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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의 정서표현 갈등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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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기 정서표현 갈등과 외로움, 그리고 수치심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서표현 갈등과
외로움 간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봄으로써, 외로움으로 부적응을 겪고 있는 청소
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여학생 7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관분석에서 정서표현 갈등과 수
치심 하위변인은 중간정도의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정서표현 갈등과 외로움 하위변인과
의 관계에서는 정서표현 갈등과 친밀감 부족이 중간 정도의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사회적 관계 지
지망 부족과 소속감 부족과는 낮은 정도의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모형검증 과정에서 수치심은 정서
표현 갈등과 외로움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표현 갈등은 외로움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수치심을 통해 외로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는 청소
년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심리내적 변인으로서 정서표현 갈등과 수치심에 주목하여, 외로움을 더
욱 더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상담개입의 방향의 확장을 모색하고자 함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정서표현 갈등, 외로움, 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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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혼자 있기를 원하면서도 외로움을

을 것이라고 여겨지면 표현의 정도를 조절하기도

크게 느끼는 역설적 욕구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

한다. 특정 사회마다 어떤 표현이 보다 상황에 적

기이다.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혼자 있게 내버려

절한지 인식하고 조절하도록 하는 정서표현규칙

둬'(leave me alone)라고 말하면서도 또래들과 사회

(display rule)이 존재한다(Ekman & Friesen, 1969). 이

적 관계망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쉽게 외

러한 정서표현 규칙은 개인내적으로는 자존감을

로움을 느끼게 된다(Buchholz & Catton, 1999). 이

유지하고 자신을 보호하며, 외적으로는 정서표현

러한 청소년의 외로움은 우울증(Weeks, Michela,

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를 고려하는

Peplau, & Bragg, 1980), 거식증 또는 폭식증

사회적 기능을 한다(Jones et al., 1998; Gardner,

(Stewart, 2004), 반사회적 행동(Lyons, 2004), 심지어

1999). 그렇다면 정서표현 자체는 사회적 맥락에

자살 및 자살에 대한 생각(Rokach, 2001), 외톨이

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으

문제 및 학교에서의 중도탈락(구자경 2003), 집단

로 보인다. 오히려 정서표현 자체를 회피하거나

따돌림의 가해자나 피해자 문제(도현심, 1998)와도

억제하게 하는 심리내적 요소가 중요해진다.

상관을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의 외로움에 대한

이와 관련해 King과 Emmons(1990)는 정서를

연구는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이를 위한 예방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표현하지 않고자 하는

적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욕구간의 갈등이 정서표현 자체보다 개인의 안

그 동안 청소년의 외로움에 대한 연구는 또래

녕과 적응에 더 중요한 함의가 있음에 주목하였

관계 혹은 또래관계에서의 부적절한 사회적 기술

다. 이들은 이러한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정

에 초점을 맞추거나, 부모 애착과의 관계성을 본

서표현에 대한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연구들이 많다(김광웅, 조유진, 정유진, 2005; 도현

Expressiveness)’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심, 1999; 최미경, 2006). 반면 외로움이 어떤 심리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AEQ)에는 정서를

내적 과정을 통해서 심화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할지 말지를 고민하거나, 정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부모 및 사회적 관계망의

서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으나 그렇게 한 것에 대

붕괴와 상실의 결과 경험되는 외로움(Weiss, 1977)

해 후회하는 등, 내적 갈등으로 인해 정서표현을

이 어떤 심리적 기제를 통해서 유지, 강화되는지

억제하는 내용의 문항이 포함돼 있다. 이들에 따

를 밝히고자 하는 시도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친

르면 단순히 정서표현을 적게 하는 억압적인 사

밀한 인간관계 형성의 필수요소인 자기공개 가운

람은 부정 정서에 대한 인식과 표현을 억제하는

데 특히 정서표현과 외로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데 비해서, 정서표현 갈등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

인간관계의 심화에는 자기공개가 매우 중요하

인 정서뿐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까지 억제하면서

다. 특히 정서적 자기공개인 정서표현은 상호간

반추한다. Emmons와 Colby(1995)에 따르면 정서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현에 대한 갈등은 정서와 관련된 개인 정보의 상

