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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자존감의 특정 역과 공격성의 계에서 정서조 곤란의 매개효과를 악하고자 하 다. 이

를 해 한국형 자존감 평가 역 척도, 공격성 질문지, 정서조 곤란 질문지가 사용되었고 총 287명의 응답

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다회귀분석을 통해 각 변인의 구성요인별로 향력을 검증하여 유의한 변인을 도

출하 고 이를 심으로 Baron과 Kenny의 계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분석결과, 자존감의 특정 역 

 사회   객  능력과 정  성품은 공격성에 유의미한 향을 끼쳤고, 정서조 곤란  충동통제곤

란, 명료성의 부족, 략  근 제한이 공격성에 유의미한 향을 나타냈다. 한 정서조 곤란이 자존감과 

공격성의 계를 설명하는 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 졌다. 충동통제곤란은 정  성품과 

분노감을, 명료성 부족은 정  성품과 감을 완  매개하 고, 략  근제한은 사회   객  

능력과 감을 부분 매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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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fic domains of self-esteem and aggression. Three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287 individuals an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nd Baron and Kenny’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he result shows that social and objective ability and 

positive character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aggression, while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lack 

of emotional clarity and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largely contributed to 

aggression. Moreover, emotional dysregulation functioned as a significant mediator variable for 

explaining the link between self-esteem and aggression.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have fully 

mediated positive personality and hostility,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has partially 

mediated social and objective ability and hostilit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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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공격성은 인간의 사회  행동의 일부가 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공격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크게 증가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공격성

은 타인에게 향할 경우 범죄와 폭력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자신에게 향할 경우 자해나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1]. 공격성을 이해하고 측하는데 요한 변인 

의 하나가 자존감인데, 한동안 연구자들은 낮은 자존

감이 공격성을 유발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 경험  

연구 결과들은 이를 일 성 있게 지지하지 않았다

[2][3]. 오히려 경험  증거들은 공격성과 연 이 있는 

것은 높은 자존감이라는 보고가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낮은 자존감과 공격성 간에 유의미한 상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 다[4-6]. 자존감과 공

격성 계의 비일 인 결과는 지 까지 이루어진 연

구들이 주로 자존감을 반  자존감과 같이 단일요인

으로 간주하거나 자존감 총 으로 다루었고, 자존감과 

공격성의 계에 여하는 다른 심리  기제의 향을 

간과한 것과 연 이 있다[7].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반

 자존감의 높고 낮음과 자기애와 같은 심리  변인들

을 연계하여 자존감의 차원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공격

성의 양상을 연구하 다[8][9]. 그러나 반  자존감은 

개인 자신이 요하게 여기는 삶의 역에 따른 자존감

의 측면을 반 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존

감을 다차원 으로 이해함으로써 차원 간의 상쇄효과

를 통제하여 자존감의 역에 따른 공격성의 계를 좀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자존감  공격성과 한 련

이 있고 사회 인 부 응에 직 으로 향을 주거나 

공격성을 나타냄으로써 간 으로 향을 주는 변인

으로 알려진 정서조 곤란이[10] 자존감과 공격성의 

계에 미치는 향에 해 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존감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다고 느끼는 

가를 나타내는 말로 개인의 주 인 삶을 이해하고 정

신건강을 측하는 요한 변인이다. 자존감에 한 

기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삶의 반 인 역에서 나타

나는 태도라고 정의하 다[11]. 이후 자존감에 한 연

구는 반  자존감과 같은 단일요인이 아닌 다양한 차

원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

해보면, 자존감은 크게 두 요인-가치감과 유능감-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12]. 가치감 요인은 사회 인 맥

락에서 자신이 타인에게 얼마나 수용되는가를 경험한 

것을 토 로 하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한 지각을 의미하며, 유능감 요인은 실에서의 다양

한 과제를 스스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한 

지각을 의미한다[13]. 개인 자신이 사회 으로 수용되

는 존재라는 경험과 삶의 과제들을 성공 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경험은 자신을 정 으로 지각

할 근거가 되며 자존감 형성의 토 가 된다고 할 수 있

다[14]. 따라서 반  자존감보다는 개인의 자존감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를 악하는 것이 개인의 자존감

