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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 할 수 없는 생각

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

니다. 따라서 한 수 의 비 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상황에 따라

서는 응 인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비

의 수 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즉 자신의 부정

인 정보들을 과도하게 감추는 것은 부 응 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심리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박미란, 이지연, 2008; 서은주, 권경

인, 2018).

이와 련하여 Larson과 Chastain(1990)은 고

통스럽거나 부정 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숨기는 극 인 경향성을 자기은폐라

는 용어로 정의하 다. 련한 선행연구들에서 자

기은폐는 신체  증상  심리  부 응과 유의미

한 련이 있었으며(박미란, 이지연, 2008; 최정아, 

2015; 최희철, 김지 , 2009; Barbara & Gerard, 

2017; Larson & Chastain, 1990; Michael, Lauren, 

Kellie, & Aditi, 2016), 인 계와 정서표 과

도 유의미한 상 이 있음이 보고되었다(김정애, 이

민규, 2014). 

특히 자기은폐는 문  도움추구에도 요한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심을 받아왔다(박정언, 

박은아, 2016; 서승아, 2014; 최 주, 2013; 최효

진, 2010). 자기은폐 수 이 높을수록 자신의 문제

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어 문제해결을 한 정보나 

충고를 받을 수 있는 정보  지지로부터 소외될 

수 있고(장진이, 2000), 타인들로부터 한 도움

을 받지 못해 더 많은 신체  증상과 심리  부

응을 경험한다는 것이다(김동민, 양 회, 2010; 김

주미, 2002; 서승아, 2014).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자기은폐 수 이 높을수록 심리  불편감이 증가

하여 타인의 도움을 얻는 과정을 더욱 필요로 하

지만, 자기은폐가 이러한 도움 요청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한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정보를 상 에게 은폐하고자 하는 경향은 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담수 을 피상 으로 

만드는 등의 향을 주어, 결국 상담자의 한 

치료  도움을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서

은주, 권경인, 2018).

지 까지의 자기은폐 연구는 주로 부 응  특

성들과의 련성을 밝히는 것에 이 맞춰져 

왔는데, 특히 종속 변수에 향을 주는 독립변수

나 매개변수로써 연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자기

은폐성향이 높다는 것이 개인의 어떠한 부 응에 

향을 주는지는 검증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어떠

한 심리  기제가 자기은폐의 수 에 향을 미

치는지를 밝힌 연구는 상 으로 미흡하게 이루

어졌다(손진희, 유성경, 2004). 즉, 기존의 자기은

폐 연구들로는 개인의 어떠한 특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자기은폐의 수 을 높이거나 낮추는

지 충분히 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은폐에 이르는 심리  과정을 밝히는 연구가 부

족하다는 것이 결국 자기은폐 수 을 사 에 경

감시키기 한 한 개입의 근거가 부족함을 

시사한다는 제언(강지헌, 2018), 그리고 자기은폐

가 높은 내담자에게 한 도움을 제공하기 

해서 이들의 개인 내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는 제언(서은주, 권경인, 2018)에 기 하여, 

련 요인들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심리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을 두었다. 

자기은폐와 련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변인

들과 련되어 연구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에서 수치심에 심을 두었다. 수치심이라는 

변인은 그 자체로도 자기은폐와 이 련이 

있을 뿐 아니라,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

되기 때문이다(서은주, 권경인, 2018; Pineless, 

Street, & Koenen, 2006). 이에 더해 자기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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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련된 개인  성격요인  가장 핵심 인 자

기애 성향의 핵심정서 역시 수치심이라는 제언

(McWilliams, 1994) 한 수치심이 자기은폐와 

한 련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이라는 변인을 

심으로, 수치심이 어떠한 심리  과정을 통해 

자기은폐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수치심이란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경우 스스

로를 부 하고 결핍된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느

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Kaufman, 1989), 자

기에 해 부정 으로 표상하는 정서  자기개념

이며(하은혜, 곽진 , 2010), 자신의 존재 자체에 

한 공허감과 부 감을 포함하는 문제로 설명

된다(이인숙, 최해림, 2005). 이러한 수치심은 생

애 기에 형성돼 한 생애에 걸쳐 성격  특질로 

자리 잡는, 개인의 내면화된 성격으로 여겨지기도 

한다(이성원, 양난미, 2015). 이와 같은 내면화된 

수치심은 수치심을 유발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자신을 부정 으로 평가하고, 따라서 다른 사

람에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은폐의 수 을 높일 수 있다(한완규, 2017).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은폐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연구 결과들(강지헌, 2018; 김민성, 김은정, 

2019; 신지훈, 2020; 진용, 2019) 역시 이러한 

향력을 뒷받침한다. 

한편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은폐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내면화된 수치심을 일상

이나 상담 장면에서 다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 우울과 같은 2차 정

서 아래에 있는 성격  특질로 간주되기 때문이

다(Cook, 2001). 한,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내

면화된 수치심을 직면하고 다루는 작업이 내담자

의 비도나 취약성 등에 따라 어떠한 내담자에

게는 험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언

들(고나 , 2004; 장진아, 2006)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언들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은

폐에 미치는 향에서 보다 효과 인 상담 개입 

 변화가 용이한 매개변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탐

색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내면화된 수치

심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간 효과가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나 내면화된 수치심이 다른 심리  요인

들의 매개과정을 거쳐 자기은폐에 이르게 됨을 유

추할 수 있다는 제언(강지헌, 2018) 역시 매개변

인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수치심과 련하여 가장 연구가 많이 된 변

인  하나는 바로 자기비난이나 정서조   표  

문제와 련된 것이다(홍지선, 김수임, 2017), 자

기비난은 표 인 역기능  신념의 하나로, 자신

에 한 가혹하고 처벌 인 평가를 의미한다(손

은정, 2010). 자기비난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뿐만

이 아니라 타인에 해 단 이고 타인의 비난

에 한 염려로 정서 인 면에 매우 민감하다(이

문선, 2013). 이러한 자기비난이 수치심과 강한 정

 상 을 보인다는 연구들은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다(권희 , 홍혜 , 2010; 홍선혜, 2015; Jason 

& Melissa, 2015; Lutwak, Panish, & Ferrari, 

2003).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은 수치심

을 경험할 때 자신에 해 부정하게 되고, 그러한 

결과로 자기를 비난하게 된다는 것이다(이문선, 이

동훈, 2014). 

