 수용 가능하며, 그 자
체로 타당하다(valid)는 것을 전달하는 상담자의 개입이다. 타당화
개입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수용
하면서 내담자의 감정과 행동 이면에 있는 소망과 욕구를 찾아 이
를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유성경 등, 2009),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수용하게 하여 안정된 자기개념
을 확립하도록 돕는 개입이라 할 수 있다.
Linehan(1993)은 내담자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정서를 수용
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수용을 위해서는 타당화가 필요
하다고 보았다. Linehan(1997)에 따르면 상담자의 타당화는 내담자
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무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며 상담자의
타당화를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과 존재를 스스로 타당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Lynch 등(2006)은 타당화가 내담자의
경험을 재조직하게 하여 안정된 자기감을 가지게 하고, 부정적 정서
에 대한 각성을 감소시켜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게 하며, 자기-확인
적(self-confirmatory)인 경험을 제공하여 상담의 동기를 높여준다고
하였다.
실제 상담에서 타당화의 효과를 검증한 유성경 등(2009)은 타당화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높은 수준의 타당화를 많이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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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상담의 성과가 크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성예경과 최한나
(2011)는 내담자가 경험한 상담자의 타당화 개입이 상담자와 내담자
의 작업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유대와 상담목표 및
과제 합의, 내담자가 느끼는 상담의 깊이와 순조로움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두 연구는 모두 실제 상담 장면에서 타당화
가 가지는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회
기가 끝난 후에 측정된 상담성과는 상담자 개입에 의한 즉시적 성
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Elliott, Barker, Caskey, & Pistrang,
1982), 개입과 성과 간의 인과관계 및 개입이 가지고 있는 변화요인
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김은하(2011)는 사회적 배제 경험
이후 타당화 언어 반응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타당화는 화자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돕고, 지각하는
자존감을 높여주며 사회적 배제 경험 이후 일어나는 부정정서와 공
격성을 낮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고유림(2012)은 사회적 배제 상
황에 대한 시나리오에 몰입하게 한 후 타당화, 감정반영, 통제 집단
에 해당하는 모의상담 영상을 시청하게 하여 타당화가 자기수용 및
관계맺음동기의 증가, 두려움 정서의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였다. 두 연구는 모두 타당화의 즉시적 성과를 측정하여 타당화 개
입이 가지는 변화요인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고 사회적 배제 상황이라는 특수한 경험만을 가정하였기 때
문에 타당화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안정적이고 온전한 자기감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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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집단으로 자기애 성향자 집단이 있다. 자기애란 발달과정에
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특성이며(Kohut, 1971), 자기애적 욕구에
대한 적절한 반영을 받으며 성장한 사람들은 긍정적 자기개념과 창
의성, 공감능력, 유머 등의 적응적이고 기능적인 모습들을 지니게
된다(Kohut, 1966). 하지만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며 성장한 사람
들은 과대한 자기상(grandiose self)이 현실적인 자기상과 통합되지
못한 채 파편화되어 있으며 불안정한 자존감, 자기과시, 극단적인
정서반응 등의 부적응적인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
부적응적인 자기애 성향자들은 자기(self)의 취약한 측면과 과대한
측면이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Kohut, 1971; Kohut
1977; Kernberg, 1984), 안정된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 이들은 과대하지만 불안정한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으로
부터 끊임없이 인정과 찬사를 받고자 하는데(Morf & Rhodewalt,
2001), 이러한 자기애적 욕구가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좌절되면 수
치심과 분노와 같은 극단적인 정서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수치심은 자기애 성향자들의 중요한 정서경험 중 하나이다
(Kernberg, 1970; Kohut, 1971). 수치심은 총체적인 자기(self)가 부
족하고 결핍되었으며,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한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Kaufman, 1989; Tangney, Wager, &
Gramzow, 1992; Wells & Jones, 2000), 자기애 성향자들은 주변으
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자신의 결점이 드러나는 상황에
서 수치심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성화, 2006;
Morrison, 1983). Morrison(1983)에 따르면 자기애 성향자들의 수치
심 이면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칭송을 받고자 하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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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적 욕구가 있는데, 이러한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수치심
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즉, 자기애 성향자들의 수치심은 주변으로부
터 부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졌을 때, 이를 자신의 특정 행동이나 일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자기가 부족
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지각하여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인 것이다.
자기애 성향자들이 보이는 또 다른 정서적 특성 중 하나는 일상
생활에서 분노감을 자주 경험하고(McCann & Biaggio, 1989), 사소
한 비평에도 “폭발(blow-up)”하는 듯한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이다
(Beck, 2004). 자기애 성향자들의 분노는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통
해 검증되어 왔는데, 자기애 성향자들은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피
드백을 받았을 때 분노를 자주 경험하며(강일선, 2005; 김진순,
2008; 이준득, 2004; 최정인, 2009; Stuck & Sporer, 2002), 이러한
분노는 부정적인 피드백의 원천이나 제 3자에게까지 공격성의 형태
로 표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Bushman & Baumeister, 1998;
Kernis & Sun, 1994; Morf & Rhodelwalt, 1993; Smalley & Stake,
1996; Twenge & Campbell, 2003). 특히 자기애 성향자들은 자기
(self)에 대한 위협이 가해졌을 때 분노를 경험하고 공격성을 표출하
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과대하지만 불안정한 자기상을 회복하고 재
정립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견해가 있다(Baumeister, 1997).
즉, 자기애 성향자들의 분노는 긍정적인 자기상에 대한 위협이 주어
지는 상황에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정서인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수치심과 분노는 과대한 자기와 불
일치하는 경험이 주어졌을 때 자기애 성향자들이 경험하는 정서이
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확인해주고
현재의 경험이 자기개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통합되도록 도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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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수치심과 분노와 같은 정서 반응이 전적으로 이해될만
한 것이며 그 속에 건강한 성장 욕구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는 “타당
화” 반응이 주어진다면, 자기애 성향자들은 자기개념과 일치되는 방
향으로 경험을 재조직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기에 대한 위협으로
부터 오는 부정적 정서 또한 감소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타당화 반응의 즉시적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연
구로 실패 경험으로부터 유발된 자기애 성향자들의 수치심과 분노
가 타당화 반응을 통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목
적으로 수행되었다. 타당화의 효과로 언급되었던 부정적 정서의 감
소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애 성향자들의 수치심과 분노를 종속변인
으로 선정하였고, 자기 보고식 측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분노의
행동적 요인으로서의 공격성도 종속변인에 포함시켰다. 지적 과제에
서의 좌절이나 실패 피드백이 자기애 성향자들의 수치심과 분노를
유발한다는 선행연구(김진순, 2008; 이준득, 2004; 최성화, 2006; 최
정인, 2009; Bushman & Baumeister, 1998; Rhodewalt & Morf,
1995; Stuck & Sporer, 2002)에 따라 조작된 도형추리검사를 실시하
고 실패 피드백을 주었으며 이때 유발된 수치심과 분노가 타당화
언어 반응에 의해 감소하는지를 측정하였다. 공격성의 경우 도형추
리검사를 실시하기 전 기저선 공격성과 언어 반응 이후에 사후 공
격성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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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타당화 반응이 통제 반응에 비해 실패 피
드백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자기애 성향자들의 수치심, 분노 및 공
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가?” 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실패 피드백 이후 언어 반응(타당화, 통제)에 따라 자
기애 성향자들의 수치심 정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실패 피드백 이후 언어 반응(타당화, 통제)에 따라 자
기애 성향자들의 분노 정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실패 피드백 이후 언어 반응(타당화, 통제)에 따라 자
기애 성향자들의 공격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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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상담에서의 개입
1) 상담에서 개입의 중요성
상담성과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상담자의 개입
(intervention)은 상담성과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아
왔다(장재홍, 권희경, 2002; Heppner, Kivlighan, & Wampold, 2008;
Kivlighan, Janquet, Hardie, Francis, & Hershberger, 1993). 상담성
과는 상담자 요인, 내담자 요인, 상담자-내담자 관계 요인, 상담과정
요인, 상담 자체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지만(김계
현, 2000), 실제 상담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개입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며(장재홍, 권희경, 2002) 상담자는 이러한 개입
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
상담자의 개입과 상담성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은 오래 전부
터 있어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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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한 회기 내에서도 다
양한 개입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개입과 상담성과의 관계를
밝혀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정 개입이 모든 상황과 모든 내담자에게 효과를 가질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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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개입과 상담성과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할 때는 개
입에 해당하는 상담자의 구체적인 언어 반응과 개입의 의도(Hill,
O’Grady, 1985; Martin, Martin, & Slemon, 1989), 개입이 이루어지
는 시점이나 맥락(이장호, 1986; Elliott, Hill, Stiles, Friedlander,
Mahrer, & Margison, 1987), 개입에 의해 일어나는 즉시적인 성과
(Elliott, Barker, Caskey, & Pistrang, 1982), 개입에 효과를 보이는
내담자 집단(김계현, 2000) 등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
행해야 한다.