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15].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한국인의 자존감의 근거 역을 반 한 검사인 한

국형 자존감 평가 역척도를 통해 개인의 자존감을 4

개의 하 역-사회   객  능력, 정  성품, 

인 계, 가족-으로 구분하 다. 사회   객  능력

은 학업, 직업, 경제력 등 외 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역

량을 말하며 경제  요인과 사회  지   타인의 인

정, 성취를 보이는 것이 개인의 자존감을 평가하는데 

요한 역임을 의미한다. 정  성품은 자신과 다른 

사람, 세상에 한 나 자신의 정  태도에 한 역

으로 노력, 성실성, 가치 , 윤리 등과 같은 개인의 내

인 기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측정하는 역이다. 

인 계는 친구 계, 공동체 내 계, 이성, 연인 계 등 

타인과 좋은 인간 계를 맺으면서 인정받고, 지지, 격려 

받고자 하는 계  측면이며, 가족은 가족 간의 사랑, 

가정생활 분 기 등을 나타내는 역이다. 4개의 하

역  사회   객  능력은 유능감을, 정  성

품, 인 계, 가족은 가치감을 반 한다[13].

2. 공격성

Bandura는 찰 가능한 행동과 지각된 의도,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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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회  가치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공격

이라고 단되는 행동으로 공격성을 정의하 고[16], 

Berkowitz는 자신 는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기 

한 의도를 가진 행 로 정의하 다[17][18]. 한 

Buss와 Perry는 공격성은 인간 상호간의 계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유해한 행동으로 정의하 고[19], Crick과 

Grotpeter는 상 방의 가치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의

도 인 행동으로 공격성을 정의하 다[20]. 결국 공격

성은 타인이나 어떤 상에게 부정  결과를 래하는 

외  행동과 공격  의도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격성의 다양한 정의만큼 공격성을 구성하는 하

유형 한 다양한데, 공격성의 표출유형에 따라 신체  

공격성과 언어  공격성으로, 공격 상에 따라 직  

공격성과 간  공격성으로 구분하거나[21], 상 에게 

직 으로 가하는 신체 , 언어  공격행동을 포함하

는 외  공격성과 래 계를 조종하거나 손상을 가

함으로써 상 에게 해를 입히는 계  공격성으로 구

분하기도 하 다[20][22]. 이러한 공격성에 한 다양한 

정의들을 포 할 수 있는 개념정의의 필요성이 두되

었다. 이에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공격성 질문지들을 

요인 분석한 결과, 공격성에는 세 가지 구분된 차원-정

서, 행동, 인지-이 있음이 밝 졌고, 세 가지 구분된 차

원은 각기 분노감, 공격행동, 감으로 정의되었다

[17][19][23]. 분노감은 가벼운 수 인 성가심이나 짜증

으로부터 격노나 격분과 같은 강한 흥분 상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감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격을 한 생

리  각성과 비성을 나타낸다고 보았고. 감은 부

정 이고 냉소 인 방식으로 타인이나 세상을 보는 태

도로 공격 인 행동을 동기화시키며, 공격행동은 타인

에게 신체  는 심리  해를 입히려는 의도 인 행동

을 말한다[19].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분노감, 감, 

언어   신체  공격행동으로 세분하여 정의하 다. 

3. 정서조절곤란

정서조 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며 언제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감정을 경험하고 표

하는 방식에 향을 주는 일련의 과정으로[24], 정서

경험과 표 을 유지하고 때로는 억제하기도 하고 고양

시키기도 한다. 응문제와 련하여 요한 변인인 정

서조 은 어떤 목표를 수행하기 해 정서  반응을 모

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수정하는데 계되는 내 , 외  

과정으로 정의되는 다차원  구성개념이다[25]. 정서조

곤란은 정서  자극을 경험하고 반응하는데 있어 나

타나는 부 응  방식을 반 한다. 정서조 곤란 한 

정서인식, 정서이해, 그리고 정서수용의 곤란을 포함하

는 다차원  구성개념으로 스트 스에 처하게 되면 충

동  행동억제의 어려움, 목표지향 인 행동수행의 어

려움과 맥락에 합한 조 략의 근에 어려움을 겪

는 것을 말한다[25]. 최근 연구에 따르면 효과 인 정서 

조 은 정신 건강에 필수 인 반면, 정서조 의 어려움

은 많은 행동 문제  정신장애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구성개념인 정

서조 곤란을 정서의 자각과 이해, 정서의 수용, 부정

인 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 인 행동일 조 하고 개인이 

바라는 목표에 일치되게 행동하는 능력, 개별 인 목표

와 상황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정서  반응들을 조

하고 상황 으로 한 정서조 략들을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 다.  