이러한 자기비난의 결과는 자기은폐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된다. 자신을 부정

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보

다 숨기고자 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자

연스러울 수 있다. 아직까지 자기비난과 자기은폐

의 련성을 직 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

지만, 자신에 해서 비 일수록 스스로를 은폐

하려는 성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Richardson 

& Rice, 2015)나 자기 비  완벽주의 수 이 

자기은폐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친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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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김주 , 신희천, 김은하, 2018)들을 통해서 

이러한 련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비난을 높이고, 

이러한 자기비난이 자기은폐 수 을 높이는 과정

을 설명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부정 정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기비난이 심리  부

응에 미치는 향을 확인함에 있어, 자기비난

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정서에 어떻게 반응하느

냐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

(함성민, 명호, 2015)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다. 특히 자기은폐가 단순히 낮은 표 성 보다 표

 욕구를 억제하는 것에 더욱 부정  기능을 한

다는 연구 결과(Pennebaker, Colder, & Sharp., 

1990)에 기 했을 때, 해당 심리  과정에서 발

생하는 정서에 한 반응, 그 에서도 표  욕구

와 련된 변인을 통합 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보다 강조된다. 

정서표 양가성은 자신의 감정을 표 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과, 표 했을 경우의 

험에 해 후회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신채 , 

유순화, 윤경미, 2013). 정서표 양가성이 높은 경

우 정서를 표 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그 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표 하는 것

을 어려워하며(김미진, 2009; 유주 , 2000), 문제

를 부정하고 회피하는 처방식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Sarason et al., 1991). 이상의 연구들은 정

서표 양가성이 자신에 한 정보나 감정들을 회

피하고 감추는 자기은폐 성향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은 

타인과의 경험에서 자기에 한 부정  평가와 

계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지연, 2008), 정정서를 느낄 때도 수치심이 

동반되기 때문에(김민경, 2008) 자신의 정서를 표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연구를 함께 살펴

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정서표 양가성을 통해 

자기은폐의 수 을 높일 것으로 측할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

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심리  과정을 구체 으로 

이해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치료  변화를 추구

할 수 있는 인지 , 정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

는 목 을 가진다. 이를 해 련된 선행연구들

을 토 로, 수치심이 내재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황과 경험에 해 자기비난 인 인지  평가를 

하고 이로 인해 정서표 양가성이 유발되며, 이러

한 양가성이 자기은폐라는 회피 처를 더욱 증

가시킬 것으로 상하 다. 이에 따라 학생을 

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비난과 정서표

양가성을 순서 로 매개하여 자기은폐를 높일 

것으로 연구모형을 선정하 다. 이를 통해 확인하

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은폐 내담자가 평소 

인 계에서 보이는 반복되는 패턴과 그 안에서 나

타나는 내담자의 인지와 정서를 함께 고려한 통합

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제언(박소 , 2012)에 답

할 수 있는 하나의 기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어떤 인지 , 정서  특성이 자기은폐라는 

행동경향성에 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면 자기

은폐 수 이 높은 내담자를 한 효과 인 개입

방법을 마련하는데 방향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기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비난, 정서

표 양가성, 자기은폐 간의 계는 어떠한가? 

 - 가설 1-1.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기비난, 정

서표 양가성, 자기은폐와 정  상 을 나타

낼 것이다. 

 - 가설 1-2. 자기비난은 정서표 양가성, 자기

은폐와 정  상 을 나타낼 것이다. 

 - 가설 1-3. 정서표 양가성은 자기은폐와 정

 상 을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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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은폐의 

계에서 자기비난, 정서표 양가성의 매개효과

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 가설 2-1.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은폐의 

계에서 자기비난은 부분매개 할 것이다. 

 - 가설 2-2.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은폐의 

계에서 정서표 양가성은 부분매개 할 것

이다. 

 - 가설 2-3.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은폐의 

계에서 자기비난과 정서표 양가성은 이

매개 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2. 방 법

1) 연구대상

서울, 울산, 경남 소재의 4년제 학교 학생 

300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회수된 설

문지  불성실한 응답이거나 결측치가 있는 자

료 9부를 제외하고 총 291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

용하 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남자 108명(37.1%), 여자 183명(62.9%)이었고, 

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27세 사이 으며, 평균 

21.37세(SD=2.09) 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 72명(24.7%), 2학년 51명(17.5%), 

3학년 70명(24.1%), 4학년 88명(30.2%), 5학년 

이상 10명(3.4%)이었고, 공별 분포는 인문사회

계열 144명(49.5%), 자연과학계열 39명(13.4%), 

체능계열 9명(3.1%), 공학계열 35명(35%), 농

학계열 22명(7.6%), 사범계열 7명(2.4%), 상경계

열 12명(4.1%), 기타 23명(7.9%)이었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설문지는 각 변인들의 척도와 인구

통계학  정보가 포함된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설문지를 실시하기 , 자료 수집 

차  연구 참여자의 안정성 보장을 해 G

학교의 기 생명윤리 원회(IRB) 승인을 받았다

(GIRB-A19-Y-0038). 수거된 설문지 300부  

234부는 Google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하여 연구

자의 지인들에게 설문조사 URL을 달하거나, 

학생들이 근하기 용이한 도서  등과 같은 

장소에 모집문건을 게시하여 자료를 수집하 으

며, 그 외의 66부는 연구 참여자와 직  면함으

로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 다. 설문을 실

시하기 에 연구 목 , 익명성 보장, 자료를 본 

연구 이외의 목 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자료 보

  폐기 그리고 연구 참여 여부에 따른 불이익 

등에 한 사항을 설명하 고, 이에 서면 동의를 

받고 동의한 설문지만을 분석에 사용하 다. 온라

인 설문조사의 경우, 연구자가 직  연구에 한 

설명과 동의 차를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

라인 설문을 제작할 때 연구 목 , 익명성 보장, 

자료 보   폐기에 한 설명문을 포함하 다. 

