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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학생  내현적 애  역 능적 표현양식  계에  역량지각  매개효과  검

하고  하 다.  해 경 도에 는 학  1학  413  상  내현적 애, 역량지각, 표현양

식  정하 고 SPSS 20.0  용해 료  하 다. 주  결과 는 첫째, 내현적 애는 역량지각  하

  적상  보 고 역 능적 표현양식과는 정적상  보 다. 째, 내현적 애  역 능적 

표현양식 사 에  역량지각  하  신체  품행역량 그리고 사회적 수용도  운동역량  매개효

과  나타냈다. 본 연 결과는 내  취약한  해 애 향  보  수 는 학생  특  해하고 순

능  표현  적 적  생활  하는  건강한 애 발현  어떻게 도울 것 지에 한 그 료  제

공했다는  가 다.

주제어 : 내현적 애, 역량지각, 역 능적 표현양식, 표 , 억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perceived competence on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collected from the questionnaire was analyzed by using the SPSS 20.0 program.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covert narcissism has statistically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to self-perceived 

competency. It also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to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Secondly,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physical appearance’, ‘behavioral conduct’, ‘social acceptance’ and ‘athletic ability’ competencie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ignificant for providing the basic data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who have narcissistic tendencies due to a weak inner-self as well as helping their 

adaptational relationship through functional anger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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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한 자기애란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도 사랑하

고 수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나친 자기 심으

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오만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계를 어렵게 해 따돌림의 이유가 되고 이러한

태도가 반복될 때는 좌 감과 역기능 인 분노표 으로

부 응 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회문

화는 집단보다 개인의 가치에 이 맞춰져 자기애

행동양식을 더욱 발하고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심 행동으로 타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반 로

자기애성향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불편을 감수해

야 하는 상황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자기애는 성격장애의 특성을 구체화하면서 임상 진

단목 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자기애의 발달 기에 자

기상이 손상될 경우 자기 보호를 한 회복과정에서 이

상화된 거 자기가 웅 한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이것이

자기 심성으로외 화하는 병리 을 뜻한다[1]. 이

후, 자기애 발달과정에서 한 조건이 제공되어 성숙

발달단계를 거치게 되면 정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개

인의 성격 특성으로 보았고[2], 자기애를 성격특질로 보

게 되면서 차 다차원 인 개념으로 근하게 되었다

[3].

자기애는 거 자기 환상, 특권의식, 자만심, 타인을 무

시하는 행동으로 설명하나 웅 하면서 취약한 자기개념

을 핵심특성으로 보고 있다[4]. 그로 인해 자기애성향자

는 타인에 한 공감과 배려가 부족하고 불쾌감을 발생

시켜 단 과 고립을 래하는 자기 심 인 성격특성을

나타낸다1). 자기애는상이하게 표 되는 상에 의해 두

범주로 나 는데 오만하고 자기 과시 인태도를 겉으로

나타내는 경향을 외 자기애로, 자신에 한 타인의

반응에 불안해하고 소심함과 불안정한 태도를보이는 경

향은 내 자기애로 구분한다[5]. 내 자기애성향자

는 웅 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나 타인의 평가에 과민하

여 쉽게 수치심을 느끼고 수 음에 심의 이 되는

것을 불편해하며 거 이나 모욕에 한두려움으로 축

된 행동 양상을 드러낸다[2.6]. , 내 자기애는 외

자기애보다 자존감이 낮고 우울과 공격성은 높으며

자기개념이 부정 이고 명료하지 않아 자기평가에서도

1) 만, 한수정(2000). 애적 격 애. 울: 학지사.

부정 이다[7,8]. 그로 인한주 인불편감이더욱 가

되므로 외 자기애보다 훨씬 역기능 으로 본다[7,9].

