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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현적 자기애, 내면화된 수치심,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및 외로움의 구조적 관계†
윤희정
김 영 근††
인제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내면화된 수치심,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및 외로움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세 이상 성인 남녀 532명이었으며, 연구에서 밝혀진 세 가
지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가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외로움에 이
르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의 2중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팬텀 변인을 통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외로움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과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외로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부적 정서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상담 개입에 있어서의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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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애 초기부터 인간은 대상과의 관계를 시작으
로 발달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타인과의 긍
정적 상호작용을 위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지속하
게 된다(Baumeister & Leary, 1995). 이러한 성장 과
정 속에서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동기로 작용하며(Leary &
Kowalski, 1990),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한
정서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된다.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지고 겸손
과 양보를 미덕으로 여기던 과거와는 달리 자신
을 알리는 ‘보여지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면은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를 통해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지만
한 인격체로서의 성장을 도와주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의 긍정적 효과를 제한하고, 보여 지고 싶은
모습으로 왜곡된 자기상에 대한 집착을 만들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Lasch(1979)는 그의 저서 ‘자
기애의 문화(The Culture of Narcissism)'에서 과도한
자기애적 표현을 현대 사회의 긴장과 불안에 대
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과도
한 자기애적인 모습을 지닌 개인은 자신만을 생
각하고 타인을 착취하려는 경향이 강해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병리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도 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Lasch(1979)의 관점과 같이 오늘날 개인을 이해
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기애가 사회ž문화적 관
심으로 떠오르면서 잘 모르는 타인에게조차 자신
을 드러내고 관심과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 관계
의 빈곤을 경험하는 외로운 개인이 늘어나고 있
다. 왜냐하면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남보다
자신이 우월하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기에 관계 안에서의 충족감을 느
끼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이 완전하
지 못한 무의미한 존재라는 느낌을 회피하기 위
해 우월한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애를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수용적 태도나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는 깊이 있는 관계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만든다. 또한 자기애적 성향자는
어린 시절의 자기대상에게 초점을 두는 주체로서
자기를 형성하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가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면 건강한 대상관계
가 어렵게 되는 자기애적 성격의 문제로 나타난
다고 하였다(Kohut, 2009).
Wink(1991)는 이러한 자기애적 성격을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하였다. 외현적 자
기애(overt narcissism)는 타인으로부터 자기애적 속
성이 객관적으로 관찰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경
우로 DSM-5에 제시된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과도 부
합되는 측면이 있다. 외현적 자기애는 웅대한 자
기 지각을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하여 열등감
이나 우울감 등의 정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반
면,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는 지나치게 감
정을 억제하고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에 대해 신경을 쓰고 수치심과 굴욕감을 잘 느끼
기 때문에(Cooper, 2000) 대인관계 측면에서 부적
정서와 관련된다. 또한 외현적 자기애가 타인에게
과도한 수용과 칭찬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내
현적 자기애는 외적으로 거만하거나 과시적인 행
동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수줍어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내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우월감을 가
지는 자기애적 성격특성을 포함하고 있다(권석만,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보다
는 내현적 자기애에 초점을 두어 정서경험과 대
인관계상의 특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여러 연구
들에서(김진순, 2008; 박세란, 2004; 이준득,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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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자기개념의 불균형 상
태가 지속되면 자기에 대한 위협에 더 민감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보다 자
존감이 저하되고 자기평가는 더 부정적으로 나타
났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실패 피드백
을 경험하면서 부적 정서를 통해 자존감이 쉽게
손상되고 부정적 평가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순, 2008). 이러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타인의 비판 또는 반응에 민감
하고 취약한 특징을 지니며, 타인의 평가나 언행
에 지나치게 예민하고 과도한 행동 양상을 보인
다(권석만, 한수정, 2000). 또한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처럼 타인에게 과도한 찬사를 받고
싶은 욕구를 외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무의식
적으로 내면 깊이 숨겨져 있다(강선희, 정남운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가
타인의 반응에 예민하게 대응하면서 외로움을 직
접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적인 측면
에서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내현
적 자기애 성향자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반
드시 외로움을 수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분노나 공격성을
보이거나 회피반응으로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 외로움에 다다를 수는 있지만 내현적 자기
애 자체가 바로 외로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현적 자기애 성
향자는 자신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므
로 타인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내
면화된 수치심이나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
하면서 외로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외로움의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미한지 여부와 함
께 내면화된 수치심이 외로움과의 직접적인 경로
가 유의미한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강문선, 이영순, 2011; 나하영, 2014;
안봉화, 2011)에 따르면, 타인의 비판에 민감하여
자존감이 저하되고 자기평가에 더욱 부정적인 내
현적 자기애의 특성과 관련하여 대인관계적 측면
에서 나타나는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한 반응이자 부적인 정서이다. 또한, 수
치심은 자신의 부족함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자신
을 부적절하고 무가치하며 무력하게 느끼게 되면
서 단순히 행동에 대한 평가에서 일어나는 감정
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족함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함으로써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표현
이다(Tangney & Dearing, 2002). 이와 관련하여 내
현적 자기애와 수치심의 관계를 살펴본 한혜림
(2004)의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수치심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수치심이
내면화된다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받게 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이지연, 2008).
또한 내현적 자기애는 친밀함과도 밀접한 관련
이 있다. 타인에게 수용 받는 것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보편적이
고 기본적인 동기이기에(Bowlby, 1969), 수치심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중요
한 타인과 소통하면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하려고 한다(Larson, Csikszentmihalyi, & Graef, 1982).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며, 개인에 따라 타인과 친밀함을 형성
하고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친밀
함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정서를 공유하는 자기개방이 중심적인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Descutner & Thelen, 1991). 그
러므로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은 가까운 사람들과
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정서적 교류
와 자기개방의 과정에서 그들로부터 거부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과 불안의 결과로(오남경,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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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2015)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깊은 관계를 발
전시키지 못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타인과
친밀함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만족스러운 관계를 지속시킨다(Martin & Ashby,
2004). 또한 대인관계에서 만족스러움을 보여주는
친밀한 관계는 삶의 목적과 존재감의 중요한 원
천 중의 하나로,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 필수적인 인간의 기본 욕구로 본다(Thelen,
Vander Wal, Thomas, & Harmon, 2000). 이는 타인
과 가까우면서도 분리된 주체성을 서로 인정해
주는 관계로 혼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정서가
친밀함이기 때문이다(이무석, 2007). 그러므로 친
밀한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인간은 고립되거나 두
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이 친밀함
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선행연
구들 중 함경애, 이은혜, 박명숙과 천성문(2013)의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타인과의 관
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고자 하면서도 자기몰두
적인 경향이 있어 자신에게 편향되어 타인에게까
지 관심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몇
몇 연구들(박철현, 2011; Caligor, Levy, & Yeomans,
2015)에서는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인해 타인 역
시 고유한 감정과 욕구를 가진 인격체로 인식하
지 못하고 타인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성을 가지면서 진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제한된 양상을 보인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수치심과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를 살펴본 하예린(2015)의 연구에서
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 자녀가 발달단계에 필요
한 욕구와 행동을 억압하면서 가족이나 주요 대
상으로부터 부모의 역할과 그에 수반되는 과도한
책임이나 돌봄을 오랫동안 하게 되는 부모화 경
험이 많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고 이로 인

