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자의식 정서는 발달 으로 기본 인 정서들(basic

emotions) 이후에 형성되는 특정한 인지능력을 요구하는

정서로[1], 사회 계속에서자신 타인에 한 단

등의 인지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2]. 표 인 자의식

정서 하나인수치심은내재화된 타인 사회 가

치가 그 개인의 행동이나 특성에 해 부정 인 평가나

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경험된다는 것이 특

징이다[3]. 수치심은 자신의 총체 인 자기(Self)를 부

하고 부족한 존재로 표상함으로써 생기는 정서로 자신

에 해 정 인 태도를 취하려는 인간의 기본 동기

를 방해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4]. 자기에 한 부정

인 평가로 유발되는 정서인 수치심은 과거의 행동자체

에 한부정 인평가로야기되는죄책감과는 구분된다.

죄책감은 행 자체에 한 감정으로 이에 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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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려는 동기를 발생시키는 응 인 측면을갖고 있

지만, 수치심은 보다 고통스럽고 부정 인 정서 상태를

야기하며, 자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

는 동기 고통스러운 상태를 탈피하고자 하는 강한 동

기를 야기한다[1].

자기(self)에 한 반 인 평가 하를 자각하는 것

에서 비롯되는 수치심은 개인 신분의추락이나 타인의

거부를 지각하는 사회 사건들에 의해 유발되며, 수치심

경험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평가 하(self-devaluation)의

지각은 자기 가치와 자기 효용성을 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이런 자아에 한 부정 인식은 상 방에

한 의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고, 자아에 한 좌 감

이 공격성으로 이어져, 공격성을 직 으로 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등의 외 화를 통해 수치심을 느

을 때의 고통스러운 감정과 손상된자아를 회복하고자

한다[5]. 이는 힘과 지배의 신호로 여기는 공격성을 통해

사회 계를 높이고 수치심으로 유발된손상을 회복시

키려는 시도로 수치심의 수 이 높을수록공격성이나 폭

력에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수치심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청소년을 상으로 수치심과 공격성의 계를살펴본 연

구에 따르면, 수치심을 강하게 경험하는 청소년일수록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6]. 한 수치심이 높을수록

회피와 억제, 투사와 수동공격, 행동화와 같은 미성숙한

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미성

숙한 방어의 기제 사용의 근 에는 분노와 개심을 갖

고 있으며, 자신에게 수치심을 주었다고 여기는 상에

게 직, 간 으로 공격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7]. 청소년과 아동을 상으로 한 수치심과 공격성

의 계연구는 활발하게이루어진 편이나[5-8], 국내에서

는 성인을 상으로 한 수치심과 공격성의 계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수치심과 공격성의 계를 탐색함으

로써 수치심과 같은 부 정서가 공격성에 미치는 향

을 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수치심과 공격성 간의 계가 범 하게 연구되지는

않았으나, 소수의 경험 연구에 의해 수치심이 공격성

과 련이있음을알 수있다[5-8]. 그러나수치심을 경험

한다고 해서 공격성과 같은 외 문제행동이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수치심은 외 화 문제뿐만 아니라 우울, 불

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에서 수치

심이 반드시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수치심과 공격성간의 계를 좀 더 명료화하

기 해서는 두 변인 사이에 내재하는 기제에 한 부가

인 탐색이 필요하다. 수치심이 한 정도로 경험되

는 경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개인의 도덕발달에 응

인 도움을 수 있다. 그러나 강렬한 부정 정서를

조 하지 못할 경우 건강하고 성공 인 기능이 어려워지

는데, 조 하기 어려운 정서 의 하나인 수치심과 같은

부정 인 정서는 정서조 과 한 향을 맺고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9,10]. 수치심은 정서 억압과 같은 부

응 정서조 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내 으로는

심리 불편감을, 외 으로는 공격성과 같은 병리 증

상들을 일으킬 수 있다[11,12].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이

개인에게 있어 정 인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 으

로 수치심을 경험할 경우 개인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방

어하게 되어 정서조 의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정서조 은 부정 정서 유발과정에 여하여 공격성의

감소 는 증가를 측하는 변인이며, 다양한 정서 상

황 속에서 원만한 인간 계를 형성하기 한 필수요인으

로 여겨졌다[13]. 이에 수치심은 정서를 조 하는데 어려

움을 가 시키고, 이는 감과 공격성과 같은 정신병

리 증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수치심과 공격성의 계

에 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일 되지 않은 편으로 수치

심과 공격성의 정 계가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

고, 수치심과 공격성 간에는 직 인 연 이 없고, 단지

정서조 의 어려움이 있을 때만 수치심과 공격성 간에

연 이 있다고 밝힌 연구도 있다[14].

