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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스
트레스와 자기격려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서울시에 소재한 3개의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학생들로부터 얻은 총 715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Mplus
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매개모형 검증을 하였으며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스트레스와 자기격려를
순차로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심리적 안
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자기격려 각각의 매개효과 및 내현적 자기애가 스트레스와 자기격려를
거쳐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초등 고학년 학생 상담 실제에 주는 임상적 시사점,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심리적 안녕감, 내현적 자기애, 스트레스, 자기격려, 초등학교 고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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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에서의

서 론

이론들에

기반하여

자아수용

(self-acceptance)과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초등학교 고학년(5, 6학년) 시기는 사춘기의 시

with others), 자율성(autonomy), 환경에 대한 통제력

작과 더불어 청소년기로 들어가는 발달의 전환기

(environmental mastery),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transitioning period)이다. 이 시기는 신체적, 심리

그리고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이라는 6개의

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혼란을 겪을 수 있

차원으로 이루어진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청소년기의 시

well-being)’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즉, 높은 심리적

작 시기이자,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발달적 변화

안녕감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와 학업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개개인의 안녕감이

받아들이며,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 및 환

흔들리고 위협을 받을 수 있다(박은정, 최수미,

경을 선택, 변화시킬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고,

2014; 정옥분, 2019).

긍정적 대인관계를 맺으며, 삶의 목적을 설정하여

최근 7454명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삶을 영위하는 것

시한 ‘2019 제11차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으로 정의된다(류정희, 이명자, 2007; Ryff, 1989).

국제비교연구’ 결과에 의하면(연세대학교 사회발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은 삶의 모든 순간에 중요

전연구소, 2019),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하지만, 발달 단계 중에서도 성격의 형성과 이후

행복지수는 88.51점으로 OECD 국가 22개 중 20

의 인생관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를 차지했다. 특히 주관적 행복 지수의 세부 지

초기 청소년기 시기에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

표 중 주관적 건강과 삶의 만족의 점수는 OECD

다(정재찬, 유형근, 2012).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

국내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청소년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도가 심각하게

대 이후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대학생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청소년들이

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유주연, 박경,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안녕감과 행복감을

2010; 차경호 2004)가 이루어져 왔으며, 연령층을

느낄 수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더 낮추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류정희, 이명

필요함을 시사한다(박은정, 최수미, 2014). 뿐만 아

자, 2007; 박미애, 김세경, 천성문, 2013; 박은정,

니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최수미, 2014; 양선미, 박경, 2011; 유희애, 김영혜,

발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의

2017; 임선정, 이수경, 2018), 아동의 심리적 안녕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감에 대한 연구(김민정, 2013; 민하영, 2009; 정재

대한 포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찬, 2012), 아동의 행복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란 개
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측면들의

연구(노지운, 신나나, 2014; 박금숙, 2012; 서경현,
신현진, 양승애, 2012) 등으로 확장되어 왔다.

합을 말한다(류정희, 이명자, 2007; Ryff, 1989).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양

이는 삶의 질을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정서 및

하지만, 심리적 안녕감과 성격 간의 관련성에 대

부정정서’로 구성되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한 여러 연구들이 존재해왔으며, 그 중 성격 경향

well-being)’의 개념으로 설명한 Diener(1984)의

이 심리적 건강을 예측한다는 연구(Akinci, 2015;

개념과는 다르다. Ryff(1989)는 임상, 상담, 발달

DeNeve & Cooper, 1998; Steel, Schmidt, & Shul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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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들이 있었다. 한편, 성격장애와 심리적 안녕

1989), “외부로부터의 확인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

감의 관계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다는 경험

하려는 시도를 중심으로 조직된 성격적 특징”을

적 연구(김지영, 권석만, 2015)가 진행되면서, 성격

의미한다(McWilliams, 2018, p.241). 이러한 자기애

장애가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할

는 자기애적 성향이 외부로 드러나는 ‘외현적 자

수 있으므로 부적응의 감소뿐만 아니라 안녕감의

기애(overt-narcissism)’, 내부로 감추어진 ‘내현적 자

증진을 위해 성격병리의 영향을 검토해야 할 필

기애(covert-narcissism)’로 나뉘며 이 두 유형은 웅

요성이 대두되었다.