4. 자존감과 공격성과 정서조절곤란

자존감과 공격성의 계에 련하여 오랜 동안 낮은 

자존감이 공격성과 연 이 있다고 가정하 으나, 이 

계에 한 경험  증거는 일 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

다. 오히려 많은 연구결과들은 높은 자존감이 공격성과 

연 이 있다고 보았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공격 인 것은 아니지만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

들 에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

지 않는 실패와 비 에 해 역기능 이고 비합리 인 

다양한 반응을 나타낸다[2]. 

자존감과 공격성의 계의 비일 인 결과에 해 

연구자들은 몇 가지 이유들을 제안하 는데, 첫째, 자존

감과 공격성이 개념화된 방식의 문제일 수 있다[7]. 자

존감과 공격성에 한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자존감

을 반  자존감이라는 단일요인으로 간주하 으나, 

근래에 들어 자존감은 단일요인으로 간주되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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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역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역별 자존감

(domain-specific)으로 정의된다[12]. 자존감의 특정 

역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격성과 연 이 있을 것이

므로 자존감을 반  자존감과 같은 단일요인의 측정

치로 집 시키기보다는 자존감의 특정 역에 따른 공

격성과의 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7]. 

둘째, 자존감과 공격성의 계에 향을 미치는 다른 

심리  변인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자신에 한 부정

 평가는 강한 정서  반응을 일으켜 정서를 조 하는 

데 어려움을 래하며[27], Roberton 등은 부 응 인 

정서조 로 인해 공격성이 유발된다고 보았다[26]. 자

존감과 정서조  간의 계에 한 연구에 따르면, 자

존감은 자신에 한 정서  평가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쉽게 정 인 기분을 가질 수 

있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정 인 기분을 쉽게 약

화시키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보

다 부정  감정을 완화하려는 동기가 더 낮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 다. 이 듯 정서조 곤란이 자존감과 공

격성의 계를 매개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서조 과 공격성 간의 계가 범 하게 연구되

지는 않았으나 최근에 공격성의 선행요인으로서 정서

조 곤란의 역할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Scott 

등은 부 응 인 정서조  략을 사용하는 학생의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측하 고[28], 정서조 의 

어려움을 갖고 있을수록 공격 인 행동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인식하는데 어려움

을 갖는 Alexithymia의 연구에 따르면 낮은 정서인식 

수 이 공격  행동과 정  상 이 있으며[29], 자신의 

정서를 제 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수용성 역시 증가

된 공격성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자존감을 단일요

인이 아닌 특정 역으로 구분하여 특정 역의 자존감

이 공격성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정서조 곤란이 

자존감과 공격성의 계에서 미칠 향에 해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4개

의 역으로 구분하고 이 특정 역의 자존감과 공격성

의 계를 악하고 정서조 곤란의 매개효과를 알아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을 상으로 하 고, 온라인상에

서 자발 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295명으로 불성실한 응답자 8명의 자료를 제외한 287

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별 분포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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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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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23.7%), 학원졸 33명(11.5%)이었다. 직업 분포는 

학생 27명(9.4%), 업주부 77명(26.8%), 회사원 71명

(24.7%), 자 업 19명(6.6%), 문직 93명(32.4%)이었다. 