기능을 한다(Plutchik, 1994). 정서표현을 잘 하는

호교환을 통한 친밀한 관계의 발전을 어렵게 만

사람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 형성이 쉽고, 더 많은

든다. 이는 타인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어렵게

인정과 관심을 받으며, 타인의 정서에도 영향을

한다. 정서표현 갈등이 큰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준다(Buck, 1984). 그러나 사람들은 정서를 표현했

때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회

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

피 전략을 사용하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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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모형검증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정서표현 갈등은 대인관계 민

모형검증에서 매개변인으로 수치심 요인을 가

감성과 관련이 있으며(변영진, 2005), 정서표현을

정하였다. 대인관계에 미치는 수치심의 영향은

하지 못했을 때는 정서표현으로 얻을 수 있는 사

Kaufman(1989)이 수치심을 ‘대인관계의 가교에 있

회적 지지, 친밀감을 이끌어 내지 못해 사회적 상

는 균열(rupture in the Interpersonal Bridge)’로 표현

황에서 부정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한 데서 드러난다. 수치심은 타인에게 모든 것이

에 따른 사회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김민경, 2008)

드러나 보이기 전에 도망가려는 충동과, 관계가

는 보고가 있다. 최해연과 민경환(2007)은, 정서표

가까워질 때의 친밀감에 대한 공포를 수반하고,

현 양가성 척도(AEQ)를 한국문화의 맥락에서 타

자기공격, 타인공격 및 사회적 철회반응을 가져온

당화한 결과, 정서표현 불능과 표현결과에 대한

다(Tangney, 1991; Nathanson, 1992). 또 수치심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자기-방어적 양가성’ 요인과

상처를 경험한 개인은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이 취

인상관리 및 대인관계 민감성과 관련된 행동 통

약해지거나 자신이 사랑스럽지 못하다고 여기게

제를 반영하는 ‘관계-관여적 양가성’요인 등 두

돼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꺼리고 거리를 유

가지 요인을 확인하였다. ‘자기-방어적 양가성’

지하게 된다(Greenberg, 2001), 수치심은 여러 대인

요인은 억제적 조절양식 및 경험적 회피와 높은

관련 문제 중에서 과도한 냉정함, 내향성, 비주장

상관을 보였으며, 불안 우울 등의 심리증상과도

성, 착취 및 과도한 표현 등과 관계를 보인다

높은 상관을 보였다. 반면 ‘관계-관여적 양가성’

(Gilbert, Allan, & Goss, 1996). 수치심이 큰 사람일

요인은 억제적 조절양식과는 높은 상관을 보였지

수록 외로움은 크게 나타난다((이인숙, 최해림,

만 경험적 회피와는 관련성이 떨어졌으며, 강박증

2005; 신영숙, 이지연, 2008; 이지연, 2009).

이나 우울, 대인관계 민감성과는 약한 상관을 보

정서표현 갈등과 수치심의 관계를 보면, 이들은

이고, 그 외의 다수의 심리증상과는 유의미한 관

양육과정에서 주요양육자의 반응과 매우 큰 관련

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관계성을 중시하는

성을 갖고 있다.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한국문화에서는 ‘관계-관여적 양가성’ 요인 같이,

때 부모가 이를 처벌적하거나, 의미를 축소하거

대인관계 민감성을 바탕으로 한 정서표현 행동의

나, 또는 부모 자신이 고통스럽다는 반응을 통해

억제가 반드시 부적응적이지는 않음을 추론하게

아동의 정서를 수용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한다.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억제하는 방식을 익히게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에서 정서표현 갈

된다(Eisenberg & Fabes, 1994; Eisenberg, Fabes, &

등이, 부정적 피드백이 예상되는 경우 정서표현을

Murphy, 1996).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이나 회피적

조절하는 적응적 측면과, 정서인식의 억압과 표현

대처 등은 이러한 정서억제의 한 양상이다. 즉 자

결과에 따르는 두려움으로 경험적 회피를 보이는

신의 부정적 정서를 수용하고 인정하지 않는 부

비적응적 측면이 있으며, 이 가운데 비적응적 측

모의 반응에 따라 아동은 원하지 않는 정서의 표

면의 결과로 외로움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가

현을 억압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결과

정하였다. 또 정서표현 갈등은 직접적으로 외로움

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하거

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매개변인을 거쳐서 간

나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감정을 머물러 관찰하지

접적으로 영향을 및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못하며 감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