특히,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자기평가에서 자기애

특성이 나타날 수 있고 자기애 발달이 병리 으로 치우

칠 수 있어 자기애 취약성을 극복해야 하는 요 변화

시 으로보고 있다[10,11]. 그뿐만 아니라청소년기는 심

리 인 불안정으로 스트 스에 취약하고 분노 같은 내

감정의 통제가 어려워 자신의 의사와 욕구가 좌 될 때

는 부 한 표 과 공격 행동으로 분노를 발산하는 발

달특성을 보인다[12]. 억압되었던 분노가 어느 순간폭발

하면 보다 공격 이고 극단 이 될 뿐만 아니라[4], 청소

년 비행이나 래 괴롭힘의 원인이 되기도 하 다[13].

무엇보다도 학생은 집단 구성원과 바람직한 의사소통

으로 건 한 인간 계를 형성하고 연 의식을 학습하는

시기에 해당되어 래 계에서 이런 부 응 인 표 양

식이 학습될 때는 반복과 지속성으로 공격 방식의 행

동이 강화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14]. 이는 청소년기의

역기능 분노표 에 따른 문제행동이 성인기까지 지속

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15]을 지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외 화 문제행동을 이해하기 해

분노 정서와 역기능 분노표 양식을 련짓고 있다

[14]. 특히, 분노와 련된 연구들은 개인의 분노 경험보

다 분노감을 어떻게 표 하는지에 을 맞춘다[16]. 분

노표 양식은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행동 인 차원의

개인 응방식으로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 로 구분

하고 있다[17]. 이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역기능

분노표 양식으로, 분노조 은 기능 분노표 양식으

로 다시 세분한다[18]. 그리고 분노경험 수 이 비슷할지

라도 분노표 은상황에따라다를 수있고 그에 따라다

른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4].

청소년의 역기능 분노표 양식에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자기애, 완벽주의, 자기개념 명확성, 자존감, 사

회 지지, 귀인양식, 분노수 , 비합리 신념등이있다
1)
.

특히, 학생의 내 자기애와 역기능 분노표 은

인 계 문제에 부정 으로 향을 미치고 있어 래

계 향력이 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응에 해

되는 심리내 험요인으로 본다[19]. 그러므로 성인기

부 응의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학생의 내 자

기애성향과 이로 인한 역기능 분노표 에 한 개입은

더욱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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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기애성향에서과장된 자기개념은 때로는 높은

자존감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개

념은 오히려 부정 이고 불안정한 비합리 신념 상태로

장된 방어 자존감으로 본다. 선행연구에서도 자기애

성향자들은 자존감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통제집단

보다 자기애 특성이 두드러졌고 부정 정서의 분노가

더욱 발생되었다[20]. 특히, 내 자기애성향자는 자기

개념의 명료성이 낮아 외 자기애성향자보다 자기개

념의 취약성을 더욱 반 하고 자존감을유지하고자

상황을 아 회피하거나 타인의 반응에 한 과민한 탐

색으로 극복하고자 하 다[21].

자존감은 자신에 한 정․부정 단의 총체 인

평가 의미로 자기개념, 자아지각, 자아가치감, 자아효능

감 등의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한, 자존감은

자기 가치에 한 정도를 반 하는 정의 평가의 개념

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형성되며 안정성

을 함의한다. 이에, Harter는 청소년의 자존감은 발달과

응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행동, 동기, 성취 사회

계 등 반 인 역에 폭넓게 향을 미치므로 자

신에 한 평가는 사회화 과정에서 성공․실패 경험에

따라 역량 단을 토 로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이면서

계 으로 수행할 것을주장하 다[22]. 특정 역의 상

호작용에서 청소년이 자신에 한 능력정도를 지각하는

것은 자존감 형성에 향을 미치므로자존감의 개념에서

분화된 학업, 사회 수용도, 운동, 신체외모, 품행역량

5요인을 자존감의 하 요인으로 제시하고 자신에 한

평가 역인 자존감과 구분 지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

존감 증진은 하 요인을 통해 더욱 용이할 것으로 보았

다[23].