대하지만 취약한 자기개념, 평가예민성이라는 특

김지영(2011)의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

성을 공유한다(박세란, 2004; 정남운, 2001; Akhtar

한 상관이 있었던 ‘자기애’는 성격병리로서 뿐 만

& Tompson, 1982; Wink, 1991). 하지만 발현 양상

아니라, 일반적인 성격 특성으로서 고려할 수 있

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는 지나친 자기과시, 자신

는 변인이다. Lasch(1979)는 현대사회를 ‘자기애의

감에 가득 찬 거만한 태도, 특별대우에 대한 요구

사회’라고 규정하였는데, 자기애적 특성은 전반적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곽평호, 홍상황, 한태희,

인 문화 및 사회적 분위기로, 또 가정의 분위기로

2010)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쉽게 상처받는 취약

발달의 과정 중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가치

성과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대해 민감하며 부정

관과 성격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적 평가를 예상하고 그러한 조짐이 보이는지 신

기애는 적응적으로 발달할 경우 생활에서 느끼는

경을 곤두세우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강선희, 정

긴장감과 불안감에 대한 대처방식이 될 수 있으

남운, 2002; 곽평호 외, 2010; 박세란, 신민섭, 이

나(Lasch, 1979), 부적응적으로 발달할 경우 이상적

훈진, 2005; Weikel et al., 2010).

인 자기상과 현실적인 자기상의 불일치로 부정적

최근 각각의 자기애 유형이 심리적 안녕감에

정서를 경험하기 쉽고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는

불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정남운, 2001;

데, 비록 방어적 자존감과 연결되더라도 자신에

한수정, 권석만, 2010)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

대한 긍정적 착각을 가지고 있는 외현적 자기애

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정신분석적 관점에 따

성향자들은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하는 데

르면 성격발달은 유아기와 아동기 초기에 시작되

반해,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며(Benjamin, 2014; Kernberg, 1975; Kohut, 1971;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심리적 안녕감이 낮

Millon, 1996), 특히 초기 청소년기는 자기애적

다는

성격이 발달하는 중요한 변화시점이다(Kohut &

Hogan, 1991; Rose, 2002; Weikel et al., 2010). 뿐

Wolf, 1978). 명성을 얻고 부와 권력과 성공을 추

만 아니라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인 심리적 어

구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에 쉽게 영향을 받으며,

려움(psychopathological symptoms)과 정적 상관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자신의 욕구를 우선적으

삶의 만족도와는 부적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로 충족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초기 청소년들

(Akinci, 2015; Tritt et al., 2010; Zajenkowski &

시기에 자기애적 성향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주

Czarna, 2015). 그러므로 내현적 자기애는 심리적

지영, 이동귀, 2012).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

자기애는 개인이 지니는 성격 성향으로서 자기

결과가

보고되었다(Raskin,

Novacek,

&

다.

자신에게 심리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Bu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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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가 성인

hassles)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잘 예측하는 변

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

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구(김미옥, 2014; 노고은, 안도연, 2019; 이군자,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신

2009),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가 있다는

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변화의 시기로 성인기보

연구(유주연, 박경, 2010), 자기애가 청소년의 우

다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사건이

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Newcomb, Huba, &

선미, 박경, 2011)가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Bentler, 1981). 그러므로, 초등학교 고학년은 신체,

사회적지지(박은화, 2015), 마음챙김(최희나, 2013),

생리적인 급격한 변화에 직면할 뿐 아니라 일상

감사성향(유주연, 박경, 2010) 탈중심화와 경험적

생활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회피(김송희, 2014), 정서인식과 정서표현(이은영,

것을 인식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2013)을 통해, 그리고 정서표현 신념과 경험회피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이애리, 이신

를 순차적으로 거쳐(노고은, 안도연, 2019) 심리적

동, 2020). 특히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부모들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있었다. 그러

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중학교에 진학하기도 전

나 이러한 변인들 외에 선행연구에서 심리적 안

부터 이미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해 가정

녕감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고된(정현주,

이나 학교에서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2005) 사회적지지, 학교적응, 스트레스, 자기효능

많으며, 외모, 성 차별에 의한 스트레스에 민감해

감 등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고, 각 변인들이 어

진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

떻게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교 고학년 학생들의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지 밝힌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

미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도 나타

이다.