- 527 -

상담학연구

하게 된다. 수치심은 유아기 객관적 자기지각 능

르면, 여성들은 감정적 민감성과, 생각, 감정, 사

력이 생기면서 형성되는 자의식적 정서인데, 중요

상의 상호 자기노출의 기대들이 충족될 때, 상호

한 양육자(부모)의 멸시나 경멸이 내재화돼 형성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관계를 맺는다.

된다. 정서표현의 억제는 내적 경험을 명료하게

이러한 상호관계가 충족되지 못하면 여성은 자

인식하지 못하고 타인에 의한 부정적 평가를 두

기침묵, 수치심, 죄책감, 우울 또는 낮은 자아존

려워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을 억제하는

중감을 가지게 된다. 외로움 역시 여성들이 남

것임에 비해서, 수치심은 자기 이상에 미치지 못

성들보다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된다(Medora &

하는 자신을 과도하게 부족하고 결핍되며 부적

Woodward, 1986; Woodward & Frank, 1988). 이에

절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하며 작다고 느끼고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계에서의 좌절과 외로움

(Kaufman, 1989; Tangney, Wagner, & Gramzow,

정서를 보다 쉽게 지각할 것으로 여겨지는 여고

1989),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감추고자 하는 행동

생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을 동기화한다(Lewis, 1987).

가설 1. 정서표현 갈등이 높을수록 수치심과

Greenberg(1997)에 따르면, 수치심은 자기 스스로
를 가치 없는 인간으로 여기거나 다른 사람이 받

외로움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수치심은 정서표현 갈등과 외로움의

아들일 수 없을 만큼 결점이 많다고 여기는 핵심
적 자기를 내재화해서 생기는 일차적 수치심과,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특정상황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
차적 수치심으로 구분된다. 일차적 수치심이 개인

방 법

의 이상적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면, 이차적 수치
심은 자신의 실수에 대한 자기비판과 관련되는
내적 경험이다. 즉 수치심은 충분히 수용적이지

연구대상

못한 초기양육의 결과 자기이상에 도달하지 못하
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인 일차적 수치심과,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

상황에 대처하면서 경험하는 과정에서의 내적 평

교 여학생 720명이다. 설문실시에 앞서 해당학급

가를 포함하는 이차적 수치심이 있다고 볼 수 있

에 정신과적 치료를 따로 받고 있는 학생이 있는

다. 본 연구에서는 이차적 수치심이 정서표현 갈

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러한 경우는 확인되지

등과 외로움을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정

않았다.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15부명)를 제외

서표현 갈등으로 나타나는 정서표현의 억제가 자

하고 70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대

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으로서의 수치심을 보

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전문계 학생 199명

다 강화하고, 이러한 이차적 수치심은 타인의 시

(28.2%), 인문계 학생 506명(71.8%)이고, 1학년 94

선으로부터 숨는 행위인 관계에서의 위축과 철회

명(13.3%), 2학년 105명(14.9%), 3학년 506명(71.8%)

를 더욱 가중시켜 외로움을 크게 하는 경로를 밟

이었다.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은 18.7세(SD= 2.02)

을 것으로 보고 이를 검증하였다.

였다.

한편 관계 속에서의 자기(self-in-relation) 이론
(Jordan, Kaplan, Miller, Stiver, & Surrey, 1991)에 따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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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표현 갈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

문항이 같은 방향으로 주어질 경우 한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을 제어하기 Rosenberg 자존감 척

King과 Emmons(1990)의 척도를 하정(1997)이 한

도를 포함시킨 것이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은

국형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28문항의 자기

Cook(1987)의 ISS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

보고식 질문지로 긍정적 정서표현 갈등 10문항과

인 구조를 확인하고, 이를 각각 부적절감(예: 나는

부정적 정서표현 갈등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 자신이 매우 보잘 것 없이 느껴진다), 공허감