2. 측정도구

2.1 한국형 자존감 평가 영역 척도(Domains of 

Self-esteem Appraisal Scale for Koreans: 

DoSEAS-K)

자존감 평가 역의 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하는 이

동귀 등이 개발한 한국형 자존감 평가 역 척도를 사용

하 다[31]. 이 척도는 한국인이 자존감을 평가 할 때 

요하게 생각하는 역과 해당 역별 요도와 만족

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이며, 하 역은 ‘사회   

객  능력’ 15문항, ‘ 정  성품’ 7문항, ‘ 인 계’ 4

문항, ‘가족’ 3문항 등 4개의 하 역, 총 58문항( 요

도 29문항, 만족도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요도보다는 만족도가 실제 경험하는 자존

감을 반 한다고 보아 만족도 29문항만 사용하 다. 연

구 상자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평가할 때 각 문항의 요

소들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Likert형의 5  척도(1 = 

 만족하지 않는다, 5 = 매우 만족한다)로 측정한다. 

이동귀 등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사회   객  능력 .90, 정  성품 .86, 인

계 .80, 가족 .81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

타난 자존감의 각 평가 역 만족도의 내  합치도는 

.91, .87, .82, 8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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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성요인 범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자존감

사회적, 객관적 능력 15-75 47.72 8.07 -0.04 -0.46

긍정적 성품 7-35 25.85 4.12 -0.39 0.39

대인관계 4-20 13.88 2.59 -0.38 0.49

가족 3-15 11.45 2.22 -0.39 0.12

정서
조절
곤란

충동통제곤란 5-25 8.28 3.43 1.50 2.48

정서에 대한 주의와 지각 부족 7-35 16.92 5.30 0.52 -0.17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8-40 14.85 5.66 1.14 1.33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3-15 4.76 1.88 1.35 2.18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6-30 11.35 3.96 1.16 1.31

목표지향 행동 수행의 어려움 4-20 8.67 3.49 0.93 0.53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9-45 14.69 3.54 0.65 0.19

언어적 공격성 5-25 10.84 3.18 1.02 1.56

분노감 5-25 10.91 3.14 0.49 0.75

적대감 8-40 14.44 3.91 0.90 1.02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2.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Korean Version of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Buss와 Perry가 개발하고 서수균과 권석만이 번안한 

한국  공격성 질문지를 사용하 다[8][19]. 신체  공

격행동 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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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한다. 서수균 등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  

합치도는 신체  공격행동 .74, 언어  공격행동 .73, 분

노감 .67, 감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체  공격

성 .65, 언어  공격행동 .78, 분노감 .69, 감 .74로 

나타났다[8]. 

2.3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Korean Version of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K-DERS)

정서조 곤란을 측정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Gratz와 Roemer가 개발하고 조용래가 번안하고 타당

화한 한국  정서조 곤란 척도를 사용하 다[32]. 

K-DERS는 6개의 하 척도인 충동통제곤란(7문항), 정

서의 주의/자각 부족(8문항), 정서의 비수용성(7문항), 

정서  명료성 부족(3문항), 정서조 략 근 제한(6

문항), 목표지향행동 수행 어려움(4문항) 등 총 35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Likert형의 5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로 측정한다. 조용

래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  합치도는 충동통제곤란 .89, 

정서의 주의/자각 부족 .83, 정서의 비수용성 .87, 정서

 명료성 부족 .76, 정서조 략 근 제한 .79, 목표

지향행동 수행 어려움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88, .86, .88, .77, .79, .86이었다. 

III. 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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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 인 향을 검증하고 

자존감과 공격성 간의 계에서 정서조 곤란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해 우선 다회귀분석을 통해 각 변

인의 구성요인별로 향력을 검증하여 유의한 변인을 

도출하 고, 도출된 유의한 변인들을 심으로 Baron

과 Kenny의 계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31].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악하기 

해 평균  표  편차를 산출하 고, 정규성 가정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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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594** 1 　 　 　 　 　 　 　 　 　 　 　 　

3 .581** .499** 1 　 　 　 　 　 　 　 　 　 　 　

4 .435** .354** .545** 1 　 　 　 　 　 　 　 　 　 　

5 -.292** -.504** -.336** -.283** 1 　 　 　 　 　 　 　 　 　

6 -.214** -.330** -.194** -.147* .273** 1 　 　 　 　 　 　 　 　

7 -.266** -.386** -.220** -.157** .594** .247** 1 　 　 　 　 　 　 　

8 -.306** -.418** -.242** -.201** .593** .460** .519** 1 　 　 　 　 　 　

9 -.401** -.532** -.394** -.317** .593** .353** .605** .521** 1 　 　 　 　 　

10 -.331** -.477** -.258** -.193** .739** .247** .610** .519** .697** 1 　 　 　 　

11 -.081 -.129* -.100 -.091 .358** .133* .167** .253** .269** .277** 1 　 　 　

12 .020 .011 -.042 -.018 .236** -.158** -.016 .078 -.001 .162** .253** 1 　 　

13 -.249** -.404** -.255** -.218** .666** .200** .370** .421** .350** .503** .425** .407** 1 　