역량지각과 자존감의 련성에 한 선행연구들도 역

량지각이 자존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밝 주었다

[24]. 역량지각과 자존감의 개념은 자기 자신에 한 평

가라는 공통 의미에서 그 경계가 다소 모호할 수 있으

나 자존감은 정 혹은 부정감정을 담고 있는 단 개

념이고 역량지각은 정이나 부정감정을 담지않은 역

별 역량에서 자신의 지각수 을 단한다는 에서 차이

가 있다[24]. 그러므로 자존감의 결정요인으로 역량지각

의 하 요인들과 자아 가치감은 분리하여독립 으로 측

정해야한다[25]. 특히, 학생은자아의식의 발달이 진

되는 시기로 안정 인 자존감을 한 노력을 더욱 필요

로 하고[24], 정 인 자기개념을 유지하고자 래와의

비교를 통해 역별로 객 인 평가가 가능하다[25].

그뿐만 아니라 자존감은 인간행동의 동기 요소로

개인의 응과 성격발달에 요하며 우울, 분노 등 청소

년의 부정정서와 련이 높아 청소년 비행의 조 요인이

기도 하다[25]. 자존감이 높을수록 분노반응을 조 하고

충동 인 분노표출과 필요 이상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감소되었으며, 자존감이 낮을수록 역기능 분노표 양

식은 증가하 다[26]. 자존감을 매개로 한 선행연구에서

도 내 자기애성향자는 자존감이 낮고 부정 인 자기

개념을 가지며 이러한 자기 확신 부족은 주 불편감

과 낮은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쳤다[9]. 이러한 결과는

열등감, 자기의심, 자신의 비 에 한 민감성과 같은 내

자기애 특성으로 인해 자기평가를 부정 으로 한다

는 임상연구를 지지하며[6], 내 자기애성향자는 자존

감을 통해 계 공격성 는 사회불안에 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와도일맥상통한다[27]. 그 외, 청소년의 자

존감이 내 자기애와 정 래 계 사이에서 완

매개를 나타내[28], 내 자기애가 자존감을 통해 정

래 계에 향을 미치고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보

아 취약한 자기개념을 특성으로 하는 내 자기애성향

의 학생은 일반 청소년보다 더욱 부 응 인 생활을

할 것으로 측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내 자기애는 자존감, 분

노표 양식, 래 계, 공격성, 사회 상호작용 등에

향을 미치며 자기애성향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는데 자

존감이 요한 요인임을 확인하 다. 특히, 내 자기

애성향의 청소년은 발달단계에서의 심리 인 불안정과

취약한 자기개념으로 가치기 이 명료하지 않아 건강한

자존감 형성에서 어려움이 더욱 커 부 응 문제를 경

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도 내 자기애와 자존

감, 분노, 공격성, 인 계 등의변인들에 한선행연구

들은 일반 으로 자기애성향이 높을 때 강한 분노감과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을 뿐 자기애성

향자의 자존감 증진을 한 변인 간의 련성에 한 연

구는 여 히 미흡하다. 이에 다차원 자아체계를 근거

로 하는 Harter의 역량지각은 다양한 역에서 자신에

해 구체 이고 객 인 단이 가능해 학생의 발달

단계에서 불안정한 자기개념으로 인한 자기애성향의 문

제에 정 으로 여할 요인으로 보았다. 이를 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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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자기역량지각의 하 요인들이 학생의 내

자기애와 역기능 분노표 양식의 계에서 재

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내 자기애, 자기역량지각, 분노표 양식의

계는 어떠한가?

둘째, 내 자기애와 역기능 분노표 양식의 계

에서 자기역량지각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 방법

2.1 연 상

본 연구에서는 학교 간 변동으로 응을 한 심리

활동이 크고 자기애성 취약함이 나타나는 청소년 시

기에 해당되는 학교 1학년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소재하는 3개 학교에 재학

인 1학년 학생 434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고, 이

불성실하거나 락된 응답 21부를 제외한 413명의 결

과를 최종 분석에사용했다. 체 유효표집 상 남학

생은 213명(51.6%), 여학생은 200명(48.4%)이었다.