정서표현 상황에서 유기체가 갖는 여러 가지 목

(예: 나는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느

표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노력에 주목하여, 정서

낌이다), 자기처벌(나는 실수를 하면 몽둥이로 내

표현, 정서관리, 정서규제, 미묘한 정서표현의 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싶다), 실수불안(예: 실수

려움에서 유기체가 경험하는 모호성 혹은 양가감

를 하면 나는 움추려드는 것 같다)으로 명명하였

정(예: 나는 나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

다. 각 문항은 0점에서 4점까지(0=그런 경우가

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창피당하거나 상처받게

없다, 4=거의 항상 그렇다)의 리커트 방식으로

될까봐 걱정한다)을 5점 리커트 방식으로 평정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수치심 점수는 자존감 문

다. 하정(1997)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항을 제외한 24문항의 합계로 측정되며 점수가

계수는 긍정적 정서표현 갈등은 .88, 부정적 정서

높을수록 수치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Cook의

표현 갈등은 .85,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

연구에서 보고한 검사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

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84, 88, 전체

계수로 임상집단이 .96, 비임상집단이 .95, 검사-재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검사 신뢰도는 .84였으며, 이인숙과 최해림의 연
구에서는 .93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

에서는 .94로 나타났다.

Cook(1987)이 개발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이인숙과 최해림

외로움 척도(UCLA-Loneliness Scale)

(2005)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Cook은 이 척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느끼는 외로움을 측정

도를 사용해서 개인의 자기(self) 안으로 내면화된

하기 위하여 Russell, Peplau와 Ferguson(1978)이

자기를 향한 강한 부정적 정서인 수치심을 측정

만든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형성

Loneliness Scale을 Russell, Peplau와 Cutrona(1980)가

된 부적응적인 수치감 정서가 모든 발달단계에

개정한 것을 김옥수(1997)가 번안한 한국형 UCLA

걸쳐 고통스러운 자기인식을 가져오고, 다양한 대

외로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총 문항 수

인 관계적 상황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이차적 수

는 20문항으로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

치심 역시 이미 형성된 수치심이 단서가 주어질

다. 연구에서는 최종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부하량

경우 재발현 되는 것으로 보아, 일차적 수치심과

이 낮은 3문항(2, 5, 15번)을 제외한 17문항을 사

이차적 수치심을 따로 측정하지는 않고 내면화된

용하였다. 3가지 하위요인은, 타인에게 자신을 드

수치심으로 측정하였다. 척도는 수치심을 측정하

러내 보이지 못하거나 타인으로부터의 고립감을

는 24문항과 자존감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

평가하는 “친밀감 부족”(10문항), 자신의 사회적

되어 있다. 자존감 6문항(4, 9, 14, 18, 21, 28번)은,

관계망 속에서 지지자가 없다는 느낌을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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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4문항), 소속감 및 관

AMOS 4.0로 처리했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인

계감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를 평가한 “소속감 부

경향을 알아보고자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족”(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는 ‘나는 사

내고 측정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Pearson

람들과의 교제가 부족하다’ ‘나는 혼자 남겨진 느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은 구

낌이 든다’ ‘나는 의지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

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수치심의 매개모형을 각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각 문항들은 1점에서 4

독립적으로 검증하였고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잠

점까지(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의

재변인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리커드 방식으로 평정되며, 긍정적 문항(1, 4, 5,

는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완전정보최대우

6, 9, 10, 15, 16, 19, 20번)을 역채점 해서 합산한

도법(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이

점수로 외로움 수준을 측정했다. 점수범위는 최저

용하여 분석하였다(Arbuckle, 1996). 수치심과 외로

20점에서 최고 80점까지로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

움 측정변인은 각 척도의 하위요인별로 총점을

록 외로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구하여 사용하였고, 정서표현 갈등척도는 전체 28

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 계수 .90으로 나타났다

문항을 9문항, 9문항, 10문항씩 합산하여 3개의
지표를 만들었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연구절차

위해 표본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등을

이용하였다.