설문은 2019년 7～9월 세 달 동안 실시되었으며, 

설문지에 응답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10～15분 

정도 다. 참여자가 설문에 응답하는 도 에 단

을 원하는 경우, 바로 설문조사를 단하 으며, 

해당 자료는 폐기하 다. 설문에 참여한 상자들

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지 하 고, 기타 문의사항



74 ▪ 사회과학연구 제31권 4호(2020)

이 있을 경우 연구자의 E-mail 주소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하 다. 

3) 측정도구

(1) 내면화된 수치심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한 도구로 Cook(2001)의 개발, 이인숙과 최해림

(2005)의 번안․타당화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Internalized Shame Scale)를 사용하 다. 원

척도는 수치심을 측정하는 24개의 문항과 자존감

을 측정하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을 측정하는 24개의 문항만을 

사용하 다. 24개의 수치심 문항은 부 감(10문

항), 공허(5문항), 자기처벌(5문항), 실수불안(4문

항)의 4개 요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척도는 총 24문항에 5  리커트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로 평정하도록 되

어 있다. 척도 총 의 범 는 24 에서 120 까지

로 수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 수 이 높다

는 것을 의미 한다(Cook, 2001). 원척도는 수치

심을 측정하는 24개의 문항과 자존감을 측정하

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수치심을 측정하는 24개의 문항만을 사용

하 다. 24개의 수치심 문항은 부 감(10문항), 

공허(5문항), 자기처벌(5문항), 실수불안(4문항)의 

4개 요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해당 연

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체 .93, 하

요인별로 부 감 .89, 공허 .86, 자기처벌 .78, 

실수불안은 .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

수(Cronbach’s )는 체 .96, 하 요인별로 부

감 .94, 공허 .91, 자기처벌 .85, 실수불안이 

.86으로 나타났다. 

(2) 자기비난

본 연구에서는 자기비난을 측정하기 한 도구

로 Ishiyama와 Munson(1993)이 개발하고 이혜

미(2009)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자기비  인지 

척도(Self-Critical Cognition Scale)를 사용하

다. 척도는 총 10문항에 5  리커트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로 평정하

도록 되어 있다. 척도 총 의 범 는 10 에서 50

까지로 수가 높을수록 자기 련 정보에 더 많

은 자기비  사고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혜미(2009)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

는 체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체 .90으로 나타났다. 

(3) 정서표현양가성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 양가성을 측정하기 한 

도구로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

양가성 척도를(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최해연과 민

경환(2007)이 번안하고 한국문화맥락에 맞게 타

당화한 한국  정서표 양가성 척도를(AEQ-K) 

사용하 다. 척도는 총 21문항에 5  리커트 척

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

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척도 총 의 범 는 21

에서 105 까지로 수가 높을수록 정서표

양가성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는 ‘자기방

어 양가성’을 측정하는 13개의 문항과 ‘ 계

여 양가성’을 측정하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있다. 최해연과 민경환(2007) 연구의 신뢰도 계

수(Cronbach’s )는 체 .90, 하 요인별로 자기

방어 양가성 .89, 계 여 양가성은 .78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체 .93, 하 요인별로 자기방어 양가성 .9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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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양가성이 .86으로 나타났다. 

(4) 자기은폐

본 연구에서는 자기은폐를 측정하기 한 도구

로 Larson과 Chastain(1990)이 개발하고 박미

란과 이지연(200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자기은

폐 척도(Self-Concealment Scale)를 사용하 다. 

척도는 총 15문항에 5  리커트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척도 총 의 범 는 15 에서 75 까

지로 수가 높을수록 자기은폐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는 ‘은폐 경향성’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 ‘비 의 소유’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과 ‘비

설에 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있다. 박미란과 이지연(2008)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체 .87, 하 요

인별로 은폐경향성 .75, 비 의 소유 .70, 비 설

에 한 두려움이 .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

도 계수(Cronbach’s )는 체 .91, 하 요인별로 

은폐경향성 .81, 비 의 소유 .86, 비 설에 한 

두려움이 .87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설문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22.0

과 AMOS 22.0을 사용하 다. 우선 각 변인들의 일

반  특성을 알아보기 해서 기술통계를, 변인 간의 

계를 알아보기 해서 상 분석을 실시하 고, 각 

척도들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해 Cronbach’s 를 

산출하 다. 한, 모형검증에 앞서 변수들의 다

변량 정규분포를 확인하고자 왜도, 첨도와 이상치

를 확인하 다. 

다음으로 모형의 구조 인 계를 알아보기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 다. 이때, 

자기비난은 단일 요인으로 Russell, Kahn, Spoth

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자기비난을 3

개의 문항꾸러미로(Item-parcell) 나눠 측정변수

를 만들어 분석하 다(배병렬, 2014). 이후 모형 

검증을 하여 Anderson과 Gerbing(1988)의 2

단계 근법을 사용하 다. 이 근법 1단계에서

는 각 척도별로 측정변수를 만든 후, 잠재변수를 

측정변수들이 올바르게 측정하는지 확인하기 해 

측정모형의 검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1단계를 

통해 만들어진 측정변수와 잠재변수로 모형을 추

정하는 2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측정모델

에서 모형 합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측정모형

과 구조모형을 추정한다(배병렬, 2014). 한, 모

형의 반 인 합도와 간명도, 해석가능성을 고

려하고자 합도 지수 GFI, TLI, CFI, RMSEA

를 바탕으로 모형의 합도를 검토한 후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 다(배병렬, 2014). 다음으로 구조

모형의 간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지 확인

하기 해서 부트스트랩 차를 실시하 고, 95%

의 신뢰구간에서 표본추정치 10,000개가 사용되었

다. 마지막으로 Chan(2007)의 방식을 통해 팬텀변

수를 이용한 개별 간 효과 유의성을 검증하 다. 