2) 자기의 확인(self-validation) 개입
상담자의 개입 중에서도 일관성 있는 자기(self)의 개념을 확립하
고 조직하도록 도와주는 개입의 필요성은 여러 이론가들과 상담자
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김창대, 2009; Kohut, 1977; Rogers, 1986;
Rogers, 1961). Rogers(1961)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
기(self)’가 생겨난다고 하였고, 개인은 ‘자기’를 통해 자기에게 속한
것 또는 자기 일부와 자신이 지각하는 다른 모든 대상들을 구별하
게 된다고 하였다(김계현 등, 2011에서 재인용). Rogers(1961)에 따
르면 ‘자기’는 정신건강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개인은 자기개념과 현
재의 경험이 일치할 경우 건강하고 적응적인 성격을 갖게 되지만,
불일치할 경우 불안을 경험하고 병리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고 하였
다.
Kohut(1977) 또한 ‘자기’를 심리구조의 핵심이라 생각하고 ‘자기’
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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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라고 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확인하고 타당화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심리적인 어려움
을 겪게 되기 때문에, 상담자가 내담자의 경험을 재조직하여 온전한
자기감(sense of self)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창대(2009)는 ‘자기’의 문제가 많은 상담이론에서 공통적으로 발
견되는 주제이며, 상담에서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
나가 ‘자기의 확인’이라고 하였다. 김창대(2009)에 따르면 ‘자기를 확
인’하는 다양한 방법이 실제 상담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대표적인 개입방법으로 “타당화(validation)”를 제시하였다.

2. 타당화
1) 타당화의 의미
타당화는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의 주
창자인 Linehan(1993)이 처음 제안한 개념이다. Linehan(1997)에 따
르면 타당화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그 속에서 내
담자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고 이를 다시 내담자에
게 전달하고 강화하는 과정이다. Marra(2006)는 타당화가 내담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며 그런 생각을 발달시켜온 것이 전적으로 이해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하였고, 내담자는 타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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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지각하고 수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유성경 등(2009)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적극
적으로 수용하면서 내담자의 감정과 행동 이면에 있는 소망과 욕구
를 찾아 이를 전달하는 것으로 타당화를 정의하였다.
타당화를 기존의 공감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Bohart &
Greenberg, 1997), 타당화는 공감과는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을 가
지고 있다(Linehan, 1997). 타당화와 공감은 둘 다 내담자의 내적 참
조틀(frame of reference)을 이해하고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같다.
즉, 공감적 의사소통 자체가 타당화이며, 공감과 마찬가지로 타당화
는 내담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인정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타당
화는 공감적으로 이해한 내적 참조틀이 정말로 그럴만한가에 대한
답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공감과 구별된다. 즉, 타당화는 내담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공감과 공통점이 있지
만 그러한 내적 세계가 정말로 타당하고 이해할만한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공감과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를 기반으로 Linehan(1997)은 상담자의 타당화가 모두
같은 수준일 수는 없으며 그 수준에 따라 치료적 효과가 달라진다
고 주장하였다. Linehan(1997)은 타당화의 수준별 효과를 자세히 기
술하였고, 유성경 등(2009)은 Linehan이 주장한 타당화 수준에 대한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타당화의 수준에 따른 내용과 효과를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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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타당화의 수준에 따른 내용 및 효과(유성경 등, 2009)
수준
타당화 내용
타당화 효과
1

ㆍ내담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
- 언어적 비언어적 내용에 대한 관찰
- 사실과 경험에 모두에 대한 탐색
- 탐색을 촉진하는 질문 사용
- 말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2

ㆍ내담자의 느낌, 사고, 가정, 행동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전달
- 말,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전달
- 비판단적 태도를 유지하고 사실과 경험을 구분하여 듣기

3
4
5

6

ㆍ내담자에게 마음을 “읽는” 것
-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감정과 의미를 명료하게 표현
해주기
- 내담자에게 일어난 것(사건, 느낌, 생각, 소망 등)이나 내
담자의 마음을 ‘미리’ 읽어주기
- 내담자의 긍정적인 면 뿐 아니라, 역기능적인 면도 간과
하지 않기
ㆍ내담자의 행동은 과거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타
당하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
- 상황이나 성장배경, 신념, 신체적 조건 때문에 그렇게 하
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이해해주기
- 내담자의 현실을 바로 보고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여러
이유들로 변화가 어려움을 공감해주기
ㆍ내담자의 행동이 현재맥락에서 타당함을 전달하는 것
- 문제행동에 내재된 지혜로운 속성이 있음을 이해하기
- 반응에서 뭔가 나아지고 변화하려는 애씀과 작은 성과들
을 알아차리기
- 내담자의 증상은 그의 경험에 대한 당연한 생리적 반응
임을 알게 해주기
- 그렇지만 현재의 행동이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돕기
ㆍ내담자를 그 사람 자체로 지각하는 것
- 어려움과 무능함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강점과 변
화능력을 신뢰하고, 볼 수 있음; 직면시키기를 두려워하지
않음
- 내담자를 환자가 아닌 치료자와 동등한 위치와 권리를
가진 한 개인으로 대하기; 반응으로서가 아닌, 존재·태도
로서 내담자를 타당화 함
- 이론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진솔하게 지금 이순간의
복잡성을 모두 인식하면서도 자발적이고 완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연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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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내담자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이해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전달됨
ㆍ내담자의 경험을 공감적으
로 탐색하게 됨
ㆍ자신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술할 수 있게 됨
ㆍ상담자의 이해가 틀렸을 경
우,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
는 기회가 됨
ㆍ자신의 경험 중 사실과 주
관적 반응을 구분하게 됨
ㆍ진정 누구인지 알게 됨
ㆍ이전에 평가절하 했던 자신
의 지각을 신뢰하게 됨
ㆍ변화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됨
ㆍ자신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
으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
음을 이해하게 됨
ㆍ자신의 행동이 나름의 타당
성·정당성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효과적인 행동이 아닐 수도
있음을 동시에 깨닫게 됨
ㆍ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게 됨
ㆍ어려움·무능함을 인식하면
서도 장점·가능성도 함께
볼 수 있게 됨

2) 타당화의 효과
Linehan(1997)에 따르면 타당화는 상담에서 변화 전략과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 내담자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수
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타당화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무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여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하는 것을 돕는다. 또 상담자가 적절하게 모델링을 해주면
내담자는 스스로의 행동과 존재를 타당화하는 방법을 배운다.
Lynch 등(2006)은 타당화의 효과를 자기관의 안정성 증가, 정서적
각성의 감소와 학습의 증가, 동기의 증가 등 3가지로 보았다. 자기
개념과 불일치하는 경험이 타당화를 통해 재조직되고 수용되면 내
담자는 일관되고 안정된 자기감을 가질 수 있게 되며, 부정적인 경
험으로부터 일어나는 정서적 각성이 감소하여 새로운 행동이나 학
습에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된다. 또 타당화는 상담을 자기-확인적
(self-confirmatory)인 환경으로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상담을 지속
하려는 동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 상담에서 이러한 타당화의 효과를 검증한 유성경 등(2009)은
Linehan이 제안한 타당화 수준에 따라 이를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
하고 타당화의 수준과 상담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타당화의 횟수보다는 높은 수준의 타당화를 받은 경우 상담성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예경과 최한나(2011)는 내담자가 경험한
상담자의 타당화 개입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작업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유대와 상담목표 및 과제 합의, 내담자가 느
끼는 상담의 깊이와 순조로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두 연구는 모두 실제 상담 장면에서 타당화와 상담성과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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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였다는 데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두 연구는 종속변인을
회기성과나 사례 종결 후 성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개입 이후의
즉시적 성과를 측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결과를 통해 개입과 성
과간의 인과관계나 개입이 가지는 변화요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김은하(2011)는 사회적 배제 경험
이후 타당화 언어 반응, 감정반영 언어 반응, 통제 언어 반응의 효
과 차이를 검증하는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타당화와 감
정반영은 모두 화자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지만, 지각하는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배제 경험 이후 일어나는 부정정서와 공격
성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타당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
다.
고유림(2012)은 사회적 배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에 몰입하게 한
후 타당화, 감정반영, 통제 집단에 해당하는 모의상담 영상을 시청
하게 하여 집단별 효과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타당화와 감정반영
은 두려움 정서의 감소에 효과가 있었지만, 자기수용과 관계맺음동
기를 높이는 데에는 타당화가 더 효과적이었다.
두 연구는 모두 타당화가 이루어진 직후에 즉시적 성과를 측정하
여 개입과 상담성과 사이의 인과관계와 개입이 가지는 변화요인을
검증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호
소하지 않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과 사
회적 배제라는 단일 상황만을 가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 때
문에, 다양한 맥락과 집단에 대한 타당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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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애 성향자
1) 자기애 성향자들의 일반적 특성
한편 안정적이고 온전한 자기감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대
표적인 집단으로 자기애 성향자 집단을 생각할 수 있다. 자기애란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특징이고(Kohut, 1971), 자기애
적 욕구에 대한 적절한 반영을 받으며 성장한 사람들은 긍정적 자
기개념과 창의성, 공감능력, 유한성에 대한 수용, 유머, 지혜 등의 적
응적이고 기능적인 특성들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hut, 1966). 실제로 적절한 자기애 성향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적
응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은데, 건강한 자기애 성향자들은 사
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인지하고 선호를 잘 표현하며, 대
인관계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김윤주, 1991; 김
지연, 1998).
하지만 자기애적 욕구에 대한 적절한 반영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왜곡된 형태로 자기애를 표현하며 사회적 상황에서도 적
응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부적응적인 자기애 성향자들은 자기
애에 대한 적절한 반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과대한 자기상
(grandiose self)이 현실적인 자기상과 통합되지 못한 채 파편화되어
남아있다. 그들은 외적인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공통적
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거대한 환상을 품고 있으며(Miller, 1975;
Meissner, 1979; Morrison, 1983), 이러한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자
기과시적인 태도를 보이거나(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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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반대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Mcwilliams, 2008). 자
기애 성향자들은 스스로 자존감을 유지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변으로부터 확증을 구하고(Morf & Rhodelwalt,
2001), 타인의 확인을 통해 자기정의(self-definition)의 욕구를 실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Kernberg, 1975; Kohut, 1972; Millon,
1981).
그러나 이러한 자기애 성향자들의 욕구는 현실적인 자기(real
self)와의 불일치로 인해 좌절될 수밖에 없으며, 자기애 성향자들은
이러한 좌절을 자기(self)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하고 수치심과 분노
와 같은 극단적인 정서 반응을 보인다. 그들의 내적범주에는 ‘그만
하면 좋다(good enough)’, ‘이만하면 괜찮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
에, 작은 실패나 좌절 경험도 그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으로 지각된
다. 자기애 성향자들은 실패나 좌절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자신이 본
질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느끼는 수치심을 경험하거나, 자신을 위협
했다고 생각하는 대상이나 평가방법 등에 분노를 표출하고 공격적
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Mcwilliams, 2008).