2.2 연 도

2.2.1 내현적 애 검사

Ahktar와 Thompson2)[6]의 자기애 성격장애의 임

상 특성을 참고하여 강선희와 정남운이 비임상집단을

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내 자기애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했다[29]. 5개 하 요인

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의 합산 수가 높

을수록 내 자기애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강

선희와 정남운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2.2.2 역량지각 검사

Harter가 제작한 Self-Perception Competency for

Children(SPCC)을 박 애3)가 번안한 것을 사용했다. 이

2) Akhtar, M. D.,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3) 박 애(1995).  양  행동 및 계  아동  존감과

 계. 고 학  학원 박사학 문.

검사는 학업, 사회 수용도, 운동, 신체외모, 품행, 반

자아가치감의 6개 역에서 각 6문항씩 총 36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요인

순으로 .78, .72, .78, .80, .61, .78을 나타냈다.

2.2.3 표현양식 검사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 척도
4)
를 한국 으로 개발한 겸구, 한덕웅, 이

장호, Spielberger, C. D.(1997)의 척도(STAXI-K: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5)
를 사용하 다. 분노경험과 분노표 의 총 44문

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노의 경험보다 경험한 분노를

어떻게 표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분노표 양식에

을 맞추어 분노표출․분노억제․분노조 의 요인별

각 8문항씩 총 24문항을 사용하 다. 각 문항 수의 합

산을 산출해 합산 수가 높을수록 해당 분노표 양식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겸구와 한덕웅 그리고

이장호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하 요인 순으로

.73, .78, .79 고, 본 연구에서는 .80, .80, .78을 나타냈다.

2.3 료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 다. 첫째, 측정변수에 한 신뢰도 검증을 해 내

합치도(Cronbach's α)를 확인했다. 둘째, 주요변인들의

체 인 련성을 확인하고자 기술통계와 Pearson 상

분석을 실시했다. 셋째, 매개효과의 확인을 해 Baron

과 Kenny6)[30]가 제안한 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수행

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 검증으로

Sobel 검증을 실시하 다.

4)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Ed). Individual difference,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N.Y.: Springer-Verlag.

5) 전겸 , 한 웅, 호, Spielberger, C. D. (1997). 한  

STAXI-K 척도 개발:  혈압. 한 심리학회: 건강, 

2(1), 60-78.

6)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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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of Covert Narcissism with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Anger Expression  

(N=413)
1 2 3 4 5 6 7 8 9 10

1. Covert narcissism 　 　 　 　 　 　 　 　 　

Self-

perceived

Competence

2.Scholastic excellence -.35
**

　 　 　 　 　 　 　 　

3.Social acceptance -.42
**

.25
**

　 　 　 　 　 　 　

4.Athletic ability -.26
**

.17
**

.35
**

　 　 　 　 　 　

5.Physical appearance -.46
**

.36
**

.30
**

.31
**

　 　 　 　 　

6.Behavioral conduct -.42** .42** .22** .11* .37** 　 　 　 　

7.Overall self-worth -.62** .47** .41** .29** .70** .57** 　 　 　

Anger

Expression

8.Anger-out .28** -.09 .05 -.01 -.22** -.41** -.24** 　 　

9.Anger-in .58** -.19** -.37** -.27** -.34** -.30** -.42** .46** 　

10.Anger-control -.08 .16** .01 -.00 .17** .33** .19** -.30** .03 　

M 2.33 2.66 2.89 2.70 2.59 2.89 2.89 1.98 2.01 2.55

SD .71 .63 .63 .68 .70 .47 .59 .58 .60 .57

Skewness .37 -.03 -.48 -.02 -.24 .05 -.04 .69 .48 .17

Kurtosis -.33 -.28 -.00 -.53 -.50 -.12 -.41 .19 -.25 -.29

*p〈.05, **p〈.01

3. 연 결과

3.1 내현적 애, 역량지각, 표현 

양식  계

내 자기애, 자기역량지각, 분노표 양식의 련성

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분석결과 유의수 .01에서 내 자기애는자기역량

지각의 하 요인 모두와 유의미한 부 상 (r=-.26～

-.62)을 나타냈고 분노표 양식의 분노표출(r=.28) 분

노억제(r=.58)와는 정 상 을 보 으나, 분노조 과는

상 하지 않았다.