났는데,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민하영,

다양한 변인들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박미애, 김

2009; 유희애, 김영혜, 2017),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세경, 천성문, 2013; 정현주, 2005) 결과에 의하면,

대처양식(주현숙, 방희정, 2006), 마음챙김과 수용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외적

행동(김정주,

변인과 개인내적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개

2018) 등을 통해서도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인외적변인 중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

또래관계(임선정,

이수경,

영향력이 큰 것은 ‘스트레스’ 변인이었다. 스트레

한편,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대인 관계에서 높

스는 생활 속 여러 가지 요구에 대처하는 과정에

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서 발생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긴장 혹은 압박

는 것을 밝힌 연구(김소연, 고영건, 2016; 민하영,

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반응으로, 개인의 정신

2013)들이 있다. 즉,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초등학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한미

생은 부모나 또래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현, 유안진, 1995). 즉,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

긴장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평가하여 높은 스트레

의 역동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심리과

스를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민하영, 2013). 그러므

정(Folkman & Lazarus, 1980, 1985)이라는 관점에

로 이런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 본다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daily

심리적 안녕감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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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변인 중 하나로 알려진 스트레스를 내현적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연구(박금숙, 2012; 안은영,

자기애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2013; 조은진, 2013; 최혜조, 은혁기, 2015)들, 자기

변인으로서 선정하고자 한다. 단순히 초등학생의

격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내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구(기채영, 2009; 김민정, 2013; 허지애, 김정문,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현적

2017)들도 진행되어 왔다. 아울러 자기격려와 심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동일한 상황에서 경험하

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

는 스트레스를 민감하게 지각하므로 결과적으로

효과를 확인한 허지애와 김정문(2017)의 연구에

심리적 안녕감의 유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의하면 자기격려와 심리적 안녕감 간에 정적상관

경로를 가정할 수 있다.

이 있었으며 최종모형에서는 부분매개효과가 확

한편,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

인되어 자기격려에서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직

적변인 중 자기격려도 고려해 보아야 할 변인이

접경로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

다. Adler는 격려가 낙담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

으로 자기격려가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를

정에서 특히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Manaster &

설정할 수 있다.

Corsini, 1999 재인용). 그러나 개인주의가 만연한

한편,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격려에 영향을 미

현대사회에서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이 주위에서

친다는 연구는 국내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그

격려해 줄 타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으며, 주위

러나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경우 자기개념이

사람들이 격려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부정적이고 취약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비난

면 소용없게 된다(노안영, 정민, 2007). 이러한 맥

을 회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락에서 등장한 자기격려는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음을 입증한 박세란 등

인 기대를 가지고 용기를 주는 것으로 정의된다

(2005)의 연구를 기반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

(노안영, 정민, 2007). 일반적으로 격려는 주위 사

격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

람들로부터 받아왔던 것임에 반해 자기격려는 스

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자기의심, 비

스로를 격려함으로써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효과

판, 열등감 등에 대한 민감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내적통제변인이다(허지

임상적 경험(Akhtar & Thompson, 1982)을 지지한

애, 김정문, 2017). 자기격려는 타인에 의한 격려

다. 구체적으로 내현적 자기애의 특징을 대변하는

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건강 및 적응과 관련이 높

변인들과 자기격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Carns & Carns, 1998).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의 관계

격려와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

(김현숙, 2013),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

펴보면, Manaster와 Corsini(1999)는 타인에게 격려

에서 자기격려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정인철,

를 받은 사람은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덜 느끼며

2012). 아울러 Adler는 인간이 열등감의 보상으로

적응적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우월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관심이 동반

Bahlmann과 Dinter(2001)는 격려 훈련과정을 경험

되지 않은 것은 불건강한 것이라고 하였다(김춘

하게 한 결과, 연구대상자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경, 2006 재인용). 그는 이와 같은 불건강한 사람