2) 자기애 성향자들의 수치심
수치심은 자기애 성향자들의 중요한 정서경험 중 하나이다
(Kernberg, 1970; Kohut, 1971). 수치심은 총체적인 자기(self)가 부
족하고 결핍되었으며,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한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Kaufman, 1989;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Wells & Jones, 2000), 자기애 성향자들은 주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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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자신의 결점이 드러나는 상황에
서 수치심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성화, 2006;
Morrison, 1983).
자기애 성향자들의 수치심은 자기개념과 불일치하는 경험을 자기
의 일부로 통합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지각하
여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이다. Morrison(1989)은 수치심이 현실적
자기(real self)와 이상적 자기(ideal self)의 긴장에서 발생하는 정서
라고 하였고, 수치심 이면에는 타인에게 인정과 칭송을 받고 싶은
자기애적 욕구가 있다고 하였다. Lewis(1971)는 역시 수치심이 자기
(self)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감정이라고 하였고, 자신의 결점이 드러
나는 상황에서 평가의 초점이 자신의 일부분이나 특정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
였다.
수치심은 포괄적이고 부정적인 자기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기 때
문에 개인을 심각하게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Tangney, 1992), 자기애 성향자들의 수치심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자기애 성향자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수치심을 자주
경험하고, 특히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는 상황에서 수치심을 자주
경험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가 있으나(한혜림, 2004; 최성화, 2006),
이러한 수치심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수치심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론적 수준에 머무르
고 있다.
자기애 성향자들의 핵심적인 정서경험 중 하나가 수치심이며 이
러한 수치심이 자신감 결여, 빈약한 자기개념, 열등감, 자기회의, 회
피행동 등의 부적응적인 모습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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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fman, 1996), 상담에서 자기애 성향자들의 수치심을 어떻게 다
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들이 더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 성향자들의 수치심을 자기개
념과 불일치하는 경험이 자기 구조 속에 통합되지 못하여서 발생하
는 정서로 보고, 자기의 일관성을 높이고 정서적 수용을 촉진하는
타당화 반응이 수치심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려고 한다.

3) 자기애 성향자들의 분노 및 공격성
수치심과 더불어 자기애 성향자들이 자주 경험하는 정서 중에는
분노가 있다. 자기애 성향자들은 자기애적 특성이 높을수록 일상생
활에서 분노감을 자주 경험하고(McCann & Biaggio, 1989), 사소한
비평에도 “폭발(blow-up)”하는 듯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Beck, 2004), 이러한 자기애 성향자들의 분노는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검증되어 왔다. 다수의 연구가 지적과제에서
의 좌절이나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자기애 성향
자들의 분노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강일선, 2005; 김진
순, 2008; 이준득, 2004; 최정인, 2009; Rhodewalt & Morf, 1995;
Stuck & Sporer, 2002), 이러한 분노는 부정적인 피드백의 원천이나
제 3자에게까지 공격성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Bushman & Baumeister, 1998; Kernis & Sun, 1994; Morf &
Rhodelwalt, 1993; Smalley & Stake, 1996; Twenge & Campbell,
2003).
자기애 성향자들은 자기(self)에 대한 위협이 주어졌을 때 분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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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고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과대하지만 불안
정한 자기상을 회복하고 재정립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견해가
있다(Baumeister, 1997). 자기애 성향자들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은 유
능하고 매력적인 자기(self)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에, 자신을
평가한 대상이나 평가방법을 평가절하하고 비난하지 않으면 과대한
자기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즉, 자기애 성향자들의 분노는 부정
적인 피드백이 주어지는 상황에서도 과대하고 긍정적인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정서인 것이다.
자기(self)에 대한 위협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자기(self)의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방어적 성향이나 공격성을 낮춘다는 사실은
이미 주장된 바가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자기애 성향자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도 검증된 바가 있다(Steele, 1988; Thomaes,
Bushman, de Castro, Cohen, & Denissen, 2009). Steele(1988)은 자
기개념에 대한 위협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자기(self)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확인하면 방어성향이나 공격성이 줄어든
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자기애가 높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검증된 바가 있다(Thomaes, Bushman, de Castro, Cohen, &
Denissen, 2009). 하지만 가치에 대한 확인은 자기개념의 위협이 가
해지는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의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
에, 위협이 가해지는 영역에서의 감정과 소망 및 욕구를 알아주는
“타당화”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타당화 개입이 자기애 성향자
들의 분노와 분노의 행동적 요인이며 분노와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김후자, 1997; Novaco, 1977; Rothenberg, 1971)
공격성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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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모집은 학부생이 주로 듣는 교양 수업과
온라인 홍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전설문을 통해 자기애 성향자
를 선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총 321명이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한 8명의 자료를 제외한 313명 중 96명(상위 30%)이 자기애
성향자로 선발되었다. 설문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161명(51.4%), 여
자 152명(48.6%)이었으며, 자기애 성향자 선발 기준인 상위 30%의
절단점수(cutoff score)는 75점으로 같은 방식으로 자기애 성향자를
선발한 선행연구(김진순, 2008; 박세란, 2004; 조은영, 곽은희, 2012)
에서 보고된 66∼74점보다 약간 높았다.
선발된 자기애 성향자는 연구자가 개별연락을 취하여 실험 참여
를 권유하였으며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참여자에 한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다. 선발된 자기애 성향자 중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개인
적인 사정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16명을 제외한 80명이 최종 실험
에 참여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4명과 실패 피드백을 잘못 이
해한 5명, 실험 도중에 조작을 알아차린 2명의 데이터를 제외한 69
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실험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35명,
여자 34명이었으며, 연령은 만 17세에서 26세(M = 19.9, SD =1.94)로
분포하였다. 실험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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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변인
성별

연령

구분

사례수

백분율(%)

남

35

50.7

여

34

49.3

17

2

2.9

18

14

20.3

19

20

29.0

20

14

20.3

21

8

11.6

22

3

4.3

23

2

2.9

24~26

6

8.6

69

100

총합

총 69명의 실험 참여자들은 타당화 집단과 통제 집단에 무선 배
정되었으며 실험 집단의 구성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실험 집단 구성
구분
타당화 집단
통제 집단
총합

사례수
17
17
34
18
17
35
69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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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
50.0
50.0
100
51.4
48.6
100

2. 연구도구
1)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

황순택(1995)이 DSM-Ⅲ-R(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의 진단준거를 보완하여 제작한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이 척도는 다른 성격장애와 공유하고 있는 특
성을 측정하는 공유 척도와 자기애 성격장애의 고유한 특성을 측정
하는 비공유 척도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변별진단과 관계없
이 자기애 성격장애의 일반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유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남들에게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 “다
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거나 거절당하면 기분이 몹시 상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원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한수정(1999)의 7점 척도 방식을 사용하
였다. 황순택(1995)이 보고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68이며
한수정(1999)의 방식에서 내적 일치도는 .88,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
는 .85였다.
자기애의 측정에 쓰이는 도구로는 자기애적 성격 검사지(NPI)도
있으나 이 척도는 자기애의 다양한 측면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
고 병리적 자기애 보다는 건강한 자기애적 측면을 많이 측정한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Carroll, Hoeningmann-Stovall, & Whitehead,
1996; Hickman, Watson, & Morris, 1996; Jackson, Erv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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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ge, 1992; Raskin & Novacek, 1989; Rhodewalt & Morf, 1995),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 성향 중에서도 부적응적 특성들을 잘 반영하
고 있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NPDS)를 사용하였다.