14 -.383** -.373** -.333** -.198** .422** .218** .350** .408** .421** .417** .413** .246** .455** 1

* p<.05, ** p<.01
1.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2. 긍정적 성품 3. 대인관계 4. 가족 5.충동조절곤란 6. 정서의 주의/자각 부족 7. 정서비수용성 8. 정서적 명료성 부족 9. 
정서조절전략접근 제한 10. 목표지향행동 수행 어려움 11. 신체적 공격성 12. 언어적 공격성 13. 분노감 14. 적대감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p F R
2

신체적 공격성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0.011 .024  0.301 .764

1.424 .020
긍정적 성품 -0.095 -.110 -1.462 .145

대인관계 -0.050 -.036 -0.450 .653

가족 -0.068 -.043 -0.598 .550

언어적 공격성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0.023 .059  0.718 .473

0.351 .005
긍정적 성품  0.015 .019  0.254 .800

대인관계 -0.102 -.083 -1.022 .308

가족 -0.008 -.005 -0.074 .941

분노감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0.012 .031  0.421 .674

14.514*** .171
긍정적 성품 -0.285 -.373 -5.372

***
.001

대인관계 -0.056 -.046 -0.619 .537

가족 -0.106 -.075 -1.140 .255

적대감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0.098 -.201 -2.732
**

.007

16.485*** .190
긍정적 성품 -0.188 -.198 -2.889

**
.004

대인관계 -0.204 -.135 -1.844 .066

가족  0.059 .034  0.518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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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족 여부를 단하기 해 왜도(Skewness)  첨도

(Kurtosis)를 산출하 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왜

도  첨도 산출 결과, 왜도는 모두 2 미만, 첨도는 모두 

4 미만으로 나타나 자료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

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회귀분석 등의 모수통계를 시

행하는데 자료의 분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 계를 악하기 해 Pearson의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존감은 정서조 곤란  분노감, 감과 유의미한 

부  상 계를 보인 반면, 신체  공격성과 언어  

공격성과는 상 계를 보이지 않았다. 정서조 곤란 

변인들은 공격성의 신체  공격성, 분노감, 감과는 

유의미한 정  상 계를 보 으나, 언어  공격성과 

일부 변인들 (정서 비수용성, 정서  명료성 부족, 정서

조 략 근 제한)은 상 계를 보이지 않았다.

3.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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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p F R2

분노감 긍정적 성품 -0.308 -.404 -7.448*** <.001 55.479 .163

충동통제곤란 긍정적 성품 -0.420 -.504 -9.859*** <.001 97.201*** .254

분노감
긍정적 성품 -0.069 -.091 -1.785 .075

115.995 .450
충동통제곤란  0.568 .620 12.162*** <.001

*** p<.001

표 5. 긍정적 성품과 분노감의 관계에서 충동통제곤란의 매개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p F R
2

분노감

충동통제곤란  0.594 .648  9.040
***

<.001

38.547*** .452

주의와 지각 부족  0.013 .022  0.440 .660

비수용성 -0.020 -.037 -0.599 .550

명료성의 부족  0.098 .058  0.949 .343

전략 접근 제한 -0.089 -.113 -1.674 .095

목표지향 어려움  0.080 .089  1.179 .239

적대감

충동통제곤란  0.152 .133  1.583 .115

15.386*** .248

주의와 지각 부족  0.009 .013  0.211 .833

비수용성  0.010 .014  0.192 .848

명료성의 부족  0.371 .178  2.466
*

.014

전략 접근 제한  0.166 .168  2.135
*

.034

목표지향 어려움  0.110 .098  1.105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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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정서조절곤란이 분노감과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

향을 검증하고,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향에 

한 정서조 곤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다. 각 

변인의 구성요인별로 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데, 자

존감의 구성요인이 4개, 정서조 곤란의 구성요인이 6

개, 공격성의 구성요인이 4개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서 많은 경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먼  독립

변수인 자존감의 구성요인이 종속변수인 공격성의 구

성요인에 미치는 향을 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검증하여 유의한 변수를 

도출하 다[표 3].