3. 연구결과

1) 예비분석

연구모형 검증 , 변인들 간의 평균, 표 편차

와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 다. 변인들 간의 상 계는 모두 유의미

했고,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기비난(   ), 

정서표 양가성(   ), 자기은폐(    

)와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 자기

비난은 정서표 양가성(   ), 자기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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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비난 정서표 양가성 자기은폐

내면화된 수치심 -

자기비난   -

정서표 양가성     -

자기은폐       -

    

        



<표 1> 변인별 평균, 표 편차, 상 계수(N=291)

(   )와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고, 

정서표 양가성은 자기은폐(    )와 유

의미한 정  상 이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

치심이 높을수록 자기비난과 정서표 양가성, 자

기은폐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비

난이 높을수록 정서표 양가성과 자기은폐가 높

아지고, 정서표 양가성이 높을수록 자기은폐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2) 측정모형 검증

비분석 실시 후(변인들 간 평균, 표 편차, 상

분석), 측정변수들이 얼마나 잘 변인들을 설명하

는지 확인하기 해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와 

상 을 분석하 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

다. 왜도는 -.39에서 .63사이로 나타났고, 첨도

는 -.68에서 -.23사이로 나타나 West, Finch와 

Curran(1995)의 기 (왜도≥2, 첨도≥7)에 충족

되었음을 알 수 있다(배병렬, 2014).

측정변수들이 변인들을 하게 측정하고 있

는지 살펴보기 해 검정과 모형 합도 지수를 

이용하 다. 검정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값이 커지면서 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커지

는 문제를 가지는데(배병렬, 2014), 이를 보완하

기 해 표 화 값을 사용한다. 이는 값을 자

유도()로 나  것으로 표 화 이 2～3의 범

를 가질 때 하고, 2～3이상 는 보다 

한 수 인 5이상이면 모델이 모집단을 잘 합시

키지 못한다고 평가한다(배병렬, 2014). 한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합지수들을 함께 고려해 최종

인 결론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제언에 따라 모형의 반  합도를 평가하는 

 합지수인  , GFI와 제안모델이 기 모델

에 비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증

분 합지수 TLI, CFI를 확인하 으며, 표본의 크

기가 큰 제안모델을 기각하는 검증의 한계를 극

복하기 하여 개발된 합지수 RMSEA를 사용

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 다(배병렬, 2014). 

일반 으로 GFI와 TLI, CFI 지수는 .90 이상이면 

권장되는 좋은 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RMSEA의 

경우 .10 이하는 합한 것으로, .05 이하는 매우 

잘 합한 것, .01 이하는 가장 잘 합한 것으로 

해석한다(배병렬, 2014). 앞서 제시한 합도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해 확인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    )=133.942 

(p<.001)로 나타났으며, GFI=.926, TLI=.954, 

CFI=.967, RMSEA=.079의 합도를 나타내고 

있어 측정변수들이 각 변인들을 히 측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각 잠재변인별 하 요인 요인부하량은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78

에서 .89, 자기비난은 .77에서 .98, 정서표 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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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부 감 -

공허감 .79*** -

자기처벌 .79*** .77*** -

실수불안 .65*** .62*** .66*** -

자기비난 A .63*** .59*** .58*** .55*** -

자기비난 B .74*** .68*** .71*** .72*** .75*** -

자기비난 C .67*** .58*** .62*** .59*** .64*** .82*** -

자기방어  

양가성
.57*** .56*** .58*** .63*** .51*** .66*** .50*** -

계 여  

양가성
.41*** .42*** .41*** .53*** .37*** .52*** .39*** .69*** -

은폐경향성 .40*** .42*** .42*** .46*** .42*** .46*** .37*** .49*** .46*** -

비 의 소유 .48*** .56*** .57*** .57*** .41*** .54*** .46*** .52*** .44*** .48*** -

비 설의 

두려움
.59*** .55*** .56*** .65*** .46*** .60*** .49*** .58*** .47*** .52*** .59*** -

 2.19 2.30 2.20 3.18 2.89 2.91 2.87 3.00 3.42 3.09 3.11 3.00

  .93 1.05  .96  .99  .80  .98  .91  .81  .81  .85  .96  .94

왜도  .56  .47  .63 -.39  .01 -.09  .03 -.09 -.39 -.13 -.32 -.04

첨도 -.56 -.68 -.45 -.34 -.49 -.68 -.51 -.32 -.23 -.39 -.65 -.55



<표 2> 측정변수 간 평균, 표 편차, 상 , 왜도, 첨도(N=291)

구분 CMIN df p CMIN/df GFI TLI CFI RMSEA

측정모형 133.942 48 .000 2.790 .926 .954 .967 .079

<표 3> 측정모형 합도

잠재변인와 측정변인 B  S.E. C.R. 