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보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내면
화된 수치심을 통해 자기(self)를 부정적으로 인식
하여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경로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타인과 중요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욕구를 바탕으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충
족시키고 수용, 공감, 지지, 만족, 사랑 등을 느끼
면서도 때때로 상황의 변화나 상실 등으로 인해
친밀함이나 인간적인 접촉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
면 결국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Shearer & Davidhizer,
1994). 이러한 외로움은 유쾌하지 못한 정서로 단지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타인과 소통하
지 않는 생활이나 소통하고자 하는 의식의 결핍,
소통을 거부하는 인식 및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
한 것이다. 이는 개인차에 의해 정도와 지속기간
이 다르지만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정서이자
불안이나 슬픔을 동반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써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Rubenstein,
Shaver, & Peplau, 1979). 특히,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낮은 자존감, 우울, 자살, 환상, 불안을 포함
하는 다양한 정신장애와도 연관된다(Spitzberg &
Thomas, 1987). Peplau와 Perlman(1982)은 외로움을
대인관계의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보다 현재의
대인관계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았고,
Weiss(1987)는 애착 대상과의 충분한 접촉경험의
부족 또는 일상적인 활동이나 관심사를 함께 할
사회적 관계망의 결핍으로 보았다. Sullivan(1953)은
외로움과 같은 유쾌하지 않은 주관적 정서로 불
안을 경험하면서도 대인관계를 지속하고자하는 동
기를 부여한다고 보는 반면, Perlman과 Peplau(1981)
는 외로움이 무기력감으로 인해 오히려 다른 심
리적인 요소들을 격감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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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Cutrona, 1982; Jones, 1982; Wheeler, Reis, &
Nezlek, 1983)에서도 외로움이 관계의 양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
하여 타인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비록 사회적 관계망이 좁은 사람들을 모
두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 범주 속에 넣을 수
는 없지만(Fischer & Phillips, 1982), 외로움을 호소
하는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소외되거나 혼자 있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지 않은 수의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
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의 빈도보다
주관적인 만족도가 외로움을 측정하는데 더 좋은
예측 변인이 되는 것이다(Cutrona, 1982; Jones, 1981).
이처럼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타인과 맺
고 있는 관계의 양과 무관하게 자신이 타인으로
부터 수용과 이해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두
려움과 함께 관계 속에서의 불편함을 느낀다. 이
들은 비록 외적으로는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서적 지지가 충분할 정도의
관계는 맺지 못한다. 이러한 친밀감의 결핍은 우
울과 외로움, 정서적 고립, 저하된 의욕, 스트레스
에 대한 부적응, 건강하지 못함과 관련되기도 한
다(Doi & Thelen, 1993). 특히, 내현적 자기애의 취
약성은 낮은 자존감과 만성적 공허감, 수치심 등
의 부적 정서 경험을 통해 나타날 수 있고 내면
화된 수치심은 개인에게 자기애적 좌절을 더욱
가중시키는 내적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Morrison,
1983), 이로 인해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관계를 회피하게 되고 결국 관계 안에서 외로움
을 느끼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가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외로움으로 이르는 경로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내면화된 수
치심과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외로움에