정서조 은 정서를 느끼는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조 하며, 정서변화를 해 상황을

조 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 인 노력이다[15]. 정

서조 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정 인 정서를 경험할

때 행동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높고, 정서조 에 곤란이

은 경우는 부정 정서를 경험하더라고 행동문제를 덜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런 결과는 부정 정서

와 문제행동 간의 계에서 정서조 능력이 요한 매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17]. 즉, 정서조 곤란은

수치심으로 인한 공격성 증가의 험요인이 될 수 있고,

수치심과 공격성의 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과 공격성의

계와 수치심이 공격성으로 발 되는 과정에서 정서조

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 검증을 통해

수치심가 같은 부 정서에 의해 유발되는 공격성을 다

루는데 정서조 의 기능을 악하고 응 인 정서조



수치심과 공격 간  계: 정 조절곤란  매개 과  심 로 341

의 개입방안을 모색하는 기 자료로 삼고자 한다.

2. 연 방법

2.1 연 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사이버 학교 재학생을 상으

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

은 295명으로 불성실하게 응답한 8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287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별 분포는 남

성 50명(17.4%), 여성 237명(82.6%)이었고, 연령분포는

20 33명(11.5%), 30 67명(23.3%), 40 124명(43.2%),

50 57명(19.9%), 60 6명(2.1%)이었다. 최종학력 분포

는 고졸 95명(33.1%), 문 졸 91명(31.7%), 졸 68명

(23.7%), 학원졸 33명(11.5%)이었다.

2.2 측정도

2.2.1 수치심 경험척도(Korean Version of the 

Experience of Shame Scale)

Andrew 등이 개발한 수치심 경험척도를 신재은 등이

번안한 수치심 경험 척도를 사용하 다[18]. 수치심 경험

척도는 ‘성격 수치심’(9문항), ‘신체 수치심’(3문항),

‘실패경험 수치심’(3문항), ‘행동 수치심’(3문항) 등 4개

의 하 척도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형의 4

척도(1= 아니다, 2=약간 그 다, 3=상당히 그 다,

4=심하게 그 다)로 측정한다. 내 일치도는 .89,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6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성격 수치

심 .89, 신체 수치심 .85, 실패경험 수치심 .79, 행동

수치심 .82로 나타났다.

2.2.2 공격  질문지(Korean Version of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Buss와 Perry가 개발하고 서수균과 권석만이 번안한

공격성 질문지를 사용하 다[19]. 신체 공격행동 9문

항, 언어 공격행동 5문항, 분노감 5문항, 감 8문항

등 4개의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형의 5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로 측정한

다. 서수균 등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 합치도는 신체

공격행동 .74, 언어 공격행동 .73, 분노감 .67, 감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체 공격성 .65, 언어 공

격행동 .78, 분노감 .69, 감 .74로 나타났다.

2.2.3 정 조절곤란척도( Korean Version of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K-DERS)

정서조 곤란을 측정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Gratz와 Roemer가 개발하고 조용래가 번안하고 타당화

한 정서조 곤란 척도를 사용하 다[20]. K-DERS는 6

개의 하 척도인 충동통제곤란(7문항), 정서의 주의/자

각 부족(8문항), 정서의 비수용성(7문항), 정서 명료성

부족(3문항), 정서조 략 근 제한(6문항), 목표지향

행동 수행 어려움(4문항) 등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응답은 Likert형의 5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로 측정한다. 조용래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 합치도는 충동통제곤란 .89, 정서의 주의/자각 부족

.83, 정서의 비수용성 .87, 정서 명료성 부족 .76, 정서조

략 근 제한 .79, 목표지향행동수행 어려움 .86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88, .86, .88, .77, .79, .86이었다.

2.3 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악하기

해 평균 표 편차를 산출하 고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단하기 해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를 산출하 다. 주요 변인들 간의 계를 악하기 해

Pearson의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수치심이 공격

성에 미치는 직 인 향을 검증하고 수치심과 공격성

간의 계에서 정서조 곤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 부트스트랩 방법을 활용하 다[21].