그 결과 신체  공격성과 언어  공격성에는 자존감

의 모든 하 요인이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 하

고, 분노감에는 정  성품이 유의미한 부  향을 

미치며(β=-.373, p<.001), 감에는 사회   객  

능력(β=-.201, p<.01)과 정  성품(β=-.198, p<.01)이 

유의미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과의 관계

다음으로 매개변인인 정서조 곤란이 분노감과 

감에 미치는 향을 다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독립변인인 자존감이 신체  공격성과 언어  공격성

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매개변인

이 투입되지 않았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

한 향을 미쳐야 한다는 Baron과 Kenny의 계  회

귀분석(Baron and Kenny'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 다. 따라서 신체  

공격성과 언어  공격성은 매개효과 검증에서 제외되

었고, 분노감과 감에 해서만 향력을 검증하

다[표 4]. 

그 결과, 분노감에는 충동통제곤란이 유의미한 정  

향을 미치고(β=.648, p<.001), 감에는 명료성의 

부족(β=.178, p<.05), 략  근 제한(β=.168, p<.05)

이 유의미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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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p F R
2

적대감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0.121 -.249 -3.729*** <.001

31.092*** .180
긍정적 성품 -0.214 -.225 -3.374** .001

전략접근제한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0.065 -.132 -2.130* .034

59.203*** .294
긍정적 성품 -0.436 -.454 -7.318*** <.001

적대감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0.103 -.212 -3.251** .001

29.267*** .237긍정적 성품 -0.092 -.096 -1.369 .172

전략접근제한  0.281 .285  4.604***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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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과 적대감의 관계에서 전략접근제한의 매개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p F R2

적대감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0.121 -.249 -3.729*** <.001

31.092*** .180
긍정적 성품 -0.214 -.225 -3.374** .001

명료성 부족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0.021 -.089 -1.331 .184

31.089*** .180
긍정적 성품 -0.166 -.365 -5.461*** <.001

적대감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0.108 -.223 -3.476** .001

31.189*** .248긍정적 성품 -0.114 -.120 -1.778 .076

명료성 부족  0.604 .290  5.09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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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및 긍정적 성품과 적대감의 관계에서 명료성 부족의 매개효과

5.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5.1 긍정적 성품과 분노감의 관계에서 충동통제곤란

의 매개효과

분노감에 해서는 정  성품만이 유의미하게 나

타났고, 매개변인에서는 충동통제곤란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정  성품이 분노감에 향을 미치

는데 있어, 충동통제곤란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Baron

과 Kenny가 제안한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결

과는 [표 5]와 같다. 

먼  1단계에서 정  성품이 분노감에 미치는 향

을 검증한 결과, 정  성품은 분노감에 유의미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04, p<.001). 2

단계에서는 정  성품이 매개변인인 충동통제곤란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정  성품은 충동통제곤

란에 유의미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504, p<.001). 그리고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정

 성품과 매개변인인 충동통제곤란을 모두 투입하여 

분노감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정  성품은 

유의하지 않았고, 충동통제곤란만 정 으로 유의미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20, p<.001). 

결과 으로 정  성품은 분노감에 직 으로 유

의한 향을 미치지는 못하며, 충동통제곤란을 통하여 

분노감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 즉 충동통제곤란은 정  성품과 분노감 사이에서 

완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5.2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및 긍정적 성품과 적대감

의 관계에서 명료성 부족의 매개효과

감에 해서는 사회   객  능력과 정  

성품만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매개변인에서는 명료성 

부족과 략 근제한만이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회   객  능력과 정  성품이 감에 향

을 미치는데 있어, 명료성 부족과 략 근제한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Baron과 Kenny가 제안한 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  명료성 부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단계에서 사회   객  능력과 정  성