이르는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여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에 대한 상담 개입에 있어 기초적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내현
적 자기애를 가진 내담자는 수치심이나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등의 부적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담과정에서 이러한 부적 정서를
다루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치료적 관계 안에서 부적 정
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이
로 인한 내담자의 대인관계적 특성이 어떻게 나
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담자가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현적 자기애와 관련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으나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이
어떻게 여러 부적 정서와 연결되는지와 함께 이
것이 대인관계상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어떤 경로
로 드러나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고
이에 대한 경쟁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 있어서의 차이는 내현적 자기애와 외
로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미한지 여
부와 함께 내면화된 수치심이 외로움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미한지의 여부이다. 이를 통
해 내현적 자기애와 외로움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의 구조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내현적 자기애 성
향을 보이는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의 개입에 있
어서의 중요한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향 중에서도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이 대인관계상의 어려움과
연결되는 측면에 대해 부적 정서와의 관련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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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내현적 자기애가 친밀함에 대한 두려 내현적 자기애, 내면화된 수치심, 친밀함에 대
움을 매개로 외로움에 이르는 경로가 한 두려움 및 외로움과 관련된 구조적 관계를 파
유의할 것이다.
악하고자 자기보고식으로 변인을 측정하였으며,
다양한 연령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적 측
연구문제 2. 내현적 자기애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면에서의 부적 정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외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성인으로 선
움에 미치는 2중 매개효과의 경로가 정하였다. 표집은 서울, 대전, 부산, 경남지역에서
유의할 것이다.
연구자들과 설문조사 협조자들이 연구대상자들과
의 대면상황에서 편의표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시작에 앞서 연구 참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동의 후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 중 조사
방 법
참여자가 불편함을 느낄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집되는 데이터에는 개인을
연구대상 및 절차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세 이상 성인 532명(남성 134명 설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내지 20분정도
였다. 설문지는 570부를 배부하였고, 이 중에서
[25.2%], 여성 398명[74.8%])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42.7세(SD = 10.77)였 불성실하게 응답한 38부를 제외하고 총 532부를
다. 연령별 구성은 40대가 전체의 39.3%(209명),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50대 24.4%(130명), 30대 17.1%(91명), 20대
측정도구
15.4%(82명), 60대 3.8%(20명) 순이었다. 지역별 구
성은 서울 34명(6.4%), 부산 86명(16.2%), 대구 10
명(1.9%), 대전 112명(21.0%), 울산 41명(7.7%), 광 내현적 자기애
주 12명(2.2%), 경기 36명(6.8%), 인천 18명(3.4%),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Akhtar와
경남 141명(26.5%), 경북 23명(4.3%), 기타 지역 19 Thomson(1982)의 ‘자기애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
(Clinical Featur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명(3.6%)이었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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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초로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개발하여 타당
화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였다. 총 45문항 중 3문항은 역채
점 문항이고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 범위는 45점에서 225점의 점수분포를 나타
낸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격 성향
이 강함을 의미한다. 이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
적 자기애의 공통요인과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
요인으로 분류하였다(강선희, 정남운, 2002). 외현
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 2개는 인
정욕구/거대자기환상 요인(9문항), 착취/자기중심
성 요인(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현적 자기애
만의 고유요인 3개는 목표불안정 요인(9문항), 과
민/취약성 요인(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 요인(8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0으
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구성되어 있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3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
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불안을 측정
하기 위해 Descutner와 Thelen(1991)이 개발한 친밀
함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of-Intimacy Scale: FIS)
를 백보령(1994)이 번안하여 타당화하였고 그 후
이인숙(2002)이 번안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
하였다. 이인숙의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Descutner
와 Thelen(1991)의 초기 연구에서 ‘가까운 관계나
사귀고 있는 이성친구와의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시문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이 척도
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까운 관계
에서 현재와 미래의 대인관계를 질문하는 30개
문항과 과거 자신의 대인관계를 평가하는 5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이며 총 35점에서 175점 사이의 점수분포를 나타
내고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높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친밀함에 대한 두
려움은 가까운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정서적 교류와 자기개방의 결과로, 그들로
부터 거부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
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
지 못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Descutner와
Thelen(1991)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3이
고, 1개월 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9이다. 백보
령(1994)의 연구에서는 .88, 이인숙(2002)의 연구에
서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
부적 정서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Cook(1987)이 개발하고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
으로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자존감 척도 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산정은 문항이 같
은 방향으로 주어져 있을 경우 한 방향으로 응답
하려는 경향을 제어하기 위해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에 포함시킨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 6
문항을 제외한 24문항의 합계로 산출된다. 이 척
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0점
에서 96점의 점수분포를 나타낸다. Cook(1987)의
연구에서는 50점 이상의 점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수치감을 느끼는 수준'을 나 외로움
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문항은 부적절감 요인(10문 대인관계에서의 주관적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
항), 공허 요인(5문항), 자기처벌 요인(5문항) 및 해 Russell, Peplau와 Ferguson(1978)이 개발한 UCLA
실수불안 요인(4문항) 등 총 4가지 하위요인으로 외로움 척도(UCLA Loneliness Scale)를 Russell, Pepl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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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Custrona(1980)가 개정하였고 이를 국내에서 김
교헌과 김지환(1989)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0개 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외로움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4점)’까지 응답
하도록 되어 있다. 응답자의 반응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긍정 방향 10
개, 부정 방향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점에
서 80점 사이의 점수분포를 나타낸다. 또한 점수
가 높을수록 외로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Russell 등(198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4로 보고되었고, 김교헌과 김지환(1989)의 연구
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
타났다.