내면화된 

수치심

￫ 부 감 1 .89

￫ 공허함 .97 .86 .05 20.28 ***

￫ 자기처벌 .99 .88 .05 21.15 ***

￫ 실수불안 .87 .78 .05 16.76 ***

자기비난

￫ 자기비난 A 1 .77

￫ 자기비난 B 1.27 .98 .07 18.52 ***

￫ 자기비난 C 1.09 .84 .07 15.82 ***

정서표

양가성

￫ 자기방어  양가성 1 .93

￫ 계 여  양가성 .80 .75 .06 13.46 ***

자기은폐

￫ 은폐경향성 1 .64

￫ 비 의 소유 1.18 .74 .12 10.25 ***

￫ 비 설의 두려음 1.29 .81 .12 10.84 ***

  

<표 4> 측정모형 요인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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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75에서 .93, 자기은폐는 .64에서 .8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났다. 모든 잠재변인의 하  요인 요

인부하량은 .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12

개의 측정변인들은 4개의 잠재변인들을 히 

측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구조모형 검증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비난과 정서표 양가성

을 매개로 자기은폐와 어떤 연 성이 있는지 확인

하기 해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 다. 구조모형

의 합도 검증 결과 (    )=133.942 

(p<.001), GFI=.926, TLI=.954, CFI=.967, RMSEA= 

.079로 자료가 본 연구의 모형을 잘 설명하고 있

음을 알아볼 수 있었다. 각 경로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자기비난에서 자기은폐로 가는 경로

(    )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미하

다. 먼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기비난(  

), 정서표 양가성(   ), 자기은

폐(   )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기비난은 정서표 양가성(   )

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표

양가성은 자기은폐(   )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간접효과 검증

본 연구모형의 구조모형에서 각각의 변인들 간

의 매개변인의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지 알

아보기 하여 부트스트랩 차를 실행하 다. 이

에 본 연구는 원자료(N=291)의 신뢰구간 95%에

서 무선표집으로 생산된 표본 추정치 10,000개를 

모수 추정에 사용하 고, 그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5>에 제시되었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 양가성(  ), 내

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은폐(  ), 자기비난과 

자기은폐(  )는 유의수  .01에서 모두 유의

미하 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 양가

성의 계를 자기비난이 부분매개하고, 자기비난

과 자기은폐의 계를 정서표 양가성이 완 매

개함을 의미한다.

<그림 2> 구조모형  경로계수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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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직 효과
간 효과

(95% 신뢰구간)
총 효과

내면화된 수치심 ￫ 자기비난  .85*** -  .85***

내면화된 수치심 ￫ 정서표 양가성 .40**
.32** 

(.10 ～ .51)
 .72***

내면화된 수치심 ￫ 자기은폐  .52***
.30** 

(.11 ～ .49)
 .82***

자기비난 ￫ 정서표 양가성 .37** - .37**

자기비난 ￫ 자기은폐 .02 *
.15** 

(.04 ～ .32)
.17 7

정서표 양가성 ￫ 자기은폐  .39*** -  .39***

N=291, **p<.01, ***p<.001

<표 5> 각 변인들의 직 효과, 간 효과, 총 효과

5) 이중매개효과 검증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은폐 계에는 이 매

개 변인이 나타나, 개별 간 효과 유의성을 검증

하기 하여 Chan(2007)의 팬텀변수 방식으로 

활용하 다. 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은폐

의 계에서 개별 간 효과는 <표 6>과 같이 나

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에서 자기비난을 거쳐 자기은폐

로 가는 경로의 간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내

면화된 수치심에서 정서표 양가성을 거쳐 자기은

폐로 가는 경로의 간 효과와 내면화된 수치심에

서 자기비난, 정서표 양가성을 차례로 거쳐 자기

은폐로 가는 경로의 간 효과는 유의수  .001에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4. 논 의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은폐의 계

를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들(강지헌, 2019; 김민성, 

2019; 서은주, 권경인, 2018; 진용, 2019; 한완

규, 2017; 홍선혜, 2015)을 바탕으로, 내면화된 수

치심과 자기은폐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는 요인을 

세 하게 밝힘으로써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은

폐의 계를 보다 심층 으로 이해하고, 치료  

개입을 한 방향성을 마련하는데 그 목 이 있

다. 이를 해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은폐의 

경로 Estimate Lower Upper 

내면화된 

수치심
￫ 자기

비난
￫ 자기

은폐
.08 -.025 .211 .132

내면화된 

수치심
￫ 정서표

양가성
￫ 자기

은폐
.13  .071 .210 ***

내면화된 

수치심
￫ 자기

비난
￫ 정서표

양가성
￫ 자기

은폐
.08  .032 .149 ***

N=291, ***p<.001

<표 6> 개별 간 효과의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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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인지  변인인 자기비난과 정서  변인인 

정서표 양가성을 매개로 한 연구모형을 설정하

고, 비분석  측정모형 검증을 통하여 각 변

인들 간의 상 계를, 측정  구조모형 검증을 

바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연구결과와 이

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비난, 정서표 양가

성, 자기은폐가 각각 어떤 련성이 있는지 살펴

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는데, 분석결과 모

든 변인 간의 정  상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

비난의 정  상 을 보고한 이문선, 이동훈(2014)

의 연구,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 양가성과의 

계를 살펴본 이성원, 양난미(2015)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은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서은주와 

권경인(2018)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며, 이외에

도 자기비난과 자기은폐의 유의미한 정  상 , 

정서표 양가성과 자기은폐의 유의미한 정  상

이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들(강지헌, 2018; 이지

원, 남숙경, 2016; 장희정, 2019; 홍선혜, 2015)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자기비난과 정서표

양가성의 유의미한 정  상 이 나타났는데, 기

존에 자기비난과 정서표 양가성의 계를 살펴

본 국외연구는 존재하지만(Mongrain & Zuroff, 

1994), 이와 련된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인지 인 변인인 

자기비난과 개인의 정서표 과 련된 갈등 정도

의 련성을 확인함으로써, 두 과정이 한 

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 정서표 양가성과 자기

은폐의 계를 구조 으로 살펴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은폐의 직 경로 뿐만 아니라 정서

표 양가성을 통한 간 경로도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직 으로 자기은

폐 수 을 높이기도 하지만, 정서표 양가성을 매

개로 하여 자기은폐 수 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 이 

높은 사람이 정서표 에 한 양가감정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지연(2008)의 연구와 정서표

양가성이 높을수록 자기은폐를 더 많이 한다는 

이지원, 남숙경(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

에서 이해된다. 즉,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를 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자

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욕구 한 크기 때문에 정

서를 표 하지 않으려는 갈등 역시 경험하며, 이

로 인해 자기은폐의 수 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

한 과정을 이지연(2008)은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

람은 자기(Self)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 으

로 평가됨으로써 겪는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정

서를 비껴가기 해 정서에 한 표 의 망설임

과 양가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 다. 