4. 연 결과

4.1 주  변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악하기

해 평균 표 편차를 산출하 고,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단하기 해 왜도(Skewness) 첨도

(Kurtosis)를 산출하 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왜

도 첨도 산출 결과, 왜도는 모두 2 미만, 첨도는 모두

4 미만으로 나타나 자료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

로 단되었다. 따라서 모수통계를 시행하는데 자료의

분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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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Range Aver. SD
Skew
ness

Kurto-
sis

Shame 18-72 33.31 8.21 0.76 1.09

Emotion Dys. 33-165 64.82 17.94 1.13 1.67

Impulsivity 5-25 8.28 3.43 1.50 2.48

Awareness 7-35 16.92 5.30 0.52 -0.17

Nonaccept 8-40 14.85 5.66 1.14 1.33

Clarity 3-15 4.76 1.88 1.35 2.18

Strategies 6-30 11.35 3.96 1.16 1.31

Goals 4-20 8.67 3.49 0.93 0.53

Aggression 30-150 50.88 10.00 0.66 0.35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4.2 주  변 들 간  상 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 계를 악하기 해 Pearson

의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모든 변인 간에

유의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Table 2 참고).

Var. 1 2 3 4 5 6 7 8 9

1 1

2 .63** 1

3 .55** .80** 1

4 .26** .27** .60* 1

5 .52** .81** .59** .25** 1

6 .57** .73** .59** .46** .52** 1

7 .50** .82** .59** .35** .61** .52** 1

8 .55** .81** .74** .25** .61** .52** .70** 1

9 .44** .47** .58* .15** .31** .41** .37** .47** 1

Variables: 1.Shame 2.Emotion Dysregulation 3.Impulsity 4.Awareness
5.Nonacceptance 6.Clarity 7.Strategies 8.Goals 9.Aggression
* p<.05, ** p<.01

Table 2. Correlations Among Shame, Emotion 

Dysregulation and Aggression

4.3 수치심, 정 조절곤란, 공격  간  계 

수치심, 정서조 곤란, 공격성 간의 계를 확인하기

해,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랩 방법

(Bootstrap method)을 사용하 다. 모형은 4번 모형을

용하 고, 부트스트랩표본수는 5,000으로 설정하여 분석

하 다.

그 결과 수치심은 정서조 곤란(B=1.367, p<.001)과

공격성(B=0.312, p<.001)에 모두직 으로 유의미한정

향을 끼치며, 정서조 곤란은 공격성에 유의미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170, p<.001).

즉 수치심이 높아질수록 정서조 곤란이 높아지고, 수치

심이나 정서조 곤란이 높아지면 공격성도 높아지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아래 Table 3 참고).

Model Path B S.E.
β

t

1
Shame→
Emotion Dysregulation

1.367 .101 .626
13.543***

2

Shame→
Aggression 0.312 .080 .256 3.904***

Emotion Dysregulation
→Aggression

0.170 .037 .306
4.664***

*** p<.001 Model 1. F=183.401(p<.001), R2=.392, adj R2=.389
Model 2. F=49.115(p<.001), R2=.257, adj R2=.252

Table 3. Significance Test of Path Coefficient 

수치심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 효과와 정서조 곤란

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간 효과, 그리고 직 효과와

간 효과를 합산한 총효과의 유의성을 단하기 해 효

과 추정치에 한 신뢰구간을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산출

하 다(아래 Table 4 참고).

그 결과 직 효과는 0.312로 나타났는데, 신뢰구간은 0

을 포함하지 않아 수치심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 효과는

정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간 효과

는 0.233으로 나타났는데, 신뢰구간은 0을포함하지 않아

수치심이 정서조 곤란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간 효

과는 정 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정서조

곤란은 수치심과 공격성 사이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 효과와간 효과를 합산한 총효과는 0.545로 나타

났으며, 마찬가지로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아 수치

심이 공격성에 유의미한 정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ffect
Type

Path Effect S.E. LLCI ULCI

Total
Effect

Shame→
Aggression

0.545 .065 0.418 0.672

Direct
Effect

Shame→
Aggression

0.312 .080 0.155 0.469

Mediated
Effect

Shame→
Emotion
Dysregulation
→Aggression

0.233 .057 0.127 0.351

Table 4. Total. Direct, and Mediated Effect of 

Shame on Ag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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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mediation model between shame, 

emotional dysregulation and aggression

4.4 정 조절곤란 하  별 매개 과 검  

앞서 정서조 곤란이 수치심과 공격성 사이에서 유의

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정서조 곤란

의 하 요인 어떤 요인이 가장 요한 매개역할을 하

는지 검증하고자 하 요인별로 구분하여 매개효과를 검

증하 다(아래 Table 5 참고).