를 사용하여 측정모형의 적
합도와 유의한 경로를 확인하였다(우종필, 2012).
셋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더 우수
하다고 여겨진 연구모형에서 각 경로계수의 통계
적 유의성을 검증한 후, 내현적 자기애가 내면화
된 수치심과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외로
움에 이르는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
하였다. 매개효과가 정상성을 따르는지에 대해 보
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Shrout와 Bolger(2002)는 무
선표집으로 생성된 자료표본을 사용하여 신뢰구
간 95%로 설정하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원자료(n = 532)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자료표본을 사용하였다. 추
가적으로, AMOS에서는 전체 매개효과만을 검증
하므로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
분석방법
해 가상 변인인 팬텀 변인(phantom variable)을 사
용하여 가상 변인 경로에 대해 부스트랩(bootstrap)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와 AMOS를 사용하 을 실시하였다(Rindskopf, 1984).
였고,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내적 합치도 계수를
결 과
산출하였다. 먼저, SPSS를 이용하여 자료의 기술
통계와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여 정규성을 검증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하고 변인 간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AMOS를 이용하여 관측변수가 잠재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왜도, 첨도, 평균,
를 잘 설명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표 1과 같
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타당도와 적합도를 확인하 다. 연구변인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검증하기 위
였다. 측정모형의 신뢰도는 내적 합치도 계수 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연구 변인의
(Cronbach's α)를 통해 검증하고, 유의성과 요인부
왜도와 첨도가 0에 가깝게 나타나 정규분포의 기
하량을 통해 집중타당성을 검증하였고, 비제약 모 준(왜도<2, 첨도<7)을 충족하여 정규분포를 따른
형과 제약 모형 간 x²의 차이를 분석하여 판별타 다고 할 수 있다(Curran, West, & Frinch, 1996). 본
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GFI(Goodness of Fit 연구의 주요 연구변인들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
Index), AGFI(Adjusted Goodness-of-Fit-Index), RMSEA
관계수로 산출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거대
(Root Mean Squart Error of Approximation), CFI
자기환상과 외로움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주변인,
(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소속감과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것을
NFI(Normed Fi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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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32)