2) 자기개념 명료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C)
Campbell 등(1996)이 개발한 것으로 이수현(2005)이 번안하였다.
자기개념 명료성은 자기개념의 구조와는 독립적인 것으로 자신을
얼마나 내적으로 일관되게 인지하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에 관한 연구에서 높은 자기애와 낮은 자기개념 명료
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해 더 많은 분노를 경험한
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Campbell, 1996; Stuck & Sporer, 2002). 본
연구에서는 선발된 자기애 성향자 집단을 자기개념 명료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분노 유발의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 자
신에 대한 나의 생각들은 서로 상충할 때가 있다.”, “전반적으로 나
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가
지고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응
답하게 되어 있으며 6번과 11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역채점 한
다. Campbell(1996)이 보고한 내적 일치도는 .86이며 이수현(2005)의
연구에서는 내적 일치도는 .74,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는 .8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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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정서척도(Discrete Emotions Scale; DES)
한덕웅과 강혜자(2000)가 도출한 한국어 정서 단어 834개를 김송
이 등(2013)이 요인분석을 하여 35문항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
게 만든 자기보고식 설문지이다. 죄책감/자기혐오, 즐거움, 화/경멸/
혐오, 공포, 성취감, 수치심/수줍음, 슬픔의 총 7개 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화/경멸/혐오 요인과 수치심/수줍음의 두
가지 요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화/경멸/혐오 요인의 경우 “분노하다”, “증오하다”, “화나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수치심/수줍음 요인의
경우 “민망하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 총 7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김송이 등(2013)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일치도 계수는 .78∼.92였으며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4
∼.89였다.
수치심/수줍음 요인의 경우 수줍음이 수치심과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으나 척도 개발 과정에서 같은 요인으로 분류될 만큼 수
줍음과 수치심이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한국인의 경우 수치심
과 수줍음의 경계가 모호하고 수줍음이 수치심 척도의 하위요인으
로 분류된다는 연구 결과(남기숙, 조선민, 이훈진, 2006)가 있기 때
문에 해당 요인의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4) 공격성 측정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Noise-Blast게임(Noise-Blast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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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ggression; Bushman & Saults, 2006)이 사용되었다. 연구 참
여자는 노트북으로 반응속도를 측정하는 게임을 실시한다는 안내를
받으며, 정확한 반응속도 측정을 위해 다른 장소에 있는 실험 도우
미와 온라인 연결을 통해 반응속도 경쟁을 하게 된다는 설명을 듣
는다. 게임에서 지는 사람은 약간의 벌칙으로 소음을 듣게 되는데
이 소음은 게임이 시작되기 전 상대방이 설정한 크기와 지속시간만
큼 주어진다는 안내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실험 도우미는 존재하지
않으며 참여자는 게임의 승패와 소음의 크기 및 지속시간이 사전에
조작되어 있는 게임을 실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본인이
게임에서 이겼을 때 상대방이 듣게 될 소음의 크기와 지속시간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값이 공격성 값으로 사용된다. 소음의 강도는
0～10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지속 시간은 0～5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두 값의 합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원래 게임에서는 총 25번의 시도
를 하게 되고 맨 처음 시도에서 측정된 소음의 강도와 지속 시간을
공격성 값으로 사용하게 되는데(Bushman & Baumeister, 1998), 본
연구에서는 총 5번의 시행만 하도록 하였고 첫 번째 게임에서 측정
된 공격성 값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5) 조작 확인
본 연구는 도형추리검사 결과를 실패로 인식할 때 일어나는 정서
가 타당화 반응에 의해 감소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이므로 도형추
리검사의 결과를 실패로 지각하는지 여부와 타당화 반응을 적절하
게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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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형추리검사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실패로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의 난이도와 검사의 결과에 대한 지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두 문항은 각각 Likert식 7점 척도로
검사의 난이도의 경우 ‘매우 쉬웠다(1)’에서 ‘매우 어려웠다(7)’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지각은 ‘매우 실패하였다
(1)’에서 ‘매우 성공하였다(7)’로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도형추리검
사에 대한 조작 확인 질문지는 김진순(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제
작되었으며, 검사의 난이도를 쉬웠다(1∼3점)라고 응답하였거나 결
과에 대한 지각을 성공하였다(5∼7점)로 응답한 경우는 자료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타당화 반응에 대한 조작 확인은 김은하(2011)가 사용했던 11문항
중 본 연구의 맥락에 맞는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Likert식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까지 응답하
도록 하였으며 “화자는 내가 느꼈던 감정을 반영해 주었다.”, “화자
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꼈다.” 등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타당화 조작에 대한 내적 일
치도는 .88이었다.

3. 실험 절차
본 연구의 실험은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NPDS)와 자기개념 명
료성 척도(SCC)를 실시한 후 선발된 자기애 성향자(상위 30%)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설문 대상자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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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5분이었다. 사전 설문과 함께 자료 분석을 위해 필요한 성별, 나이
등의 기초 정보와 소속 학교, 연락처 등 실험참여 시간을 잡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사전 설문에서 수집된
정보는 실험 약속을 잡기 위한 용도와 자료 분석 용도로만 사용됨
을 명시하였다. 선발된 자기애 성향자들은 연구자가 개별 연락하여
실험 일정을 정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연구자 1인의 안내로 진행되
었다. 실험 시간은 25～30분이 소요되었고 실험이 종료된 후 연구
참여자에게는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었다.
연구의 모든 절차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 후에
이루어졌으며 간략하게 정리한 실험 절차는 표 4와 같다.
표 4. 실험 절차 요약
순서
내용
실험 안내 및
1
동의서 작성
Noise-Blast
게임 실시
2 (기저선 공격성
측정)
도형추리검사
실시
3
및 실패 피드백
조작 확인 및
4
사전 정서측정
집단별
개입(타당화)
5
집단별 개입(통제)
조작 확인 및
6
사후 정서측정
Noise-Blast
게임 실시
7
(사후 공격성 측정)
8
디브리핑

소요시간
자료
(분)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2
게임 안내 자료
2
Noise-Blast 게임
Raven Progressive Matrix(RPM) 10～15
조작 확인 질문지
2
개별정서척도
타당화 음성 반응
2
통제 음성 반응
조작 확인 질문지
2
개별정서척도
게임 안내 자료
2
Noise-Blast 게임
디브리핑 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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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 안내 및 동의서 작성
연구 참여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연구자는 참여자를 노트북이
설치되어 있는 자리에 앉게 한 후 실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
고 알려주고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
였다.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에는 연구자 정보와 연구 주
제, 실험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경우 연구 과제를 미리 알려주는 것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보처리 유형에 따라 유발되는 정서의 차이’라는 가제를
알려준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
의서’에는 도형추리검사를 실시하면서 약간의 지루함이나 불쾌감이
유발될 수 있다는 내용과, 반응 속도 측정 게임을 할 때 소음을 듣
게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요청할 경우 언제든 실험 참
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 Noise-Blast 게임 실시(기저선 공격성 측정)
연구 참여자는 기저선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Noise-Blast 게임
을 실시하게 된다.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통해 참여자는 경쟁적인
환경에서 반응 속도 측정을 하게 된다고 안내를 받으며 다른 장소
에 있는 실험 도우미와 온라인 연결을 통해 반응 속도 경쟁을 하고
게임에서 진 경우 벌칙으로 약간의 소음을 듣게 된다는 설명을 듣
는다. 게임은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마우스 조작을 통해 진행되
며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게임에서 이겼을 때 상대방이 듣게 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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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강도와 지속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연습해 본 후 본 게임을
시작하였다.