품이 감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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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능력(β=-.249, p<.001)과 정  성품(β=-.225, 

p<.01)이 모두 감에 유의미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명료성 부족에 해서 

정  성품만이 유의미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65, p<.001). 한편 3단계에서는 사회  

 객  능력  정  성품과 매개변인인 명료성 

부족을 함께 투입하여 감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명료성 부족은 정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β

=.290, p<.001), 사회 , 객  능력은 감에 유의미

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223, 

p<.01), 향력의 크기는 1단계에 비해 감소하여(β

=-.249→-.223) 사회   객  능력과 감 사이

에서 명료성 부족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 반면에 정  성품은 감에 유의한 향을 미

치지 못하 다. 결과 으로 사회   객  능력은 

직 으로 감에 향을 미치지만, 사회   객

 능력이 명료성 부족에 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

에, 사회   객  능력과 감 사이에서 명료성 

부족의 매개역할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  성품은 

직 으로 감에 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명료

성 부족을 통해 간 으로 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명료성 부족은 정  성

품과 감 사이를 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5.3 사회적 및 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과 적대감의 

관계에서 전략접근제한의 매개효과

사회   객  능력, 정  성품과 감의 

계에서 략 근제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표 7]. 

1단계에서 사회   객  능력과 정  성품이 

감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사회   객

 능력(β=-.249, p<.001)과 정  성품(β=-.225, 

p<.01)이 모두 감에 유의미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략 근제한에 해서 

사회   객  능력(β=-.132, p<.05)과 정  성품

(β=-.454, p<.001) 모두 유의미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단계에서는 사회   객  

능력, 정  성품과 매개변수인 략 근제한을 함께 

투입하여 감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략

근제한은 정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β=.285, 

p<.001), 사회   객  능력은 감에 유의미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212, 

p<.01), 향력의 크기는 1단계에 비해 감소하여(β

=-.249→-.103) 사회   객  능력과 감 사이

에서 략 근제한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

었다, 반면에 정  성품은 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결과 으로 사회   객  능력은 직 으로 

감에 향을 미치고, 략 근제한을 통한 매개효과

도 유의하게 나타나, 략 근제한은 사회   객  

능력과 감 사이를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정  성품은 직 으로 감에 향을 미치지는 못

하지만, 략 근제한을 통해 간 으로 감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략 근제한

은 정  성품과 감 사이를 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V. 논의 

본 연구는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향과 정서조

곤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자존감과 공

격성과의 계에서 자존감을 반  자존감 는 자존

감의 총합으로 평가하지 않고 특정 역에 따른 만족도

로 이해함으로써 반  자존감의 총합만으로는 구분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 고, 

반  자존감의 높고 낮은 수 에 따른 공격성의 양상

과 매개변인 간의 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자존감의 특정 역에 따른 공격성과의 계와 정서조

곤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자존감과 공격성의 계에서 자존감의 모든 요인들

은 신체  공격성  언어  공격성과는 련이 없었

고, 분노감에는 정  성품이 유의미한 부  향을 

미치고 감에는 사회   객  능력과 정  성

품이 유의미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의 특정 역  어떤 요인도 신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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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과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반  

자존감과의 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도 자존감과 

신체   언어  공격성의 련이 없었던 결과와도 일

치한다[4][8]. 반  자존감과 공격성의 계를 본 선

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특정 역에 

따른 공격성과의 계를 악함으로써 자존감의 구체

인 특성과 공격성의 계가 설명가능 하 다. 사회  

 객  능력과 정  성품과 같은 자존감이 분노감 

 감과의 연 성을 살펴볼 때, 자신의 능력을 

정 으로 지각하고 본질 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

람들은 분노감과 감에 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

음을 의미하며, 능력과 가치감에 근거한 자존감은 공격

성의 행동  요소보다는 분노감과 같은 정서  요인과 

감과 같은 인지  요인과 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이 반 인 자존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공

격성과의 계를 악했다면 본 연구는 자존감의 내용

에 따라 공격성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악했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자존감의 특정 역들  사회   

객  능력과 정  성품만이 공격성과 련이 있고, 

인 계와 가족 요인은 공격성과 연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   객  능력과 정  성