하거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의뢰하여 해당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05 이하(Browne

교사에게 조사의 목적과 조사내용, 실시방법에 대

& Cudeck, 1993) 또는 .06 이하(Hu & Bentler, 1999)

해 설명하고 설문지는 A, B 형으로 만들어 문항

일 때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수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뒤로 갈수록 무성의한

.10 이하면 보통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

응답을 피하고 순서효과를 줄이기 위해 한 학급

도를 나타낸다. 이에 비하여 CFI와 TLI는 상대적

의 반은 A형을 반은 B형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설

적합도 지수로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

문지 구성에서 AEQ(1), ISS(2), UCLA-LS(3)의 조합

은 것으로 해석하였다(홍세희, 2000). 또 비교하는

은 순서효과를 없애기 위해 A set(1-2-3)와 B set

모형이 내재된 경우에 모형비교는 적합도 지수에

(3-2-1)를 사용하였다. 두 셋트 간의 t- 검증을 했

더해서 χ2차이검증 결과를 고려하였다.

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어(t = 1.37, p < .001) 순
서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성별

결 과

이 비슷한 비율이 되도록 하였다. 응답시간은 제
한을 두지 않았으며, 설문지를 완성하는데 대략
30분이 소요되었다.

기술통계치 및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분석방법

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기초분석으로서 각 척도
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등 기초통계치를 구하였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과

으며,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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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서표현 갈등, 수치심, 외로움간 상관행렬(N=705)
수치심

정서
표현

부적

갈등

절감

공허감

외로움

자기

실수

처벌

불안

전체

정서표현 갈등
수
치

.46

공허감

.49

실수불안
전체
친밀감 부족

**

M

SD

.

3.73

1.02

.85

.64

.95

.88

.89

.71

1.47

.77

.98

.64

1.61

.56

1.52

.53

1.84

.52

1.63

.46

**

부적절감

자기처벌

심

사회적
소속감
지지망
전체
부족
부족
부족

친밀감

**

.69**

**

**

.47

.71

.72

**

.67

.58

.66

**

.92**

.87**

.87**

.81**

**

**

.52

**

.54

**

.47

**

.40

.56

.27

**

.36**

.36**

.28**

.20**

.36**

.66**

.49

.54
.42

**

**
**

**

**

외

사회적

로

지지망부족

움

소속감부족

.15**

.25**

.25**

.21**

.12**

.25**

.39**

.46**

전체

.39**

.50**

.52**

.44**

.35**

.54**

.94**

.83**

.46**

p<.01,

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간접효과를 고려한 모델을 설정하여 두 모형간

정서표현 갈등과 수치심 하위변인과의 상관관
계를 보면 유의한 중간정도의 정적상관(r=.46～

적합도 비교를 통해 자료의 구조에 적합한 모형
을 선택하고자 하였다(표 2 참조).

.49, p<.01)을 보였다. 또 정서표현 갈등과 외로움

표 2에는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각각의

하위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서표현 갈등과

전반적 적합도와 두 모형을 비교하고자 모형간 χ

친밀감부족은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r=.42, p<

2

.01), 사회적 관계지지망 부족(r=.27, p<.01), 소속

살펴보면, 부분매개모형의 χ 값은 201.067 (df=32)

감 부족과는 낮은 정도의 정적 상관(r=.15, p<.01)

이고, 완전매개모형의 χ2값은 204.191(df=33)로서

을 나타내었다.

두 값 모두 기각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큰 표본

차이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자세히
2

2

에 민감한 χ 값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정서표현 갈등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따라서 사례수에 덜 민감한 모형 적합도 지수를

매개효과 검증

살펴보았는데, 부분매개모형의 CFI와 TLI지수는
각각 .991과 .985이고, 완전매개모형의 CFI와 TLI

정서표현 갈등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수치심

지수는 각각 .991과 .984이다. TLI와 CFI는 기저모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검

형과 비교하였을 때 연구모형이 얼마나 향상되었

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수치심 변수의 직접효과와

는지를 보여주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서 .9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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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식화한 것이다.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두 지수의 해석기준에 따르면 본 연구의 부분매

경쟁모형으로 비교하여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은 모두 좋은 적합도를 나

결정하였다. 두 모형은 내재된(nested)모형이므로

타낸다. 또한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모두 반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χ 검증(χ difference