자기역량지각의 상 결과로는역량지각 5요인이 반

자아가치감과 정 상 (r=.29～.70)이 있고, 신체외

모역량과 품행역량 그리고 반 자아가치감은 분노표

출과 유의하게 부 상 (r=-.22～-.41)을 나타냈다. ,

역량요인들과 반 자아가치감은 분노억제와 유의하

게 부 상 (r=-.19～-.42)을 나타냈고 학업, 신체외모,

품행역량과 반 자아가치감은 분노조 과 유의하게

정 상 (r=.16～ .33)을 나타냈다. 특히 신체외모역량,

품행역량, 반 자아가치감은 분노표출 분노억제와

부 인 상 이 있고 분노조 과는 정 인 상 을 보여

분노표 양식 모든 요인과 상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내현적 애  역 능적 표현양식  

 계에  역량지각  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증을 해 Baron과 Kenney가 제안한 3단

계 차를 따라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했다[30]. 매개조건

충족을 해서는 먼 ,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

에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에서는 독

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치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에서 표 화된 베타

값이 2단계보다 감소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Sobel 검증을 실시했

고, 그 결과 Z의 값이 -1.96 이하, +1.96 이상의 범

에 존재하는지 확인하 다.

3.2.1 내현적 애  표  계에  

역량지각  매개효과

내 자기애와 분노표출의 계에서 역량지각과

반 자아가치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해 학업, 사

회 수용도, 운동, 신체외모, 품행의 역량들과 반 자

아가치감을매개변수로하여 1단계에서는독립변수에내

자기애를 투입하고 종속변수에는 매개변수(학업,

사회 수용도, 운동, 신체외모, 품행, 반 자아가치

감)를 투입해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수행했다. 2단계에서

는 독립변수에 내 자기애를 투입하고 종속변수에는

분노표출을투입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3단계에

서는 독립변수에 내 자기애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

입하고 종속변수에는 분노표출을 투입하여 학업, 사회

수용도, 운동, 신체외모, 품행, 반 자아가치감의 매개

변수별로 각각 다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공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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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perceived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Anger-out                                                  (N=413)
Mediating variable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t R2(adj R2) F

Physical appearance

1 Covert narcissism Physical appearance -.462 -10.550
***

.213(.211) 111.310
***

2 Covert narcissism Anger-out .278 5.878
***

.078(.075) 34.554
***

3
Covert narcissism

Anger-out
.223 4.201

***

.089(.084) 19.983***
Physical appearance -.120 -2.251

*

Behavioral conduct

1 Covert narcissism Behavioral conduct -.421 -9.411
***

.177(.175) 88.562
***

2 Covert narcissism Anger-out .278 5.878
***

.078(.075) 34.554
***

3
Covert narcissism

Anger-out
.127 2.588

*

.184(.180) 46.093
***

Behavioral conduct -.359 -7.297***

Social acceptance

1 Covert narcissism Social acceptance -.416 -9.287*** .173(.171) 86.257***

2 Covert narcissism Anger-out .278 5.878*** .078(.075) 34.554***

3
Covert narcissism

Anger-out
.363 7.079***

.111(.107) 25.656
***

Social acceptance .202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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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와 분산팽창요인(VIF) 값과 Durbin-Watson 지수로

다 공선성과 자기상 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마

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 확인을 해 Sobel

검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로는 내 자기애와 분노표출의 계에서

자기역량지각의 하 요인 신체외모역량과 품행역량

의 매개효과가 검증 고 학업, 사회 수용도, 운동의 역

량들과 반 자아가치감은 유의한 결과가입증되지 않

았다. 분석결과를 <Table 2>로 제시하 다.

먼 신체외모역량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단계별 회

귀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F값이 모두 유의하 다. 1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내 자기애가 매개변수인 신체

외모에 미치는 향력(β=-.462, p〈.001)은 유의하고

21.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내

자기애가 종속변수인 분노표출에 미치는 향력(β

=.278, p〈.001)도 유의하 으며, 7.8%를 설명하고 있다.