자기은폐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는 심리  

불편감이 단순히 낮은 표 성의 문제라기보다, 정

서표 욕구를 억제하는 것과 련 된다는 제언

(Pennebaker, Colder, & Sharp., 1990)을 고려

했을 때,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

기 방어로 사용하는 표  욕구의 억제는 단기 으

로는 자기보호에 효과 일 수 있으나, 정서 인 친

감을 유지하는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유지은, 박성옥, 2017), 장기 으로는 더

욱 큰 불편함을 유래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이

러한 연구결과에 기 하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

은 내담자를 상담할 때,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신을 드러내

고자 하는 욕구를 타당화하면서 공감하며, 안 한 

상황에서 자신을 표 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을 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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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부정 으로 여기는 

모습을 숨기는 자기은폐의 행동 경향성 이 에 

스스로에 한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자기비난이 

선행될 것으로 생각하여 자기비난이 자기은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 다. 그러나 

연구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은폐의 계에

서 자기비난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직 효과는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비난

은 정서표 양가성을 통해 자기은폐에 향을 미

침으로써 해당 계를 완 매개 하 고, 이를 통

해 자기비난이 자기은폐에 직 인 향은 미치

지는 않았으나 정서표 양가성을 통해 자기은폐

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자기

비난  사고를 지닌 사람이 그러한 생각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을 숨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정서를 표 하고자 하는 갈등이 높아져서 궁

극 으로 스스로를 숨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표 과 련된 행동과 결과를 부정

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발 인 표

욕구에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경로(Mongrain 

& Vattese, 2003)를 보다 강조하는 것이다. 한 

자기비난의 인지  과정이 내 인 공허감, 실패에 

한 두려움(Blatt, Quinlan, & Chevron, 1990), 

우울(김정미, 조 재, 2009) 등의 정서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들과 유사하게, 자

기비난이 자기은폐라는 행동  특성으로 연결되

는 과정에서 정서와 련된 요인에 미치는 향

력을 분명히 한다. 특히 자기비난과 자기은폐의 

련성을 시사하는 선행연구들은 많았으나, 두 변

인을 함께 탐색한 국내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

황에서 본 연구는 해당 변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향을 주는지 구체 으로 확인한 하나의 

연구가 될 수 있다. 

넷째,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비난과 정서표

양가성을 순차 으로 경유하여 자기은폐에 유의

미한 향을 미쳤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

기은폐의 사이에서 자기비난과 정서표 양가성의 

이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

치심이 내면화된 개인은 일상 인 상황에서도 빈

번하게 수치심을 느낄 뿐 아니라, 수치를 경험하

는 상황을 자신의 잘못으로 내부 귀인하게 되고

(정남운, 유은 , 2015), 이러한 비난의 인지  과

정은 자신의 정서표 에 해서도 부정 으로 평

가하게 만들어(최해연, 민경환, 이동귀, 2008) 결

국 자신이 부정 으로 여기는 모습들을 은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신에 한 부정  평가인 

자기비난이라는 인지  변인과 정서표 양가성이

라는 정서  변인의 향을 통합 으로 확인함으

로써 자기은폐의 심리  기제에 한 폭넓은 이해

를 돕는다.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에 

해 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돕기 해서는 이

들이 스스로에 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에 한 인지  특성 뿐 아니라 스스로의 정서를 

어떻게 지각하고 욕구를 다루고 있는지의 정서

인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내면화된 수치심

이 높은 내담자가 보이는 자기은폐를 이기 

해서 상담  심리치료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구체 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 , 자기비난이 

정서표 양가성을 경유해 자기은폐에 간 으

로 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자기은폐를 감소시키기 해

서 자신에 해 가혹하게 평가하는 인지  과정

인 자기비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인지  략을 

먼  다룰 수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정서나 행

동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인지 인 과정

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들의 제언(이

문선, 이동훈, 2014)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당 내

담자들이 자신에 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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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악하는 과정, 이러한 스스로의 신념이 

자신의 정서와 행동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 로 바라보고 수용

하며, 자신에 한 도식을 변화시키는 과정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REBT나 CBT와 같은 형

인 인지치료 기법 뿐 아니라, 자기비난의 두려움 

없이 자신을 명확하게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기자비(안양규, 2014)의 기반이 되는 MBCT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등의 

방법도 이들의 자기비난  사고에 효과 으로 개

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내담자들이 

가진 자기비난경향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이들의 

정서표 과 련한 정서개입이 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지각하고 수용

하고 있는지 살펴보되, 특히 자기에 한 평가가 

자신의 정서와 정서표 에 한 평가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지에 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

정에서 내담자가 경험하는 정서를 상담자가 충분

히 타당화하고 공감하는 작업이 도움이 될 수 있

다. 내담자가 가지는 자기 보호  동기를 이해하

면서도, 자신의 정서표 에 한 욕구에도 불구하

고 갈등을 경험하는 두려움을 심층 으로 탐색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담자의 정서표 양가성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정서를 표 했을 때 내담자

가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지 체 인 맥락을 

검토하고, 객 으로 상황을 지각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주어야 한다는 제언(이건화, 2017)이나 정서

자각에 기 하여 정서표 을 훈련함으로써 정서표

양가성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장정주, 김정

모, 2011)도 참고할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자기은폐에 향을 미치는 

기제를 확인하는데 있어 인지  요인과 정서  

요인을 통합 으로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

다. 이를 통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내담자들

로 하여  자기은폐 수 을 일 수 있는 개입의 

방향성을 구체 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해

당 과정에서 자기비난의 인지  과정이 표 과 

련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  매개를 확인

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거의 살펴보지 못한 요

인들 간의 련성과 순차 인 과정을 확인하 다

는 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울산  경남 

지역의 4년제 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되

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학생 체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 내