표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2

.24**

3

.39** .48**

4

.57** .57** .50**

5

.55** .30** .28** .63**

6

.76** .68** .68** .88** .74**

7

.55** .27** .39** .64** .51** .64**

8

.54** .34** .39** .63** .45** .63** .74**

9

.51** .36** .42** .67** .49** .66** .75** .79**

10

.43** .46** .32** .67** .56** .65** .61** .60** .64**

11

.59** .38** .44** .73** .57** .73** .93** .89** .90** .77**

12

.38** .18** .29** .46** .40** .46** .53** .46** .45** .28** .52**

13

.30** .22** .27** .41** .45** .44** .34** .34** .33** .38** .39** .33**

14

.41** .21** .33** .51** .46** .51** .56** .49** .48** .34** .55** .98** .52**

15

.45** .23** .35** .58** .38** .54** .65** .59** .58** .42** .66** .52** .37** .55**

16

.33**

.06

.24** .33** .27** .33** .39** .34** .34** .15** .37** .44** .23** .45** .52**

17

.30**

.00

.17** .26** .33** .28** .30** .24** .24** .15** .28** .31** .27** .34** .37** .54**

18

.47** .16** .34** .53** .42** .52** .61** .54** .53** .35** .60** .55** .37** .58** .89** .81** .68**

왜도
첨도

.51

-.08

.20

.13

.02

-.01

.59

.44

.68

.21

.54

-.09

.15

-.14

.62

.73

.29

.38

.11

.14

.05

.06

-.22

.26

.10

-.33

.63

.11

.20

-.39

-.46

-.37

.34

.19

-.32

-.19

M

2.29 2.81 2.10 2.50 2.61 2.46 1.94 2.17 2.10 2.65 2.14 2.42 2.62 2.45 1.92 1.72 2.01 1.89

SD

.68

.58

.47

.56

.58

.43

.64

.82

.69

.69

.61

.54

.76

.51

.50

.63

.60

.45

주. 1. 목표불안정, 2.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3. 착취/자기중심성, 4. 과민/취약성, 5. 소심/자신감부족, 6. 자기애 전체,
7. 부적절감, 8. 공허, 9. 자기처벌, 10. 실수불안, 11. 수치심 전체, 12. 현재ž미래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13. 과거
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14. 두려움 전체, 15. 친밀한 주변인, 16. 사회적 주변인, 17. 소속감, 18. 외로움 전체
**

p < .01

제외하고 모든 요인이 유의수준 .01에서 정적 상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
관을 보였다.
하였고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
연구 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상관관계
지수인 카이제곱(x²), GFI, RMSEA는 각각 카이제
곱(x²)을 자유도(df)로 나눈 값이 3이하, GFI가 .9이
본 연구의 잠재변인인 내현적 자기애, 내면화된 상, AGFI가 .9이상, RMSEA가 .08이하이면 적합하
수치심,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및 외로움을 측정 다고 할 수 있고 기초모형과 제안모형의 비교를
하는 변인들이 각각의 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통해 모형의 개선도를 파악하는 증분적합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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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확인적 요인분석

가 .9이상, TLI가 .9이상, NFI가 .9이상이면 적
합하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2). 본 연구의 검
증 결과 카이제곱(x²)은 246.54, 자유도(df)가 63으
로 나타났고(p<.001), GFI=.94, AGFI=.90, RMSEA=
.07, CFI=.96, TLI=.93, NFI=.94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카이제곱(x ) 246.54를 자유도(df) 63으로 나
눈 값이 3.91로 3이하가 되지 않지만, p 값이 .000
으로 적합하다고 나타났고 RMSEA의 하한값은
.064, 상한값은 .084로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었
다.
CFI