M. Path B S.E.
β

t p

1
Shame→
Impulsivity

0.229 .021 .548
11.049***

.000

2
Shame→
Awareness

0.167 .037 .258
4.513***

.000

3
Shame→
Nonaccept

0.361 .035 .523
10.360***

.000

4
Shame→
Clarity

0.131 .011 .571
11.747***

.000

5
Shame→
Strategies

0.243 .025 .504
9.838***

.000

6
Shame→
Goals

0.238 .021 .559
11.370***

.000

7

Impulsivity→
Aggression

1.360 .225 .467
6.052***

.000

Awareness→
Aggression

-0.103 .102 -.054
-1.002

.317

Nonaccept→
Aggression

-0.268 .118 -.152
-2.280*

.023

Clarity→
Aggression

0.414 .366 .078
1.130

.260

Strategies→
Aggression

0.037 .182 .015
0.204

.838

Goals→
Aggression

0.216 .235 .075
0.919

.359

Shame→
Aggression

0.233 .077 .191
3.005**

.003

* p<.05, ** p<.01, *** p<.001
Model1. F=122.090(p<.001), R2=.300, adj R2=.297
Model2. F=20.369(p<.001), R2=.067, adj R2=.063
Model3. F=107.327(p<.001), R2=.274, adj R2=.271
Model4. F=137.999(p<.001), R2=.326, adj R2=.324
Model5. F=96.794(p<.001), R2=.254, adj R2=.251
Model6. F=129.266(p<.001), R2=.312, adj R2=.310
Model7. F=23.689(p<.001), R2=.373, adj R2=.357

Table 5. Significance Test of Subfactors of Emotion

Dysregulation

수치심은 모든 정서조 곤란 하 요인에 유의미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조 곤란 하

요인 에서는 충동통제곤란이 공격성에 유의미한 정

향(B=1.360, p<.001)을, 비수용성은 공격성에 유의

미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268,

p<.05). 한수치심은 공격성에 직 으로 유의미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233, p<.01).

정서조 곤란 하 요인 별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

기 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수치심이 충동통

제곤란을 통해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는 간 효과 크기가

0.311로 추정되었고,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정

으로 유의한 것으로 단되었다. 수치심이 비수용성을

통해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는 간 효과 크기가 -0.097로

추정되었고,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부 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에 나머지 하 요인은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여 유의미 하지 않았다(아래

Table 6 참고).

Effect
Type

Path Effect S.E. LLCI ULCI

Total
Effect

Shame→
Aggression

0.545 .065 0.418 0.672

Direct
Effect

Shame→
Aggression

0.233 .078 0.080 0.386

Mediated
Effect

Mediation
through
Impulsity

0.311 .066 0.190 0.450

Mediation
through
Awareness

-0.017 .018 -0.055 0.015

Mediation
through
Nonacceptance

-0.097 .052 -0.214 -0.007

Mediation
through Clarity

0.054 .048 -0.039 0.152

Mediation
through
Strategie

0.009 .046 -0.074 0.108

Mediation
through Goals

0.051 .054 -0.053 0.159

Total Mediated
Effect

0.312 .059 0.200 0.431

Table 6. Total, Direct and Mediated Effect of 

Shame on Aggression through 

Subfactors of Emotion Dysregulation

결과 으로 수치심과 공격성 사이에서 충동통제곤란

은 정 으로, 비수용성은 부 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

으로 검증되었고, 수치심이 공격성에 직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동통제곤란과 비수용성은 부분매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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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간 효과의 체 크기는 0.312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충동통제곤란만의 매개효과의 추정치인 0.311과 거

의 동일하다. 즉 수치심과 공격성 사이에서 충동통제곤

란은 정서조 곤란 요인 가장 큰 매개역할을 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5. 논  및 결론

본 연구는 수치심과 공격성의 계와 수치심과 공격

성의 계에서 정서조 곤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다.

연구결과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치심과 공격성, 정서조 곤란의 상 계를

확인한 결과, 수치심과 정서조 곤란과 공격성은 각각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치심 경험이

공격성과 연 이있다는 선행연구와일치한다[19, 22].

한 수치심과 정서조 곤란 역시 유의미한정 상 계

를 보 는데, 이는 수치심을 경험하면 정서조 에 어려

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23]. 정

서조 곤란과 공격성도 정 상 이 있는데, 이는 정서

조 곤란을 겪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할가능성이 높아지

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유는수치심과 같은 부정 인 정

서를 응 으로 다루지 못할 경우, 부정 인 정서의 지

속성과 강도가 높아져 갈등상황에서 공격성으로 표출되

기 때문이다[24].