면화된 수치심과 자기비난 사이의 상 계수가 .80

으로 높은 상 계를 보 다. 련 연구들(강민

철, 박은정, 김은하, 2016; 고나래, 이지연, 2017; 

최수진, 2019)은 두 변인간의 높은 상 에도 불구

하고, 두 변인을 개념 으로 개별 인 특성을 가

진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 으며, 본 연구자

들도 이러한 제에 동의하 다. 이에 더해 본 연

구에서는 두 변인의 다 공선성을 확인하기 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ction Factor)값을 

비교하 다. 본 연구에서의 VIF는 3.04로, 해당 

수치가 일반 으로 10을 넘지 않으면 다 공선성

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단한다는 기 (김계

수, 2004)에 따랐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인간 상 계가 매우 높다는 것은 두 변인간의 

유사성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내

면화된 수치심과 자기비난이라는 변인간의 계

를 보다 구체 이고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 없이 제안

모형만을 추정하는 단일연구 모형을 제안하 다. 

하지만 제안모형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자기비난

에서 자기은폐로 가는 직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후속연구에서는 안모형과의 비

교분석을 통해 보다 최 의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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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에서 사용

한 자기비난 척도(SCCS)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자기 스스로 인지 으로 자신을 비 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지만, 자기비난이 짧은 순간에 일어

나는 무의식 인 정보처리 과정이라고 보았을 때

(정 희, 조 주, 2018),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는 이를 측정하지 못했을 수 있다(이

해림, 2018).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자기비난

에 한 다차원 이고 심층 인 측정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강민철․박은정․김은하 (2016). 자기비난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

웰니스학회지>, 11(4), 303-316.

강지헌 (2018).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향: 거부민감성, 정서표 양가성 매개효과. 가톨릭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고나래․이지연 (2017). 학생의 취업스트 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 - 자기비난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

과. <부경 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8(4), 295-321.

고나  (2004). 수치심 척도 개발  타당화를 한 비연구. 성신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권희 ․홍혜  (2010). 학생의 내  자기애와 우울과의 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22(4), 

1023-1048.

김계수 (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김동민․양 희 (2010). 문  도움추구 행동에 미치는 자기은폐성향의 향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28(2), 

95-108.

김미진 (2009). 여 생의 자기침묵과 우울과의 계에서 정서표 에 한 양가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김민경 (2008).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향: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 , 정서표 갈등의 매개효과 

검증. 앙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김민성 (2019).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 자기은폐와 속박감의 매개효과. 아주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김민성․김은정 (2019).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 자기은폐와 속박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

회 학술 회 자료집>, 2019(8), 194-194.

김정미․조 재 (2009). 학생의 스트 스와 우울의 계에서 자기비난  의존성의 역할: 구 지역 학생을 

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 20(2), 283-306.

김정애․이민규 (2014). 자기은폐와 부 응  완벽주의가 심리 건강에 미치는 향에서 기본 심리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1063-1086. 

김주미 (2002). 심리  불편감, 자기은폐, 사회지지망, 개인주의-집단주의가 문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향. 

이화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84 ▪ 사회과학연구 제31권 4호(2020)

김주 ․신희천․김은하 (2018). 자기비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간의 계에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한국

산학기술학회>, 19(4), 505-516.

박미란․이지연 (2008). 자기은폐 척도개발  타당화. <상담학연구>, 9(4), 1547-1565.

박소  (2012). 성인애착, 역기능  완벽주의, 정서억제가 자기은폐에 미치는 향. 이화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박정언․박은아 (2016). 여 생의 도움추구 행 , 자기개방성  자기은폐 간의 계. <수상해양교육연구>, 28(1), 

47-58.

배병렬 (2014). <AMOS 21.0 구조방정식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서승아 (2014). 자기은폐, 심리  불편감이 문  도움추구 행동에 미치는 향: 자기노출에 한 유용성과 험 

기 의 조 된 매개효과를 심으로. 가톨릭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서은주 (2017). 병리  자기애가 자기은폐에 미치는 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  지지의 조 된 매개효과. 운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서은주․권경인 (2018). 병리  자기애가 자기은폐에 미치는 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  지지에 한 인식의 

조 된 매개효과. <교육연구논총>, 39(4), 1-29.

손은정 (2010). 완벽주의가 폭식행동에 미치는 향: 자기비난, 신체비교,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22(4), 1103-1122.

손진희․유성경 (2004). 내담자의 자기은폐 수 에 따른 상담회기, 작업동맹 평가  상담자-내담자의 언어  상호

작용 분석- 심 상담자를 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6, 327-345.

신지훈 (2020). 일반 성인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향 - 정서표 양가성과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명지 학교 사회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신채 ․유순화․윤경미 (2013). 자녀의 부정  정서에 한 어머니의 반응이 학생의 인 계문제에 미치는 

향. <청소년학연구>, 20(12), 131-151. 

안양규 (2014). 자기-자비에서 본 MBCT의 치유기제. <불교학보>, 2014(69), 148-168.

유주  (2000). 정서표 에 한 양가감정과 사회 지지  심리  안녕감과의 계. 고려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유지은․박성옥 (2017). 배척민감성이 인 계문제에 미치는 향: 정서표 양가성을 매개로. <인문사회21>, 

8(5), 815-830.

이건화 (2017). 학생의 성인 애착 불안과 이성 계만족도의 계: 정서인식과 정서표 양가성의 매개효과. 경상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이문선 (2013). 내  자기애와 완벽주의의 계에서 수치심과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성균 학교 석사학 논문. 

이문선․이동훈 (2014). 내  자기애와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계에서 수치심과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26(4), 973-992.

이성원․양난미 (2015). 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 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4), 225-244.

이인숙․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타당화 연구: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계. <한국심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은폐의 관계 ▪ 85

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17(3), 651-670.

이지연 (2008). 내면화된 수치심과 방어유형, 정서표 의 계. <상담학연구>, 9(2), 353-373.