2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로계수는 표 2와 같다. 내현
적 자기애의 하위유형 중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과 외로움의 하위유형인 소속감은 .43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그 외 모든 하위유형에서는 .5이상
으로 나타났고 CR(critical ratio)값이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왔으므로 각각의 잠재변인을 적
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적 관계 분석을 통한 모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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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로계수
경 로
목표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내현적 자기애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
부적절감
내면화된
공허
수치심
자기처벌
실수불안
친밀함에 대한 현재/미래 관계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
과거 관계에 대한 두려움
친밀한 주변인
외로움
사회적 주변인
소속감

비표준화계수
1.00
.52
.54
1.02
.83
1.00
1.30
1.10
.89
1.00
1.07
1.00
.83
.58

(n=532)

표준화계수

CR
8.58**
11.59**
17.60**
14.51**
26.01**
27.05**
19.15**
10.04**
12.30**
9.18**

.69
.43
.54
.87
.70
.86
.86
.88
.71
.67
.50
.89
.58
.43

**

p < .01

한 두려움 및 외로움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만족하였으므로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ML)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먼
저 경쟁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카이제곱(x²)은
244.4, 자유도(df)가 61로 나타났지만(p<.001), GFI
는 .94, AGFI는 .90, RMSEA는 .08, CFI는 .96, TLI
는 .93, NFI는 .94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표 3). 또한 경쟁모형에 대한 구조
적 관계 검증 결과 내현적 자기애가 외로움에 미
치는 영향력(-.17, p>.05)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외
로움에 미치는 영향력(.19, p>.05)을 제외한 다른
모든 방향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경쟁모형 검증 결과 유의하지 않는
두 가지 경로를 제거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
인하였다. 검증 결과 카이제곱(x²)은 246.54, 자유
표 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df
χ
연구모형 246.54
63
경쟁모형 244.40
61
2

도(df)가 63으로 나타났지만(p<.001), GFI는 .94,
AGFI는 .90, RMSEA는 .07, CFI는 .96, TLI는 .93,
NFI는 .94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표 3). 내현적 자기애와 내면화된 수치심,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및 외로움의 구조적 관계
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
정하였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내현적 자기애가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
향력은 .86(p<.001)으로,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은 .48(p<.001)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친밀
함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은 .42(p<.001)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
향력은 .89(p<.001)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n=532)

p

GFI

AGFI

RMSEA

CFI

TLI

NFI

.001

.94

.90

.07

.96

.93

.94

.001

.94

.90

.08

.96

.9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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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효과분석은 표 4와 같다. 내현적 자
기애가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총
효과는 .86(p<.001)으로 나타났고,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48(p<.001), 간접효
과는 .36((p<.001), 총효과는 .85(p<.001)로 나타났
으며, 외로움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총효과는
.75(p<.001)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친밀
함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42(p<.001)로 나타났고, 외로움에 미치는 간접효
과와 총효과는 .38(p<.001)로 나타났다.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 외로움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총효
과는 .89(p<.001)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모형의 효과분석
경
내현적 자기애
내면화된 수치심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
→
→
→
→
→

팬텀 변인을 통한 특정간접효과 확인
내현적 자기애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의 간접
경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이 차례대로 매개하는 이중매개 경로와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하는 2가지 경로인데 표 4
에 제시된 간접경로에 대한 효과는 개별효과가
아니라 전체경로의 간접효과에 대한 합이다. 그
이유는 AMOS는 전체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
래핑만 제공되어 개별 간접효과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형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상 변인인 팬텀 변인을 활용하여 개
별 간접효과를 제시하였다.