영하는 RMSEA의 경우, 부분매개모형에서는 .087

test)을 실시하였다. 표 2를 보면 두 모형의 χ2차

이고 완전매개모형에서는 .086로서 두 값 모두

이 값은 3.124이며, 자유도의 차이 값은 1로 .05

.08의 기준을 만족한다(Browne & Cudeck, 1993). 두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χ 차이 검증

모형의 적합도지수를 비교해본 결과 완전매개모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부분 매개모형을,

형의 적합도가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보다 근소

유의미하지 않으면 완전 매개모형을 선택하므로,

한 차이이긴 하나 좀 더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완전매개모형이 선

또한 두 모형이 내재된(nested) 모형이므로 두 모

택되었다.

2

2

2

형 중 보다 자료를 잘 설명하는 모형을 선택하고

이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로 매개모형의 경

2

자 χ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로 a(β=.50, p<.001)와 b(β=.59, p<.001)가 모두

그림 1은 연구모형을, 그림 2는 경쟁 모형을 도

수치심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표 3). 즉, 매

a

b

a
정서표현
갈등

정서표현
갈등

외로움
그림 1. 연구모형

수치심

c

b
외로움

그림 2. 경쟁모형

표 2. 완전매개모형과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비교
Model

df

χ2

완전매개모형

33

204.191

부분매개모형

32

201.067

Δχ2

3.124

RMSEA

CFI

TLI

.991

.985

.086(.074-.092)

.991

.984

.087(.075-.099)

(90% 신뢰구간)

표 3. 수치심의 매개모형 경로계수

주.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정서표현 갈등→수치심(a)

.090

.501

.006

14.46

수치심→외로움 (b)

.503

.587

.038

13.37***

정서표현 갈등→외로움(c)

.010

.063

.005

1.79

***

p<.001,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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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적응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수치심

***

.50

있게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그동안 외로움에 대

.59***

정서표현

한 연구는 사회적 지지나 대인관계 요인과의 관
계에서 많이 검토돼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

외로움

갈등

내적인 심리변인을 연결시켜 그 경로를 확인하고
자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림 3. 완전매개모형
*** p <.001

먼저 외로움이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경험되는 정서라고 볼 때, 이

개모형의 각 변인 간 직접효과들은 유의하였다.

러한 관계망의 축소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친밀감

수치심의 매개효과(또는 간접효과)는 직접효과

증진을 위한 필수요소인 자기개방. 특히 정서표현

a와 b효과를 곱한 ab로 정의된다. 수치심의 매개

의 개방과 외로움의 관계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효과 ab에 대한 Z검

고 본 연구는 가정하였다.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

증을 실시하였다. Z는 Aroian 공식(Aroian, 1994)

(AEQ)를 한국문화의 맥락에서 타당화한 최해연과

또는 변형된 Sobel 공식(Baron & Kenny, 1986)을 사

민경환(2007)의 연구논문에서 보면, 정서표현 갈등

용해 구했다.

으로 인한 억제가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문화적

표 3에 제시된 a, b, 추정치를 이용해 구한 매

맥락에서는 반드시 부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개효과 ab는 .295이고 SD ab=.019, Z ab=15.53로
α=.05 수준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크므로 매개

시사를 하고 있어, 정서표현 갈등이 외로움으로
직접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매개변인

효과 ab는 유의미함이 검증되었다. 즉 경로 a와 b

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가 유의미하고, 매개효과 ab가 유의미하므로 연구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에서 매개모형이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

정서억제와 외로움 모두와 관련이 깊은 수치심을

서표현 갈등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수치심은 매

상정해서 정서표현 갈등과 외로움의 관계를 모형

개효과가 있었다.