품을 구성하는 문항 수에 비해 인 계  가족요인을 

구성하는 문항 수가 은 척도의 향을 배제할 수 없

어 이 두 하  요인이 공격성과는 연 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인 계  가족에 근거를 둔 자존

감과 공격성에 한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 결과는 

제한 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추후연구를 통해 명확하

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정서조 곤란은 공격성에 유의미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조 능력이 공격성 표 에 

향을 주는 요소로 공격성과 계가 있으며 정서조

능력이 공격성을 측하는 유의한 변인임을 밝힌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34]. 정서조 곤란 하 요

인들을 살펴보면, 충동통제곤란은 분노감에, 략  

근 제한은 감에 유의미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노감은 정서조 곤란의 정서  

요인과 련이 있고, 감은 인지  요인과 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의 정서경험을 조 하고 처리하

는데 어려움을 갖는 충동통제곤란과 사용가능한 정서

조 략을 무엇인지 기억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의 어

려움을 겪는 략  근제한,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과 연 이 있는 명료성의 부족은 

공격성의 험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

조 의 어려움의 정도와 공격성과의 계를 본 선행연

구들과 차별되는 부분으로 정서조 의 어떤 구체 인 

특성이 공격성과 연 이 있는 가를 밝혔다. 자신의 감

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사

용할 수 있는 정서조 략을 악하지 못하는 등의 정

서조 곤란을 겪을수록 공격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으며, 한 정서조 은 정신건강과 응에 기여하지

만 정서조 의 곤란은 자기 괴  행동이나 문제행동

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존감과 공격성의 계에서 정서조 곤란의 매개효

과를 살펴본 결과, 충동통제곤란, 명료성 부족과 략  

근제한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 다. 이는 자존감이 

정서조 곤란을 통해 공격성에 간 인 향을 미치

는 것을 의미한다. 정  성품은 분노감에 직 으로 

유의미한 향을 끼치지는 못하지만 충동조 곤란을 

통해 분노감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자신에 한 정 인 가치를 수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충동통제곤란을 겪는 경우, 자신의 충

동성을 타인에 한 공격성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시사한다. 

명료성 부족은 사회 , 객  능력과 감 사이에

서 매개 역할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정  성품은 

명료성 부족을 통해 간 으로 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략  근제한은 사회

, 객  능력과 감 사이에서 부분매개를 하 고 

정  성품과 감 사이에서 략 근제한은 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역량에 

한 만족도가 크더라도 특정한 정서를 조 하기 한 

처행동이나 안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감정을 제어하

지 못하는 경우 감과 같은 공격성이 유발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

하지 못하는 것과 략  근을 통해 정서를 조 하는 

능력의 부족은 감 지향의 인지  양상을 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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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거나 인 것으로 지각

하며, 지각된 은 감과 같은 공격성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35].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 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

는 향과 그 과정에서 정서조 곤란의 역할에서 한 

이해를 새롭게 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능력과 가치감

에 근거한 자존감은 공격성의 행동  요소보다는 분노

감과 같은 정서  요인과 감과 같은 인지  요인과 

련이 있으며, 자존감만으로는 공격성을 설명할 수 없

고, 정서를 제 로 다루지 못하는 것이 자존감과 공격

성의 계를 설명하는 요한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 곤란의 각 

구성요소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특정 역의 

자존감이 어떤 정서조 곤란 요인을 통해 공격성에 

향을 미치는 가를 확인하 다. 개인의 역량과 련한 

자존감 역인 사회   객  능력은 자신이 경험하

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정서를 조 하

는데 필요한 략의 부족을 통해 공격성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감과 감이 문제가 되어 

심리치료가 요구될 때 자존감의 특정 역과 정서조

곤란의 수 을 고려해서 치료목표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한계 을 언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변인들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져 사회  바람직성의 편향을 배제할 수 없

다는 이다. 추후에는 구조화된 면담 등을 사용하여 

보다 객 인 측정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과 공격성 사이에서 정서조 곤란이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개효과는 인과 계를 가

정하므로 개인역량에 근거한 자존감이 정서조 곤란에 

선행하고 그 결과 공격성의 험이 증가하는가를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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