로
내면화된 수치심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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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효과(p)

간접효과(p)

.86(.000)

(n=532)
총효과(p)
.86(.000)

.48(.000)

.36(.000)

.85(.000)

-

.75(.000)

.75(.000)

.42(.000)
.89(.000)

.42(.000)
.38(.000)

.38(.000)
.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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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팬텀 변인을 통한 특정간접효과 확인
경 로
내현적 자기애→수치심→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외로움
내현적 자기애→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외로움

내현적 자기애와 외로움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
치심과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 차례대로 매개하
는 이중매개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팬텀변인 P1,
P2, P3을 이용해 경로를 추가하였다. 또한 친밀함
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하는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P4, P5 팬텀변인을 추가하여 각 경로의 간
접효과를 하나의 단일계수로 고정시켜 분석하였
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팬텀 변인을 통한 특정간접효과의 분석결과, 내
현적 자기애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차례대로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2중 경로와 내현적 자기애가 친밀함에 대한 두려
움을 통해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현적 자기애는 내면
화된 수치심과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도
외로움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친밀함에 대한 두
려움만을 통해서도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 간명성(principle of parsimony)
의 원리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와 외로움 간의 관
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 및 친밀함에 대한 두려
움의 직·간접 경로를 모두 설정한 경쟁모형보다는
2중 경로를 포함한 간접 경로가 연구모형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간접효과
(p)

(n=532)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32(.001)

.12

.90

.55(.009)

.24

1.43

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여 대인관계 적응에 대
한 이해를 높여 상담 개입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현적 자기애가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외로움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애 성향자가 친밀
함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계형성에서 친밀한 대상의 부족함을 지각
하여 고립감이나 결핍에서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낀다는 안도연(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유형인 인정
욕구, 취약성 및 자신감 부족과 친밀함에 대한 두
려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감정의 숨김과 존
중의 부족을 뜻하는 취약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
에(Descutner & Thelen, 1991)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즉, 인정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을 때
취약성과 자신감 부족을 경험할 수 있고 이로 인
해 자신의 부적 정서를 숨기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서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는 친밀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
적인 욕구에 대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대
인관계에서 불안과 회피의 경향성을 보인다는 여
러 연구 결과(이인숙, 2002; 장건희, 2007; 정남운
2001)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내현적 자기애 성
논 의
향자들도 기본적으로 친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겪는 내 지만 오히려 대인관계에서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면화된 수치심,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및 외로움 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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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대인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안봉화,
2011)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의 평가예민성은
수동공격적인 행동과 다소 관련이 있고 자기 몰
입은 비우호적이고 냉정한 행동과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인숙(2002)의 연구에서는 평가예
민성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
고 자기몰입은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정
적 상관을 보여 대인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
였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평가예민성이 작용하여 자기몰입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경
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친밀
함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의 2중 매개효과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다는 결
과가 나타났다. 이는 한혜림(2004)이 수치심은 자
기애에 있어 중요한 정서의 경험 중 하나라고 보
고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은 수치심 경
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경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면 자신을 부족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면서 수치심을 경험하
고 스스로 타인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완벽하고자 한다. 이들은 타인의 지지와 관심에
대한 지각 수준이 낮아 우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
적 부적응을 경험하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Erlich(1998)에 따르면, 수치심을 내
면화하고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자기애
성향자들은 자신들의 외로움을 거리두기와 부인
(denial)하기를 통해 방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외현적 자기애보다
내현적 자기애가 수치심의 부적응과 연합 가능성
이 높다고 본 선행연구(하은혜, 곽진영, 2010)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자기애의 하위유형에 따른 수치
심 경향성의 차이를 살펴본 한혜림(2004)의 연구