이지원․남숙경 (2016). 성별에 따른 정서표 양가성이 문  도움추구에 미치는 향: 자기개방과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교육방법연구>, 28(4), 721-741.

이해림 (2018). 부모의 심리  통제가 연인 계 내 자기방어  정서표 양가성과 계 여  정서표 양가성에 

미치는 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 민감성을 매개로. 서강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이혜미 (2009). 수치심경험과 우울과의 계에서 자기-비  인지양식과 회피/철수 처의 매개효과검증. 아주 학

교 학원 석사학 논문.

장정주․김정모 (2011). 정서자각에 기 한 정서표  훈련이 정서자각, 정서표 , 정서표 의 억제  인 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23(4), 861-884.

장진아 (2006). 여성의 상 계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분노에 미치는 향. 경북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장진이 (2000). 자기은폐와 정서 표  성향, 지각된 사회 지지 그리고 도움 추구 태도 간의 계. 이화여자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장희정 (2019). 정서표 양가성이 문  도움추구에 미치는 향에서 자기은폐와 심리  불편감의 구조  계. 

인제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진용 (2019). 학생의 내  자기애가 우울에 미치는 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명지 학교 

사회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정남운․유은  (2015). 내면화된 수치심의 임상  타당성: 자기통제력, 공격성  독가능성과의 상 을 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사회문제>, 21(3), 481-496.

정 희․조 주 (2018). 자기비난 학생에게 자기 안 편지쓰기의 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 회 자료집>, 

2018(8), 259-259.

최수진 (2019). 내  자기애가 사회  상호작용 불안에 이르는 경로 탐색: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비난의 순차  

매개효과. 연세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최 주 (2013). 청소년의 자기은폐, 문  도움추구 태도가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 국민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최정아 (2015). 사회 지지  자아존 감과 우울 간의 계에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

지>, 15(10), 236-252.

최해연․민경환 (2007). 한국  정서표 에 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

회지: 사회  성격>, 11(1), 115-137.

최효진 (2010). 년 남성들의 성역할 갈등과 문  도움추구행동과의 계: 자기은폐, 사회  낙인, 자기 낙인의 

매개효과 검증. 가톨릭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최희철․김지  (2009). 남자 청소년의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계에 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0(1), 253-280.

하은혜․곽진  (2010). 청소년의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3), 315-331.



86 ▪ 사회과학연구 제31권 4호(2020)

한완규 (2017).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우울의 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북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함성민․ 명호 (2015). 자기  주의와 우울의 계에서 반추  반응양식에 의해 조 되는 자기비 의 매개효과: 

남녀차이를 심으로. <스트 스연구>, 23(4), 225-235.

홍선혜 (2015). 완벽주의 성향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향: 자기비난, 수치심의 매개효과. 가톨릭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홍지선․김수임 (2017). 국내 수치심 연구 동향: 주요 상담학술지를 심으로. <상담학연구>, 18(6), 133-158.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11.

Barbara F. Hagger., & Gerard, A. Riley (2017). The social consequences of stigma-related self- 

concealment after acquired brain injury. Neuropsychological rehabilitation, 29(7), 1129-1148.

Blatt, S. J., Quinlan, D. M., & Chevron. E. (1990). The destructiveness of perfectionism: Implications 

for the treatment of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50(12).

Chan Wai (2007).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SEM: A sequential model fitting method using 

covariance-equivalent specific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2), 326-346.

Cook, D. R. (2001). Internalized Shame Scale: Technical Manual. Multi-Health Systems Inc.

Ishiyama, F. I., & Munson P. A. (199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critical cognition scale. 

Psychological Report, 72, 147-154.

Jason, B. L., & Melissa, G. P4. (2015). Shame, self-criticism, self-stigma, and compassion in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2015(2), 97-101.

Kaufmann, G. (1989). The psychology of shame: Theory and Treatment of Shame-Based Syndrome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Larson, D. G., & Chastain, R. L. (1990). Self-concealmen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health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439-455.

Lutwak, N., Panish, J., & Ferrari, J. (2003). Shame and guilt: characterological vs. behavioral self-blame 

and their relationship to fear of intima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4), 909-916.

Mcwilliams, N. (1994). Psychoanalytic diagnosis: Understanding structure in the clinical process. New 

York: Guilford Press.

Michael, G., Lauren, S., Kellie, M., & Aditi S. (2016). Self-concealment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ssociations with symptom dimensions, help seeking attitudes, and treatment expectancy. Journal 

of Obsessive-Compulsive and Related Disorders, 2016(11), 43-48.

Mongrain, M., & L. C. Vettese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은폐의 관계 ▪ 87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545-55.

Mongrain, M., & Zuroff, D. C.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negative life 

events: Mediators for depression in dependent and self-critical individua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 447-458.

Pennebaker, J. E., Colder, M., & Sharp, L. K. (1990). Accelerating the coping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528-537.

Pineles, S. L., Street, A. E., & Koenen, K. C. (2006). The differential relationships of shame-proneness 

and guilt-pronrnrss to psychological and somatization sympto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6), 688-704.

Richardson, C. M. E., & Rice, K. G.. (2015). Self-critical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iscloaure 

of daily emotional ev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2(4), 694-702.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q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4), 780-780.

Sarason et al. (1991).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working models of self and actual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73-287.

West, S. G., J. F. Finch, & P. J. Curran.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c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Sage, 56-75. 



88 ▪ 사회과학연구 제31권 4호(2020)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Self-Concealment: 
Mediating Effects of Self-Criticism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Bo Young Cha, A Ra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among internalized shame, self-criticism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elf-concealment, and, more specificall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riticism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self-concealment. Data from a total 291 college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testing. The results showed that internalized shame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self-criticism,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elf-concealment. self-criticism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elf-concealment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concealment. Self-criticism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equen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self-concealment. Over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in actual 

consultations for reduce the college students’ self-concealment in the form of training programs 

to reduce self-criticism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effectively.

Keywords: Internalized Shame, Self-Criticism,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elf-Conceal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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