둘째, 수치심, 정서조 곤란, 공격성 간의 계를 확인

하기 해, 부트스트랩 방법(Bootstrap method)을 활용

한 결과, 수치심은 정서조 곤란과 공격성에 모두 직

으로 유의미한 정 향을 끼치며, 정서조 곤란은

공격성에 유의미한 정 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치심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 효과와 정서조 곤

란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간 효과, 그리고 직 효과

와 간 효과를 합산한 총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수치심이 직 으로 공격성에 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정서조 곤란을 통해서도 공격성에 향을

다는 것이다[25,26]. 수치심은 스스로에 한 부 감

과 무능감을 동반하는 강렬한 정서로 이로 인한 부정

정서와 사고를 처리하는데 많은 에 지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수치심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낄 상황에서도 감

정을 억압하거나 방어하게 되어 정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결과 으로 수치심과 같은 부정 정서의 경험

은 정서조 의 곤란을 래하게 되고, 정서조 곤란은

공격행동 유발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응 으로 표

하는 것과 공격성 표출의 통제를 어렵게 한다. 수치심이

정서조 곤란을 매개로 공격성에 향을 미친다는 은

깊은 내면의 정서이면서 방어 처유형이 다양한 수치

심을 근하는데 있어 기능 인 정서조 의 필요성을 나

타낸다.

셋째, 정서조 곤란의 하 요인 어떤 요인이 가장

요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 요인별로 구

분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서조 곤란 하 요인

충동통제곤란과 비수용만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

이고 나머지 하 요인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정서조 곤란의 하 요인 충동통제곤란과

비수용이 매개모델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요인임을

밝혔던 선행연구과 일치한다[27]. 충동통제곤란은 수치

심과 공격성을 정 으로, 정서의 비수용은 수치심과 공

격성 사이에서 부 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

었다. 수치심이 공격성에 직 인 향을 미치기 때문

에, 충동통제곤란과 비수용성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

으로 시사된다. 수치심과 같은 부 정서를 경험하고, 행

동통제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음

을 의미하며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28].

반면에 부 정서에 한 2차 인 정서 반응으로 자신

의 정서 불편감으로 인한 반응을 수용하지 않는 경향

성인 정서의 비수용은 공격성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의 비수용은 정서 경험을 수용

하지 않고 정서 반응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으로

자신의 정서 불편감을 공격 수단을 통해 처할 가

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들과는 반 되는 결과이

다[13,26,28]. 매개효과의 체 크기에서 충동통제곤란의

매개효과가 거의 부분을 차지하고 정서의 비수용이 차

지하는 부분은 극히 미비하기는 하지만 정서의 비수용이

공격성에 부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에 해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치심과 공격성의

계에서 정서조 곤란의 매개 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

들은 체로 수치심과 공격성의 계에서 정서조 곤란

의 정 인매개효과를 보고하고 있으나[29,30]. 몇몇선행

연구는 수치심은 정서조 의 곤란을 겪을 경우 공격성을

억제한다고 보고하 다[31,32]. 이는 정서조 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면 수치심과 같은 도덕 정서의 자기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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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억제기능은 감소하게 되는데 비해, 정서조 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치심의 자기처벌기능에서 벗어

날 수 있는인지 환의 기회를 놓쳐, 수치심의 자기처

벌 기능이 강화되어 공격성이 억제된다는 것이다[15,33].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정서조 곤란을하 요인으로 구

분하 을 때, 각 요인의 매개효과가 다름을 나타내는 결

과일 수 있다. 이 부분은 추후연구를통해 다시 확인되어

야 할 부분으로 시사된다.

본 연구는 수치심과 공격성에서 정서조 곤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 공격성에 유의한 향을 끼치는 하

요인을 구체화함으로써 깊은 내면의 정서이면서 방어

처유형이 다양한 수치심을 근하는데 있어 정서조

을 활용한 심리 지원의 가능성을보여주었다는데 의의

가 있다. 한 수치심과 공격성과의 계가 정서조 에

의해 매개된다 은 정서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등을 용하여[34], 수치심과 같

은 부 정서의 부 응 산물인 공격성을 효율 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수치심과 공격성의 계에서 정서조 곤란의 매개효

과를 확인한 본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갖는다. 첫

째,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과 공격성을 단일차원으로 검

증하 으나, 최근 두 개념 모두 다차원 구성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을 고려하여 추후연구에서는 각각의

차원에 따른 향력의 정도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과 공격성에서 정서조 곤란

이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개효과는

인과 계를 가정하므로 수치심이 정서조 곤란에 선행

하고 그 결과 공격성의 험이 증가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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