에 따르면, 외현적 자기애 경향성이 높아질수록
수치심 경향성이 낮아지며, 반대로 내현적 자기애
경향성이 높을수록 수치심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
은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해 부족하고, 부적절하다고 느껴 수치심의 감정
을 경험하기 쉽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수치심
이 내면화된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노출되었
다고 느끼고 회피하는 행동을 동기화시키며(Lewis,
1971), 내면화된 수치심은 회피행동과 사회적 철
회를 일으켜 대인관계에서 외로움에 이르게 한다
(황지선, 2012; Tangney, 1991)는 선행연구와도 맥
을 같이 한다. 한편, 수치심이 높을수록 가족이나
친구를 비롯한 가까운 대상으로부터 외로움에 직
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이인숙, 최해림,
2005; 이지연, 2008)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내현
적 자기애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의 2중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외로움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대
인관계상의 어려움에 대해 그들이 경험할 수 있
는 수치심이나 두려움과 같은 부적 정서와의 관
련성을 탐구함으로써 상담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함의를 바탕으
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함께 상담에의 시사
점을 구체적으로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자신과 타인을 비교함으로써 수치심을 경험하고
이것이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구승희, 이영순,
2011; 백승혜, 2005; Miller & Campbell, 2008)과 맥
을 같이 하는데,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에 비해 심리적 영역 혹은 대인관계 영역
에서 더 부적응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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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애 성향자는 스스로 자존감이 높다고 보고하지
만 방어적이며 불안정한 자존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자기애 성향자는 실제
적 자기개념과 이상적 자기표상 간 정도의 차이
가 있지만 이상적 자기가 경쟁심, 공격성 등과 같
은 병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Emmons,
1984; Raskin & Terry, 1988)에서 이들의 방어성과
불안정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
애 성향자는 자기과시적인 자기애적 특성이 겉으
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애적 성격으로 구
분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수치심을 경험함으로써 대인관계상 적응적인 측
면에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현적 자
기애 성향자의 특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강
다해, 김세경, 천성문, 2012). 이와 관련하여 상담
자는 상담 장면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가 자
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차단하기 위해 회피
와 부인의 방어기제를 보이기보다는 스스로를 있
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수용하고 공감해 주
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가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으
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도 유의함과 동시에 수치
심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친밀함에 대한 두
려움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외로움으로 가는
경로가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
다. 이는 역설적으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경험하는 외로움을 치료할 수 있는 요인으로 타
인과의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치
심과 같은 부적 정서는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상담 장면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관계 안에서 보이는 수치심에 초점을
맞추어 개입해야 할 것이다. 즉, 내담자가 자신에
대한 상담자의 평가에 예민함을 보이거나 이로
인한 수치심을 보일 때 이를 타당화(validation) 하

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상
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에 있어서도 일
반화되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
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부적 정서인 내면화된 수치심
과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및 외로움에 초점을 맞
춤으로써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가 이를 통해 대
인관계상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혀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내현적 성향자의
경우 자신의 부적 정서를 통해 외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거나 적대감을 가진 상태에서 내적 고통으
로 인하여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대인관계의 어려
움을 겪기도 한다(현성민, 2016). 하지만 본 연구
의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타인의 평가에 민
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개인은 부적 정
서인 내면화된 수치심과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타인을 과도하게 의식하여
대인관계상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
다. 이는 상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대인
관계 안에서의 주관적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내
담자가 지각하는 정서와 이로 인한 경험적 회피
를 다루어 주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점이라
하겠다. 더불어 내담자가 경험하는 부적 정서는
상담 장면 내에서 회피하지 않고 이를 반복적으
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김영근, 김창대,
2015), 이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정서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부적 정서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 관계 안에서 새로운 행
동을 시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함의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제한점 및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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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각 변인간의 구조모형 검증을 하였으나
부적 정서를 통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 간
분석뿐만 아니라 개인 내의 질적 분석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Molenaar & Campbell, 2009). 이는 정
서가 시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변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는 각 개
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고통을 다루고 있기 때문
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내면화
된 수치심,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및 외로움과 같
은 부적 정서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부적
정서의 완화를 통해 개인의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인과적 해석을 확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적 정서의 경험과
이로 인한 대인관계상의 어려움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대상
자들의 지역별 분포비율은 경남과 대전에 밀집하
는 등 불균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자들과
설문조사 협조자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편의표
집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여성의
비율이 74.8%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성별의
균형 있는 특성으로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자기보고식 자료수집 방법을 통해 응
답자들이 방어적인 태도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를 기준으로 응답했을 가능성과 불성실한 응
답으로 편향된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성별과 지역 분포의 차이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자를 대학생으로
선정하여 비교해 본다면 대상연령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질적 연구와 병
행하여 개인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대
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개인의 적응과 성장
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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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Relation Among Covert Narcissism,
Internalized Shame, Fear of Intimacy, and Loneliness
Yun, Hee-Jung

Kim , Young-Keun

Inje University

This study verified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covert narcissism, internalized shame, fear of intimacy, and
loneliness. This study sampled 532 male and female adults with an age of 20 and older. Three main results
were reported by this study. First, the path at which covert narcissism acts as a mediator for fear of intimacy
and ultimately led to loneliness. Second, the path at which covert narcissism affects loneliness through
internalized shame and fear of intimacy, which leads to a double mediator effect. Lastly, through phantom
variables, that the indirect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through internalized shame on loneliness and the direct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on loneliness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the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on negative affec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were discussed along with th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interventions.
key words: covert narcissism, internalized shame, fear of intimacy, lonelin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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