3단계에서독립변수인내 자기애가 종속변수인 분노

표출에 미치는 향의 베타 값은 2단계보다 유의하게 감

소하 고(β=.223, p〈.001), 매개변수인 신체외모도 종속

변수인 분노표출에 유의하게 기여(β=-.120, p〈.05)하고

있어 매개효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 다. 3단계에서의

설명력은 8.9%를나타냈다. 통계 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해 수행한 Sobel 검증 결과에서도 유의한 값(Z=3.870,

p〈.001)을 보여 내 자기애와 분노표출에서 신체외

모역량의 부분매개역할이 검증 다.

품행역량의 매개검증에서도 단계별로 회귀모형식의

유의한 F값이 확인되었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내

자기애가 매개변수인 품행에 미치는 향력(β=-.421, p

〈.001)이 통계 으로 유의하 고 17.7%의 설명력을 나

타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내 자기애가 종속변

수인 분노표출에 미치는 향력(β=.278, p〈.001)은 유의

하 으며 설명력을 7.8% 나타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

인 내 자기애는 2단계보다 종속변수인 분노표출에

미치는 향의베타 값이 유의하게 감소하 고(β=.127, p

〈.05), 매개변수인 품행도 종속변수인 분노표출에 유의

하게 기여(β=-.359 p〈.001)하고 있어 매개변수인 품행

역량의 매개조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3단계에서의 설명

력은 18.4%를 나타냈다.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

증하기 해 수행한 Sobel 검증결과(Z=2.506, p〈.001)에

서 Z의 값은 1.96이상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하여

내 자기애와 분노표출에서 품행역량의 부분매개역

할은 검증되었다.

한편, 사회 수용도역량은 회귀모형식의 합도를보

여주는 F값과 변인 간 향력의 t값에서는 유의한 결과

를 나타냈으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의 표

화된 베타 값이 3단계(β=.363)에서 2단계(β=.278)보다

감소하지 않아 매개효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개효과

는 검증되지 않았다.

3.2.2 내현적 애  억제  계에  

역량지각  매개효과

내 자기애와 분노억제의 계에서 역량지각과

반 자아가치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해 학업, 사

회 수용도, 운동, 신체외모, 품행의 역량들과 반 자

아가치감을매개변수로하여 1단계에서는독립변수에내

자기애를 투입하고 종속변수에는 매개변수(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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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perceived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Anger-In                                                   (N=413)
Mediating variable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t R2(adj R2) F

Social acceptance

1 Covert narcissism Social acceptance -.416 -9.287
***

.173(.171) 86.257
***

2 Covert narcissism Anger-In .580 14.424
***

.336(.334) 208.062
***

3
Covert narcissism

Anger-In
.516 11.837

***

.355(.352) 112.960***
Social acceptance -.152 -3.492

**

Athletic ability

1 Covert narcissism Athletic ability -.255 -5.350
***

.065(.063) 28.625
***

2 Covert narcissism Anger-In .580 14.424
***

.336(.334) 208.062
***

3
Covert narcissism

Anger-In
.547 13.292

***

.352(.349) 111.308
***

Athletic ability -.130 -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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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수용도, 운동, 신체외모, 품행, 반 자아가치

감)를 투입해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수행했다. 2단계에서

는 독립변수에 내 자기애를 투입하고 종속변수에는

분노억제를 투입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3단계에

서는 독립변수에 내 자기애와 매개변수를동시에 투

입하고 종속변수에는 분노억제를 투입하여 학업, 사회

수용도, 운동, 신체외모, 품행, 반 자아가치감의 매개

변수별로 각각 다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공차한계와 분

산팽창요인(VIF) 값과 Durbin-Watson 지수로 다 공선

성과 자기상 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고, 마지막으로

통계 인 매개효과의 유의성 확인을 해 Sobel 검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로는 내 자기애와 분노억제의 계에서

자기역량지각의 하 요인 사회 수용도와 운동역량

의 매개효과가 검증 고 학업, 신체 외모, 품행의 역량

들과 반 자아가치감은 유의한 결과를입증하지 못했

다. 이에 한 분석결과는 <Table 3>으로 제시했다.