3) 도형추리검사 실시 및 실패 피드백
Noise-Blast 게임이 끝난 후 참여자는 인지적인 정보처리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는 안내를 받고 비언어적 지능검사인 Raven’s
Progressive Matrix(RPM; Raven, 1982)를 실시하게 된다. 본 연구
에서는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PC환경에서 실시할 수 있는
RPM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RPM은 나열된 3 × 3 의 행렬에 제시된 8개의 도형을 보고 제일
아래쪽 마지막 칸에 들어갈 9번째 도형을 추리하는 문제로 구성된
다. 참여자들은 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고 연구자와 함께 예제를 풀
어본 후 총 20문제로 구성된 본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는 참여
자가 문항에 응답을 한 직후에 정답 또는 오답 피드백이 주어지도
록 제작되었으며, 이때 피드백은 실제 정답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조작된 순서에 따라 총 20문제 중 7문제만 정답으로 표시되도록 하
였다. 각 문제에는 45초라는 제한시간이 주어지며 20초 안에 풀었을
때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안내를 사전에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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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형추리검사 문항 예시

본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RPM 이후의 결과에 대한 실패 피드백
이 수치심과 분노를 유발하기에 적절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예비 실
험을 진행하였다. 대학생 30명에게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NPDS)
를 실시하여 박세란(2004)의 자기애 성향자 기준(74점 이상)에 부합
하는 10명을 대상으로 RPM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대학 학생들의
경우 ‘전체 성인 집단 중 하위’에 해당된다는 피드백을 주었을 때 이
를 신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홍초롱, 2013)을 고려하여 실패
피드백은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의 학생들 중에 하위’에 해당한다
는 형식으로 주어졌다. 예비 실험 참여자들 중 결과를 성공으로 잘
못 해석한 1명을 제외한 9명은 RPM이 조작된 검사라는 것을 알아
차리지 못하였으며 실패 피드백 이후 분노와 수치심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패 피드백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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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도형추리검사 결과 피드백

본 실험에서 RPM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10∼15분이었으며, 불성
실한 수행을 한 경우(5분 이내 수행, 졸음 등)는 자료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4) 조작 확인 및 사전 정서측정
도형추리검사에서 실패 피드백을 받은 이후 연구 참여자들은 도
형추리검사의 난이도와 결과의 대한 지각을 묻는 조작 확인 질문에
응답하게 된다. 조작 확인 질문에 응답하기 전에 검사의 결과를 다
시 한 번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 피드백으로 받았던 자신의 점수와
자신의 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율을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조작
확인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작 확인 질문에 응답을 마친 연구 참여자는 사전 정서측정을
하게 되며, 실패 피드백에 의해 유발된 수치심과 분노를 측정하기
위해 개별정서척도(DES)에 응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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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단별 개입
사전 정서측정을 실시한 후 연구 참여자는 검사의 경험에 대한
음성을 들려준다는 안내를 받고,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무선으
로 배정된 집단에 해당하는 음성을 듣게 된다.
타당화 반응은 예비 실험 결과에서 보고되었던 참여자들의 정서
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제작하였으며, 통제 반응의 경우 도형추리검
사를 실시하기 전 안내되었던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기초로
제작되었다. 두 반응이 타당화의 정의나 수준으로 보았을 때 적절한
지에 대해 상담전공 박사과정 3인의 검토를 거쳐 안면 타당도를 확
보하였고, 여자 목소리로 음성을 녹음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녹음한 음성의 길이는 1분 10초로 통제 집단과 타당화
집단이 동일하였으며 음성의 내용은 표 5, 표 6과 같다.
표 5. 타당화 반응 스크립트

Raven검사는 도형추리를 이용한 비언어적 검사로 언어나 문화의 영향을 덜 받는 장
점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지능검사입니다.
비록 약식 검사이긴 하지만 검사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않으
실 것 같네요. 내가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하실 것 같아요. 또 검사 하나로 능력을 평가받는다는 사
실에 화도 나고, 결과를 생각하면 괜히 부끄러운 마음도 드는 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
고 당연한 감정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걸
보면 당신은 정말 많은 일들을 잘해왔고 앞으로도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내기 위해 노력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당신다운 모습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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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통제 반응 스크립트

Raven검사는 도형추리를 이용한 비언어적 검사로 언어나 문화의 영향을 덜 받는 장
점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지능검사입니다.
지능 중에서도 일반지능에 해당하는 추리능력은 교육수준이나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잠재력이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요. 이 검사는 이러한 추리능력을 측정하여 그 사람의 지적 잠재력을 잘 예측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의 문항은 가로 3줄과 세로 3줄로 이루어진 도형 행렬의 형태
로 제시되며, 8개의 도형을 보고 제일 아래쪽 마지막 빈 칸에 들어갈 도형을 고르는 것
이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각 문제에는 45초라는 제한시간이 주어지는데 20초 안
에 풀었을 때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집중하여 빠른 시간 안에 빈 칸에 들어갈 도형을
추리하는 것이 검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6) 조작 확인 및 사후 정서측정
타당화 또는 통제 음성을 들은 후 연구 참여자는 음성으로 들었
던 내용 중에 기억이 나는 내용을 1∼2 문장으로 작성하라는 안내
를 받고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조작 확인 질문에 5문항에 응답을
하게 된다. 조작 확인 질문에 응답한 이후 연구 참여자는 언어 반응
이후의 정서변화를 보기 위해 사후 정서측정을 하게 되며 개별정서
척도(DES)에 응답하게 된다.

7) Noise-Blast 게임 실시(사후 공격성 측정)
연구 참여자는 사후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Noise-Blast 게임을
실시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는 측정의 신뢰성을 위해 반응 속도를
다시 한 번 측정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기저선 측정 때와 같은 방식으로 총 5회 게임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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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디브리핑
실험이 끝나면 연구 참여자는 실험에 대한 디브리핑을 듣게 된다.
디브리핑에는 도형추리검사의 실패 피드백이 조작된 사실과 피드백
으로 주어진 점수와 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율이 본인의 능력이나 수
행과는 무관함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Noise-Blast 게임
중 소음 등에 의해 유발된 불쾌감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수치
심, 분노 등의 감정을 연구자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필요한 경우 교내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과 상담센터의 연락처가 기재된 디브리핑 문서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는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고 실
험 참여를 종료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타당화가 자기애 성향자들의 수치심, 분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수치심과 분노는 하나
의 부정적 정서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사전점수를 공변인으
로 통제한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고, 이후 수치심과 분노 정서 각각에 대해 사전점수를 공변
인으로 통제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여 정서별 통계적 유
의성 및 효과크기를 알아보았다. 공격성은 기저선 공격성을 공변인
으로 통제한 공분산분석(ANCOVA)를 실시하여 집단별 차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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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유의성 및 효과크기를 확인하였으며, 도형추리검사 결과에
대한 조작 확인과 타당화 조작 확인, 집단의 동질성 검증에는 독립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에는 SPSS 21.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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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조작 확인
도형추리검사를 실시하고 낮은 점수와 그 점수가 자신이 소속된
대학에서 하위에 해당한다는 피드백을 받은 후 검사의 난이도(매우
쉬웠다(1)∼매우 어려웠다(7))와 결과에 대한 지각(매우 실패하였다
(1)∼매우 성공하였다(7))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결과를 보면 두 집단은 모두 도형추리검사를 어렵다고 지각하
였으며 검사의 결과에 대해 자신이 실패하였다고 지각하였다. 검사
의 난이도와 검사에 대한 지각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
되지 않았다(p=.992, p=.561).
표 7. 도형추리검사 피드백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결과
문항
집단
M
SD
t값
타당화 집단(n=34) 6.06
.736
검사
.010
난이도
통제 집단(n=35)
6.06
.591
결과에 대한 타당화 집단(n=34) 2.79
1.067
지각
.585
통제
집단(n=35)
2.66
.873
(성패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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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경험에 대한 음성을 듣고 타당화 정도를 평정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 결과 검사 경험에 대한 음성에 대한 타당화 정도
(5～35점)를 묻는 질문에서는 타당화 집단(M =22.21, SD =6.014)이 통
제 집단(M =12.09, SD =4.182)에 비해 더 타당화를 받은 것으로 응답
하였고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였다(p<.001).
또한 언어 반응을 들은 후 기억에 남는 말을 쓰게 한 부분에서도
타당화 집단 34명 중 22명이 반영된 감정과 존재 자체를 알아주는
내용 모두를 언급하였고 4명이 반영된 감정만을, 6명이 존재 자체를
알아주는 내용만을 언급하였다. 이는 전체 타당화 집단 중 대부분
(94%)이 타당화와 관련된 내용을 듣고 기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타당화 정도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결과
집단
M
SD
타당화 집단(n=34) 22.21 6.014
타당화 정도
통제 집단(n=35)
12.09 4.182
***p <.001

t값
8.093***

2. 집단의 동질성 검증
자기애 성향자 선발을 위한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NPDS)의 점
수(18∼126점), 자기개념 명료성 척도(SCC)의 점수(12∼60점)에 대
한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두 집단 간 자기애 점수와 자기개념
명료성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p=.922, p=.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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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자기애 및 자기개념 명료성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결과
집단
M
SD
t값
타당화 집단(n=34) 82.62 7.245
자기애
.098
통제 집단(n=35)
82.46 6.312
자기개념 타당화 집단(n=34) 31.21 6.371 -.236
명료성
통제 집단(n=35)
31.57 6.477