검증 하였다.
가설의 모형검증을 위해, 정서표현 갈등과 외로
움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

논 의

개모형 중에서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완전매
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χ2검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을 일으키는 심리내적 기

여고생의 외로움은 정서표현 갈등이 수치심을 통

제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서 정서표현 갈

해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완전매개모

등과 수치심이 외로움과 밀접하게 관련된 변인임

형이 채택되었다. 즉 정서표현 갈등은 여고생의

을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보다 확장시키고자

외로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수치

하였다. 또 정서표현 갈등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심을 통해 외로움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외

다. 이 같은 결과는 정서표현 갈등이 높은 사람은

로움을 설명하는 변인인 수치심을 새로이 추가하

그런 자신의 모습에서 수치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여 외로움을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이로 인

높고, 이것이 대인관계에서의 철회와 회피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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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해서 대인관계에서 외로움이 커질 수 있다는

될 것이다. 그 동안 청소년기 외로움에 관한 연구

것을 추론케 한다. 따라서 수치심을 완화시키는

는 혼자 있음을 통한 긍정적인 측면들이 간과되

것이 외로움과 관련된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어 왔다(Corsano, Majorano, & Champretary, 2006). 그

데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큼 외로움의 부정적 측면이 청소년기 다양한

구자경(2003)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 내 친구관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외로움

계를 비교한 결과 학교중퇴의 가능성이 높은 위

이 가진 부정적인 측면들을 심리내적 문제로 접

기집단이 안정집단에 비해서 또래관계에서 외로

근할 수 있다면 이러한 혼자 있음의 장점을 통합

움을 더 많이 느끼며, 또래의 지지를 적게 받으

적으로 경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며,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한다. 친구관계 친구들과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연구대상이 고등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지내는 청소년들은 친구

학교 여학생 1, 2, 3학년으로 한정된 만큼 다른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차 부적응적 양상을

집단으로의 일반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다양

보일 수 있는 위험집단으로 보고, 외톨이로 개념

한 임상집단을 포함하지 않아 실제 정서표현 갈

화되기도 하였다(김은정, 2001). 나아가 청소년의

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데 다

친구관계 문제는 성인기의 여러 가지 심리적 문

소 부족한 점이 있으며,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

제를 일으키며, 친구가 없는 청소년은 성인이 된

계가 있다. 또 여학생만을 표집 대상으로 하였기

후에도 협력이나 양보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적응

때문에 비슷한 발달단계에 있는 남학생과의 차이

하지 못하거나 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이기도 한

를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둘째, 척도의 문

다(이시형 등 2000).

제이다. 우선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측정의

부모와의 애착과 또래와의 관계 등 사회지지망

한계가 있으며, 일차적 수치심과 이차적 수치심의

의 확보라는 견지에서 외로움 문제의 해결을 모색

측정을 위한 정확한 도구가 세분화되지 않은 상

하고자 할 경우, 부모와 또래 환경의 재구성과 사

태에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를 통해 이차적 수

회적 기술의 습득과 훈련을 할 수 있다. 이에 더

치심을 측정하고자 한 것은 연구의 중요한 한계

해 본 연구의 수치심의 매개효과 확인은 심리내적

로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

인 변화를 통한 수치심의 치유와 자존감의 회복을

표현 갈등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르게 경험될

통한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표면

수 있으며, 특히 한국문화에서 유의한 함의가 있

적으로 환경의 재구성이나 사회적 기술의 습득과

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전제로 두고 매개모

훈련이 구체성과 구조화의 용이성 때문에 보다 쉬

형의 가설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

운 상담적 개입방법으로 보이지만, 환경의 재구성

에 따른 특성 자체를 직접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사회기술 훈련을 개입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

이 개인을 동기화시키지 못할 경우도 많아, 성격

요성이 제기된다.

적 특성에서의 내면화된 수치심을 치유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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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upon the
Loneliness of Girls' High School Students
with Shame as a Mediating Factor

Yun, Hee-Ok

Lee, Jee-Yon

University of Incheon

Lee, In-Suk
Korea Aerospac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shame on
their loneliness, which has a huge influence on their psychological maladaptive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 total of 705 girls'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were asked to fill out a
questionnaire.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shame, and lonelines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positiv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these factors. Shame had a fully mediating effect betwee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loneliness. In short, it is apparent that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can have noticeable indirect effects upon loneliness via shame in addition to direct effects. This
suggests that counseling interventions to help girls' high school students deal with interpersonal loneliness. Also
this results could suggest to understand their individual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internal
shame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loneliness. Such counseling interventions should also keep in mind the
potential combined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shame on their loneliness
Key words :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loneliness, sh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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