먼 , 매개효과를 보인 사회 수용도역량을살펴보면

단계별 회귀모형식의 F값이 모두 유의하 다. 1단계에서

는 독립변수인 내 자기애가 매개변수인사회 수용

도에 미치는 향력(β=-.416, p〈.001)이 유의하 고 설

명력은 17.3%를 보여주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내

자기애가 종속변수인 분노억제에 미치는 향력(β

=.580, p〈.001)도 유의하 으며, 33.6%를 설명하고 있다.

3단계에서독립변수인내 자기애가 종속변수인 분노

억제에 미치는 향력의 베타 값이 2단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고(β=.516, p〈.001), 매개변수인 사회 수용도

가 종속변수인 분노억제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고(β

=-.152, p〈.01) 있어 매개효과의 조건은 모두 충족되었

다. 3단계에서의 설명력은 35.5%를 나타냈다. 매개효과

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해 수행한 Sobel 검증 결과

(Z=3.870, p〈.001)에서도 Z의 값이 1.96 이상으로

기 에 합해 내 자기애와 분노억제에서 사회 수

용도역량의 부분매개역할을 입증했다.

운동역량의 매개결과를 살펴보면 단계별 회귀식에서

F값은 모두 유의하게 합하 다. 1단계에서독립변수인

내 자기애가 매개변수인 운동에 미치는 향력(β

=-.255, p〈.001)은 유의하 고 설명력은 6.5%를 나타냈

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내 자기애가 종속변수인

분노억제에 미치는 향력(β=.580, p〈.001)도 유의하

으며 33.6%를 설명해주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내

자기애는 종속변수인 분노억제에 미치는 향의 베타

값이 2단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고(β=.547, p〈.001),

매개변수인 운동이 종속변수인 분노억제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고(β=-.130, p〈.01) 있어 매개효과의 조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3단계에서의 설명력은 35.2%를 나타냈

다. 마지막으로 통계 인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해

수행한 Sobel 검증(Z=–5.41, p〈.001)에서도 Z값이 -1.96

이하, +1.96이상의 범 에 존재하므로 매개효과는 유의

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운동역량의 부분매개역할이 입증되

었다.

4.  및 결

본 연구는 학생의 내 자기애와 역기능 분노

표 양식의 계에서 자기역량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먼 내 자기애, 자기역량

지각, 분노표 양식의 상호 련성을 알아보았고, 내

자기애와 역기능 분노표 양식과의 계에서 자기역

량지각의 하 요인별로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선행연

구에 비추어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해석하고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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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내 자기애, 자기역량지각, 분노표 양식 간

의 단순상 을 분석한 결과 내 자기애는 자기역량지

각의 5요인 반 자아가치감과 유의하게 부 상

을 나타냈다. 아울러 내 자기애는 분노표출 분노

억제와는 정 상 이 있고 분노조 과는 상 이없어 역

기능 분노표 양식과 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내 자기애성향이 역기능 분노표 양식과 정

상 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6]. 이로

보아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내 자기애성향의 학생

은 열등감을 감추고 자존감을 유지하고자역기능 인 분

노표 양식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 래 계에서의 어려

움을 상할 수 있다.

특히, 자기역량지각요인들 모두 반 자아가치감과

유의하게 정 상 을 보인 결과는 역량지각과 자존감이

정 상 을 갖는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24, 31]. ,

반 자아가치감이 분노표 양식 모두와 상 이 있는

결과는 반 자아가치감이 심리 안녕감과 정 상

이 있고[31], 청소년의 심리 안녕감에 자존감이 크게

향을 미치고 있는[32]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반 자

아가치감은 정서 분노표 과 련되어 학생의 응

생활에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상 결과를 종합하면 학생의 내 자기애

는 자신에 한 객 평가가 가능한 자기역량지각

역기능 분노표 과 상 이 있고, 자기역량지각은 자존

감과 상 이 있어 학생의 취약한 자존감과 련할 것

으로 보인다. 이에 자기역량지각은 내 자기애와 역

기능 분노표 양식의 사이에서 재효과를 나타낼 것

이다.