도형추리검사 RPM을 통해 유발된 사전 분노 및 사전 수치심 점
수(7∼35점)와 기저선 공격성 점수(0∼15점)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수치심, 분노 및 공격성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결과
집단
M
SD
t값
집단(n=34) 23.44 4.93
사전 수치심 타당화
.460
통제 집단(n=35)
22.83 6.05
집단(n=34) 12.94 5.85
사전 분노 타당화
-.367
통제 집단(n=35)
13.46 5.84
타당화 집단(n=34) 4.87
3.34
기저선
.887
공격성
통제 집단(n=35)
4.20
2.90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사전 수치심 점수와 사전 분노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p=647, p=.715), 기저선 공격성 또
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p=.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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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심 및 분노의 변화
도형추리검사에서 실패 피드백을 받고 난 이후 측정한 사전 정서
(수치심 및 분노) 점수와 언어 반응(타당화, 통제)을 듣고 난 후 측
정한 사후 정서 점수에 대한 집단별 기술통계는 표 11에 제시하였
다. 수치심 점수는 타당화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더 큰 감소를 보였
고, 분노 점수 역시 타당화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큰 감소를 보였
다. 집단별 사전 및 사후 정서 점수는 그림 3과 그림 4로도 제시하
였다.
선행연구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은 자기애 성향자가 실패 피
드백을 받았을 때 더 큰 분노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이준득, 2005;
Campbell, 1990)와 달리 자기개념 명료성이 높은 집단(SCC>=32)의
사전 분노(M =12.35, SD =5.21)와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은 집단
(SCC<32)의 사전 분노(M =14.03, SD =6.30)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p=.234). 선행연구의 결과가 지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개념 명
료성에 따른 추가적인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표 11. 집단별 수치심과 분노 점수의 기술통계
사전
사후
차이
집단
M SD M SD (사후-사전)
타당화(n=34) 23.44 4.93 16.94 5.66
-6.50
수치심
통제(n=35) 22.83 6.05 20.86 6.61
-1.97
타당화(n=34) 12.94 5.85 9.03 3.21
-3.91
분노
통제(n=35) 13.46 5.84 12.94 5.48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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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집단별 수치심 점수의 변화

그림 4. 집단별 분노 점수의 변화

수치심과 분노를 하나의 부정적 정서 요인으로 보고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한 결과
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언어 반응에 따른 부정적 정서의
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2,64)=20.61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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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수치심, 분노 정서에 대한 다변량 공분산분석 결과
모수요인 종속변인 Wilks’ Lambda
F
자유도
수치심
***
집단
.608
20.610
2/64
분노
***p <.001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정서 요인별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표 14에 제시하였다. 사전 수치심을 공변인
으로 하여 집단 간 사후 수치심을 비교하였을 때, 타당화 집단과 통
제 집단의 사후 수치심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 (1,68)=17.914,
p<.001), 수치심 변화량(variation)의 21.3%가 개입에 의해 설명되었
다.
표 13. 수치심 정서 변화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분산
1
1312.45
(사전 수치심) 1312.45
집단
333.78
1
333.78 17.914***
오차
1229.71
66
18.63
합계
2806.64
68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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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2

.213

사전 분노를 공변인으로 하여 집단 간 사후 분노를 비교하였을
때 역시 타당화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후 분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 (1,68)=28.836, p<.001), 분노 변화량(variation)의 30.4%가
개입에 의해 설명되었다.
표 14. 분노 정서 변화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분산
1
852.73
(사전 분노) 852.73
집단
222.88
1
222.88 28.836***
오차
510.13
66
7.73
합계
1626.99
68
***p <.001

η2

.304

4. 공격성 변화
도형추리검사를 수행하기 전 측정한 기저선 공격성과 언어 반응
을 들은 후 측정한 사후 공격성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15와 같다.
실험 도우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기저선 공격성과 사
후 공격성을 둘 다 최대값(소음강도=10, 지속시간=5)으로 설정하여
공격성 증가를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집단
별 기저선 공격성과 사후 공격성을 보면 두 집단 모두 기저선 공격
성에 비해 사후 공격성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타당화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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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통제 집단의 공격성이 더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집단
별 공격성 점수의 변화는 그림 5로도 제시하였다.
표 15. 공격성 점수의 기술통계
집단

M

사전

강도 3.93
타당화 지속시간
(n=29) 합계 1.78
5.71
공격성
강도 3.50
통제 지속시간
(n=28) 합계 1.75
5.25

SD M

2.02
0.99
2.87
1.75
0.71
2.21

그림 5. 집단별 공격성 점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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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5.03
1.97
7.00
6.43
3.05
9.48

SD

2.40
1.22
3.35
2.74
1.34
3.93

차이
(사후-기저)
+1.10
+0.19
+1.29
+2.93
+1.30
+4.23

집단별 공격성 증가량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기저선 공격성 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공분산분석
(ANCOVA) 실시 결과는 표 16과 같다. 분석 결과 집단별 공격성
변화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 (1, 56)=9.357, p=.002), 공격성
변화량(variation)의 14.8%가 개입에 의해 설명되었다.
표 16. 공격성 변화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분산
1
118.794
(기저선 공격성) 118.794
집단
106.379
1
106.379 9.357**
오차
613.947
54
11.369
합계
820.509
56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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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2

.148

Ⅴ.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타당화가 자기애 성향자들의 수치심, 분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연구로 실패 피드백으로부터 유
발된 수치심과 분노 및 공격성이 타당화를 통해 감소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실험을 실시하기 전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NPDS)를 통해 자기애 성향자를 선발하였고, 지적 과
제에서의 좌절이나 실패 피드백이 자기애 성향자들의 수치심과 분
노를 유발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조작된 도형추리검사를 개발하고
이 검사에서의 실패 피드백이 수치심과 분노를 유발하는지를 예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 예비 실험에서 보고된 정서를 바탕으로
언어 반응 스크립트를 제작하였으며 박사과정 3인의 검토를 거쳐
안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먼저 Noise-Blast 게임을 통해 자기애 성향자들의
기저선 공격성을 측정한 후 도형추리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실패 피
드백을 주었으며, 실패 피드백으로부터 유발된 수치심과 분노 정서
를 측정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은 두 집단으로 무선 배정되어 타당화
음성 반응 또는 통제 음성 반응을 들었으며, 언어 반응을 들은 후
수치심, 분노 및 공격성을 측정하여 사전점수와 비교하였다.
사전 정서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 정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제 집단에 비해 타당화 집단의 수치심과 분노가 유의하게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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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공격성 또한 기저선 공격성을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 공격성
의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타당화 집단의 공격성이 통제 집단에 비
해 유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모두 지지되었으며, 실
패 피드백으로부터 유발된 수치심, 분노,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타당화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대한 보다 세
부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Lynch 등(2006)이 주장한 타당화의 효과-자기관의 안정성 증가와
부정적 정서 각성의 감소, 상담에 대한 동기 증가-는 본 연구를 통
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의 현장연
구가 아닌 실험 세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동기 증
가 효과는 검증할 수 없었으나, 부정적 정서 각성 감소의 효과는 직
접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치심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자
기의 위협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화를 통
한 자기의 확인이 자기관의 안정성을 높여주어서 자기와 관련된 부
정적 정서를 감소시켰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치심, 분노 및 공격성의 변화량에 대한 효과
크기(부분 η2)는 .14～.30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
발생한 부정적 정서 감소에 대한 타당화 개입의 효과크기(.01∼.06)
보다 큰 수치이며(고유림, 2012), 효과크기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Huck, 2008)에서도 큰 효과크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본 연구가 1
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음성 반응만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
발된 수치심과 분노 및 공격성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은 타당화
개입이 자기의 위협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 감소에 대해 특히 큰 효
과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입에 의해 일어나는 작은 성과가
상담의 중심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입에 의해 일어나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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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연속을 무시하지 말라는 주장(Krumbolz, Becker-Haven, &
Burnett, 1979)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타당화의 효과가
장기적인 상담성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선행연구(이준득, 2005; Campbell, 1990)에서 검증되었던 자
기개념 명료성이 낮은 자기애 성향자가 실패 피드백을 받았을 때
더 큰 분노를 보인다는 가설은 본 연구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분
노가 자기개념 위협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정서(Baumeister, 1997)
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집단이 실패 피
드백을 받았을 때 이를 더 큰 자기개념의 위협으로 지각하고 더 큰
분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사전 분노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가 상담 연구와 실제에 주는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타당화의 효과를 확인하고 그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데 의의
가 있다. Linehan(1997)와 Lynch 등(2006)이 제시한 타당화의 효과
는 일관된 자기관의 확립, 부정적 정서의 감소, 상담 동기 증가였으
나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유성경 등(2009)과
성예경, 최한나(2011)가 실제 상담 장면에서 타당화의 효과를 검증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회기성과나 사례 종결 후 성과를 측정하
여 타당화가 가지는 변화요인과 상담성과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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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김은하(2011)와 고유림(2012)은 타당화
의 즉시적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는 일
반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점,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정서만을 측정한 점에서 타당화의 효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자기애 성향자 집
단을 대상으로 하여 타당화가 실패 피드백을 받은 상황에서 일어나
는 수치심, 분노 및 공격성의 감소에 즉시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사
실을 검증함으로써 Lynch 등(2006)이 제시한 타당화의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타당화가 효과를 보이는 대상과 맥락에 대한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실제 상담에서 자기애 성향자들의 정서 반응에 대한 개입
전략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기개념에 대한 위협이 주어
진 상황에서 자기(self)의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방어적 성향
과 공격성을 낮춘다는 사실은 이미 주장된 바 있고(Steele, 1988),
자기애 성향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검증된 바 있으나
(Thomaes, Bushman, de Castro, Cohen, & Denissen, 2009), 이는
위협이 주어진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의 자기 확인을 통한 효
과였기 때문에 실제 상담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
구는 자기개념에 대한 위협이 주어진 영역에서의 정서와 소망 및
욕구를 전달하는 타당화 개입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실제 상담 장
면에서 자기애 성향자들의 정서를 다루고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개
입 전략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 설계의 측면에 있어서 자기(self)와 직
접적으로 관련된 수치심과 분노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자기의 확인
이라는 타당화의 변화요인이 부정적 정서 감소라는 상담성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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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혔으며, 선행연구(고유림, 2012; 김
은하, 2011)에서 오염 요인으로 제시되었던 타당화 및 통제 반응 간
의 시간 차이나 길이 차이를 엄밀하게 통제하여 실험의 내적 타당
도를 높였다는 데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 제언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의와 시사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분석하고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다양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
구는 서울 소재 대학의 자기애 성향자를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진행
하였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특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비록 자기애 성향자라는 심리적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대상
을 선발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 집단은
아니었으며, 그들만이 특성으로 볼 수 있는 지적 수준이나 자존감
등의 특성이 타당화의 효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타당화
의 효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성과 호소문제를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제 상담상황이 아닌 언어 반응을 통해 개입의 효과를 검
증하였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실제 상담 장면에서의 개입은 언어
반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반응을 통해서도
일어나며, 상담자 변인·내담자 변인·상담관계 변인 등 다양한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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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실제 상담 장면에서 타당화가 부정적 정
서 감소에 즉시적 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담
에서 정서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연구도구를 활용하거나 실제 상담
과 가까운 모의 상담 연구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자기애 성향자들이 자기개념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지적 과제에서의 실패 피드백 상황으로 한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자기애 성향자들이 자기개념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상황은 지적 과
제에서의 좌절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의 부정적 피드백이나
사회적 배제, 거절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수치심과 분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도 타당화
가 효과를 가지는지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기애 성향자들의 정서만을 종속변인으로 했다는 한
계가 있다. 자기개념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기애 성향자
들이 보이는 반응은 부정적 정서 반응 외에도 불안정한 자존감, 이
상화 또는 평가절하 등의 방어기제 사용, 적대감 표출 등 여러 가지
가 있다. 타당화가 자기의 확인을 통해 자기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
킨다면 정서적 요인 외에 다른 영역에서도 효과를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진행된다면 타당화가 가지는 변
화요인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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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실험 참여자 모집용 설문지
실험 참여자 모집용 설문지
본 설문지는 정보처리 유형에 따라 유발되는 정서의 차이를 알아보는 실험 연구를 진행
하기 전에 실시되는 실험 참여자 선발용 설문지입니다. 참여자들의 자기개념이 정보처리
유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 설문을 통해 자기개념의 개인차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반드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통계
처리에만 사용될 뿐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가
출판되거나 발표될 때에도 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하신 분들 중 30%를 선정하여 추후 실험연구(30분 소요)를 진행하게 되는
데 추후 연구에 참석하시는 경우 소정의 상품권(5000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설문 작성
후 추후 연구에 선발되지 못한 분들도 10%를 선정하여 기프티콘(2800원)을 보내드릴 예정
입니다. 추후 연구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 설문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기타 연구에 대한 문의는 연
구 책임자의 이메일(ssw8311@nate.com) 또는 핸드폰(010-****-****)으로 하실 수 있습니
다. 여러분의 응답 하나하나가 소중한 자료로 사용됨을 알려드리고 끝까지 솔직하게 설문
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지 도 교 수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창대
연구 책임자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서원
* 아래 문항에 하나도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별 : 남 / 여
2. 나 이 : 만
3. 소 속 :

세
대학교

4. 연락처 :

대학 (ex.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

(연락처는 기프티콘 전송 및 실험 약속을 잡기 위해서만 쓰입니다.)

5. 후속연구(실험)에 참여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 많이 표기해 주세요.
월

화

수

09:00 – 10:00
10:00
11: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

11:00
12: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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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금

토

다음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성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숫자에 ○ 또는 V 표시를 해주십시오.

전혀

내용

매우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
1 나는 남들에게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6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거나 거절당하면 기분이 몹시 상한다.

1

2

3

4

5

6

7

7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서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1

2

3

4

5

6

7

8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1

2

3

4

5

6

7

9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4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 화를 참지 못한다.

1

2

3

4

5

6

7

15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7 내가 해낸 중요한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마땅히 인정해줘야 한다.

1

2

3

4

5

6

7

18 어떤 일에 대해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

1

2

3

4

5

6

7

2
3
4
5

10
11
12

어떤 사람들에 대해 때로는 너무나 좋다가 때로는 극도로 미워지는 등
감정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하찮게 생각하며, 그들을 무시하고 내
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편이다.
누가 나를 좋지 않게 평가하면 화가 치밀거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
낀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욕감을 느낄 때가 많고 이 경우 화를 내거나 나
도 그들에게 모욕을 준다.

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것이기 때문
에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나에 대해 남들이 평가하는 정도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이나 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기분이 나빴
던 적이 종종 있다.
다음 중의 한 가지(혹은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13 있다. - 최고의 성공, 막강한 권력, 최고의 미, 이상적인 사랑, 누가보
다도 유명해지는 것

16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입장 따위는 생
각도 나지 않는다.

* 다음 장에 계속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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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내용

그렇지 않다

매우

보통이다

그렇다

<------------------->
1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들은 서로 상충할 때가 있다.

2

3

4

5

6

7

나는 어떤 날에는 내 자신에 대해 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날
에는 그와 다른 의견을 갖게 된다.
나는 내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어쩌다 한 번씩 나는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과 실제의 나는 다르다고
느낀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나는 내가 진정으로 어
떤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내 성격이 서로 다른 특성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좀처럼 경험하지
않는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안다는 생각이 든
다.

8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들은 자주 변한다.

9

10

11

12

만일 나에게 내 성격을 설명하라고 하면 내 설명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할지 모른다.
비록 내가 원한다고 해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어떠한 사
람인지를 말해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전반적으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자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가 정말로 어려울 때가 있다.

*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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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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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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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양식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정보처리 유형에 따라 유발되는 정서의 차이
연구 책임자명 : 신서원(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정보처리 유형에 따라 유발되는 정서의 차이에 관한 연구입니다. 자기개
념이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귀하는 자기개념에 대한 설문을
작성한 대학생들 중에 표본집단으로 선정되어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
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연구원(신서원, 010-****-****)이 귀하
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
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
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정보처리 유형에 따라 유발되는 정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약 60명의 수도권 내 대학생이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귀하는 연구자가 제시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실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만일 귀
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귀하는 먼저 반응 속도 측정 과제를 실시하고 이어서 인지적 정보처리 과제에
참여하여 도형추리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를 마친 직후에 현재의 정서 상태
에 관한 설문을 작성하고 이어서 정서적 정보처리 과제에 참여하여 사전에 녹음된
지문을 듣게 되며 화자의 말이 현재의 마음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현재의
정서는 어떠한지를 평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측정의 신뢰성을 위해 다시 한 번 반
응 속도를 측정하는 게임을 한 후 실험에 대한 해명을 듣게 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일 약 30분 내외로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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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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자에
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 참여를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불이익은 전혀 없으
며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실험 참여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험 도중 불편했던 점을 연구자에게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으며 연구자에게 연
구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인지적 정보처리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의 약간의 지루함이나 불쾌한 감정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응속도 게임은 경쟁적인 환경에서 실시하며 게임에 졌을
경우 벌칙으로 약간의 소음을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음의 크기는 경미한 수준
이며 불쾌감을 크게 일으키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귀하는 언제든지 실험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질
문이 있으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소정의 상품권 외에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
니다. 다만,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정보처리 유형에 따라 유발되는 정서의 차이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
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신서원(010-****-****)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
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
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
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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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대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될 것입니
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
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신서원