둘째, 내 자기애와 역기능 분노표 양식의 사이

에서 자기역량지각 하 요인들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로

는 내 자기애와 분노표출의 계에서 자기역량지각

의 하 요인 신체외모와 품행역량이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 자기애성향이 높을

수록 분노표출도 증가하는데 자신의 신체외모에 한 만

족감이나 기 치에 합하다고 지각하는 자신의 행동방

식에 따라 분노표출에 한 내 자기애의 향력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학생의 공격성

측에서 자기역량지각의 하 요인 품행역량이가장 높

은 요인임을 밝 연구결과와 맥락 해석이 가능하다

[33]. , 내 자기애성향의 학생은 자기 심 인 특

성으로 타인들과 원만한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나 표

부족으로 응 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체외모에

한 자신감과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찰 용

하는 태도를 습 화시킨다면 자신에 한 평가에서도 객

성을 부여하여 부 응 인 분노표출에 한 내 자

기애성향의 향력은 완화될 것이다.

다음으로, 내 자기애와 분노억제의 계에서자기

역량지각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된 사회 수용도역량

과 운동역량을 살펴보면, 내 자기애가 분노억제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 수용도역량 는 운동역

량을 투입했을 때 분노억제에 한 내 자기애의

향력은 감소하 다.

사회 수용도 측정 문항들은 친구 계 는 자신의

인기도와 같은 친구와의 상호작용 정도를 묻고 있다. 그

러므로 내 자기애와 분노억제의 사이에서 사회 수

용도역량의 매개의미는 내 자기애성향의 학생들

이 친구 계를 원만하다고 지각할수록 분노를 억제하려

는 경향에 향을 미쳐 심리내면에 분노감을 쌓아두지

않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역량지각이 높은 집단에

서는 정 친구 계의 질 인 측면을 많이 보이고 역

량지각이 낮은 집단에서는 부정 친구 계를 보이며

[34], 친구 계가 자아개념에 향을 미치는[35] 연구들

과 함께 학교 시기의 친구 계가 매우 요함을 확인

시켜 결과이기도 하다. 이를 해 자기애성향의 학

생이 학습활동에서 자신의 행동에 한 래의 반응을

과민하게 느껴 좌 감을 갖지 않도록 교사의 세심한 지

지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자신을 검할 수 있는방법의

제시[36]와 학생의 학교 응을 한 부모의 융합 인

양육태도와 같은사회 인 지지도 필요할 것이다[37]. ,

운동역량의 매개효과 의미는 다양한 신체활동으로 인한

만족감이 분노를 억제하려는 내 자기애성향을 승화

시켜 부정정서 감소를 진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 자기애가 운동역량에 부 으로

향을 주고 있어 내 자기애성향이 높은 학생은 운

동욕구가 낮아 동 활동을 기피하여 자신의 역량에

한 정도를 지각하지 못할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특성

을 고려한 직 는 간 의 다양한 신체활동 로그램

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의 문제행동에 한 궁극 인 목 은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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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는 내 자기애가 역량지

각의 하 요인들을 통해 역기능 분노표 에미치는

향력이 달라질 수있음을 밝 주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내면의 취약한 자기로 인해 자기애성향을 보일

수 있는 학생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자기역량지각을

통하여 역기능 분노표 에 한 내 자기애성향의

완화로 응 인 생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의 방향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Harter의 다차원 자아체계를 근거

로 자기역량지각 요인들을 통해 변인 간의 련성을 측

정하 으나 다차원 인 련성을 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 인 검증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척도들은 외국의 척도를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 으므로 변화하는 문화를 반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발달단계별로 타당화한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연구에서는 3개 학교 1학년 집

단만을 표집 상으로 하 기에 이 결과를모든 학생에

게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성별, 학교 간, 지

역 간의 차이검증을 한표집 상의 확 심도 있는

횡 ․종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자기애,

자존감, 분노표 양식은 모두 사회 요구와 련되는

개인의 특성들로 개인성향의 구체 인 확인을 해서는

요구받는 요인들을 통제하는 연구 설계와다양한 변인들

과의 련성에 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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