만일 어느

전화번호:

010-****-****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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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880-5153

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
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
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서 명

날짜 (년/월/일)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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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Noise-Blast 게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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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RPM 도형추리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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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사전 질문지
1. 본인의 도형추리검사 결과를 써 주십시오.
점 수 :
백분율 :

______________ 점
상위 __________ % , 하위 __________%

2. 다음은 도형추리검사 후 검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 또는 V 표시를 해주십시오.
매우
쉬웠다

매우
어려웠다

보통이다

<----------------------------->

검사의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1

2

3

매우
실패하였다

4

5

6

7

매우
성공하였다

보통이다

<----------------------------->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3. 다음은 여러분이 현재에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기분을 기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 현재의 상태가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 또는 V 표시를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1 --------- 2 --------- 3 --------- 4 --------- 5
1 가슴 아프다

1

2

3

4

5

19 슬프다

1

2

3

4

5

2 겁나다

1

2

3

4

5

20 승리감을 느끼다

1

2

3

4

5

3 경멸하다

1

2

3

4

5

21 신나다

1

2

3

4

5

4 공포스럽다

1

2

3

4

5

22 쑥스럽다

1

2

3

4

5

5 기쁘다

1

2

3

4

5

23 우울하다

1

2

3

4

5

6 두렵다

1

2

3

4

5

24 유쾌하다

1

2

3

4

5

7 무섭다

1

2

3

4

5

25 자기혐오를 느끼다

1

2

3

4

5

8 무안하다

1

2

3

4

5

26 자책감을 느끼다

1

2

3

4

5

9 미워하다

1

2

3

4

5

27 죄책감을 느끼다

1

2

3

4

5

10 민망하다

1

2

3

4

5

28 즐겁다

1

2

3

4

5

11 부끄럽다

1

2

3

4

5

29 증오하다

1

2

3

4

5

12 분노하다

1

2

3

4

5

30 창피하다

1

2

3

4

5

13 분하다

1

2

3

4

5

31 행복하다

1

2

3

4

5

14 뿌듯하다

1

2

3

4

5

32 혐오스럽다

1

2

3

4

5

15 서글프다

1

2

3

4

5

33 화나다

1

2

3

4

5

16 성취감을 느끼다

1

2

3

4

5

34 흥겹다

1

2

3

4

5

17 수줍다

1

2

3

4

5

35 흥미롭다

1

2

3

4

5

18 수치스럽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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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사후 질문지
◎ 이어지는 질문은 도형추리검사 경험에 대한 음성을 듣고 응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연구자가
제시하는 녹음된 음성을 듣고 아래의 질문에 응답해주십시오.
1. 도형추리검사 경험에 대한 화자의 말을 듣고 기억에 남는 말을 한 두 문장으로 간단히
써 주십시오.

2. 다음은 화자의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화자의 말을 듣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거나 느껴지는 정도에 ○ 또는 V 표시를 해주십시오.

전혀

매우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
1

화자는 내 마음을 읽어주었다.

1

2

3

4

5

6

7

2

화자는 내가 느꼈던 감정을 반영해 주었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3
4
5

화자는 내가 검사를 하는 동안의 경험을 새롭게 이해하
도록 도왔다.
나는 화자와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다.
화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
로 느꼈다.
* 다음 장에 계속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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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여러분이 현재에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기분을 기술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
재의 상태가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 또는 V 표시를 해주십시오.

1 --------- 2 --------- 3 --------- 4 --------- 5
1 가슴 아프다

1

2

3

4

5

19 슬프다

1

2

3

4

5

2 겁나다

1

2

3

4

5

20 승리감을 느끼다

1

2

3

4

5

3 경멸하다

1

2

3

4

5

21 신나다

1

2

3

4

5

4 공포스럽다

1

2

3

4

5

22 쑥스럽다

1

2

3

4

5

5 기쁘다

1

2

3

4

5

23 우울하다

1

2

3

4

5

6 두렵다

1

2

3

4

5

24 유쾌하다

1

2

3

4

5

7 무섭다

1

2

3

4

5

25 자기혐오를 느끼다

1

2

3

4

5

8 무안하다

1

2

3

4

5

26 자책감을 느끼다

1

2

3

4

5

9 미워하다

1

2

3

4

5

27 죄책감을 느끼다

1

2

3

4

5

10 민망하다

1

2

3

4

5

28 즐겁다

1

2

3

4

5

11 부끄럽다

1

2

3

4

5

29 증오하다

1

2

3

4

5

12 분노하다

1

2

3

4

5

30 창피하다

1

2

3

4

5

13 분하다

1

2

3

4

5

31 행복하다

1

2

3

4

5

14 뿌듯하다

1

2

3

4

5

32 혐오스럽다

1

2

3

4

5

15 서글프다

1

2

3

4

5

33 화나다

1

2

3

4

5

16 성취감을 느끼다

1

2

3

4

5

34 흥겹다

1

2

3

4

5

17 수줍다

1

2

3

4

5

35 흥미롭다

1

2

3

4

5

18 수치스럽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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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디브리핑 예문
실험이 종료되었습니다.
1. 본 실험의 목적은 타당화가 자기애 성향자들의 분노 및 수치심,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2. 사전 설문에서 귀하는 자기애 성향 검사를 통해 자기애 성향자(상위 30%) 집단으로
선발되셨습니다. 또한 자기개념 명료성에 따른 정서 상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
개념 명료성 척도를 실시하였습니다.
3. 귀하가 실시하신 도형추리검사는 연구자가 사전에 피드백을 조작한 검사로 귀하의 응
답내용과 관계없이 정답 또는 오답으로 표시되며 최종 결과 또한 연구자의 조작에 따
라 낮은 점수와 낮은 등위로 표시됩니다. 즉, 도형추리 검사의 결과는 여러분의 수행과
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지적과제 수행에서 실패 피드백을 받았을 때의 자연
스러운 정서경험을 위해 설계된 내용이지만 실험 결과가 불쾌하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4. 도형추리검사 후 검사와 관련된 경험을 반영하는 음성을 듣는 과제에서 귀하는 A 그
룹 또는 B 그룹에 배정되었습니다.
1) A 그룹의 경우 여러분이 과제를 수행하며 느꼈을 거라 짐작되는 감정과 그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타당화’ 반응을 들려주었으며,
2) B 그룹의 경우 검사가 끝났을 때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시문을 들려주었습니다.
5. 기존 연구에 따르면 ‘타당화’ 반응은 우리가 겪었던 일에 대한 감정뿐만 아니라 그 감
정 속에 있는 성장 욕구를 알아주는 반응으로, 경험 속에서 느껴진 정서가 당연한 것
이며 충분히 그럴만하다는 확인을 해줌으로써 정서의 수용을 촉진합니다.
6. 본 실험에서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개념(ex.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과 상반되는
경험(ex. 나는 검사에서 실패했다.)을 했을 때 분노나 수치심이 일어날 수 있는데, ‘타
당화’ 반응을 통해 그러한 정서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변하여 안전하게 느껴지도록 함
으로써 부정적인 정서가 감소시키는 것을 검증하려고 하였습니다.
7. 연구의 결과를 위해 부득이하게 실험의 목적을 속이고 조작된 피드백을 할 수 밖에 없
었던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험에서의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인해 불쾌
한 감정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전공한 연구자와 이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권리가 귀하에게는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와의 단회 상담 이후에도 정서
적 고통이 남아있다면 필요한 경우 학교 내의 상담센터에서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문화원 02-880-5501)
8. 귀하의 참여로 인해 자기애 성향자들을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되
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밖에 연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
면 연구자에게 질문해주십시오. 끝까지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 : 신서원(이메일 : ssw8311@nate.com, 전화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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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validation on shame, anger
and aggression for college students with
a narcissistic tendency
Shin, Seow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the effect of validation on
shame, anger and aggression for college students with a
narcissistic tendency. Among 321 college students from Seoul, 96
were selected as the narcissistic tendency group and 69
participants' data were used for the analysis.
At first, after playing a Noise-Blast game to measure baseline
aggression, participants conducted a Raven’s Progressive
Matrix(RPM) test and got a failure feedback about it. Then,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groups(Validation or Control), in
which they got different verbal responses: validation their
emotion or only offering the objective information about the test.
Before and after receiving the reponses, they completed Discrete
Emotions Scale(DES) for the pre and post measurement of sh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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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ger. At last, they played a Noise-Blast game again for
post aggression.
The result showed that participants in Validation group
reported lower levels of shame and 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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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me, anger and aggression of college
students with a narcissistic tendency.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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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r, Ag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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