긍정적 정서가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국내에서도

들을 낙담한 상태로 정의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격려 프로그램이 자기격려와 심리적 안녕감에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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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격려라고 주장하였다(정인철, 2012). 즉, 성격

부적응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격려를 통해서

적 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격려에 부정적인

도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영향을 미치지만, 변화가능성이 큰 개인내적변인

났다. 즉,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

인 자기격려 수준을 높힌다면 내현적 자기애 성

아 심리적 부적응을 보이더라도, 스스로 자기격려

향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를 잘 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

미치는 영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처럼 자기격

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변인

려는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변인이

중 하나인 자기격려를 내현적 자기애와 심리적

며, 상담에서 효과적인 변인으로서 자기 치유에

안녕감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변인으로 선정하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가 자기격려에

다. 단순히 초등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

선행하는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다고 해서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

서는 청소년기 초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

라,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타인의 부정

로 내현적 자기애가 스트레스와 자기격려를 순차

적 평가에 취약하여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

적으로 매개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직․간접적

기격려를 어려워하고 결과적으로 심리적 안녕감

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종합하면,

의 유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가정할 수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학생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있다.

많이 느낄 수 있고, 이때 자기격려가 줄어들고,

최근 단순매개효과를 확인하기보다 매개변인들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 어떤 순서로 준거변인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와 스트레

해 관심을 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변지영, 김

스, 자기격려가 어떤 순서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

선경, 2019; 이홍숙, 2019; 주지영, 이동귀, 2012).

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이는 어떤 매개 변인에 우선적으로 개입하면 더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리적 안녕

효과적일지에 대한 상담적 개입의 방향성을 모색

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트

여 상담 및 학교교육장면에서 상담적 개입전략에

레스와 자기격려가 어떤 순서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하였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내현적 자기

다. 스트레스와 자기격려 중 어느 변인이 선행하

애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자기

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격려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기격려보다 스트레스가

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선행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스트레스가 심리적

첫째, 내현적 자기애는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부적응, 정신건강 등과의 관계에서 자기격려가 어

상관을, 자기격려와 심리적 안녕감과는 유의한 부

떤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강정화,

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둘째, 스트레스와 자기격

2017; 기채영, 2009; 윤신예, 채규만, 2016). 특히,

려는 내현적 자기애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기채영(2009)의 연구에서는 자기격려는 스트레스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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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내현적 자기애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자기격려의 순차적 매개모형

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방 법

715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은 5학

년 364명(50.9%), 6학년 351명(49.1%), 남학생 353

연구대상

명(49.4%), 여학생 362명(50.6%) 이었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발달하는 중요한 변화 시

연구 도구

기로 보는(Kohut & Wolf, 1978)이론에 따라, 신뢰
롭게 자기 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5, 6학

심리적 안녕감

년 학생들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9년 6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월 서울시에 소재한 A 초등학교의 5, 6학년 중

위해 Ryff(1989)가 제작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

각 1개 학급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PS)를 김명소 등

어려운 문항이나 단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였

(2001)이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번안 및 타

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7월 5일 ~ 2019년 7월

당화한 46문항을 정재찬(2012)이 중복된 문항을

18일의 기간에 걸쳐 서울시에 소재한 A, B, C 초

제외하고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한 것을

등학교의 5, 6학년 남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자

사용하였으며, 연구자가 예비 검사를 통하여 어려

기보고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

운 단어는 추가 설명을 덧붙여 활용하였다.

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학교장과 각 학

이 척도는 45문항이며, 자아수용(8문항)과 긍정

급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학생들

적 대인관계(7문항), 자율성(7문항), 환경통제력(8

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하는

문항), 삶의 목적(7문항), 그리고 개인적 성장(8문

데 걸리는 시간은 20~30분이었으며 연구에 참여

항)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

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총

항은 5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857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 819부를 회

매우 그렇다)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역채점 문

수하였다. 이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불성

항은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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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수용

연구에서는 자율성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가

은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

(.50~.55) 중간 정도로 나왔는데, 성인 초기(18~29

고 있다”, 긍정적 대인관계는 “나는 가족이나 친

세) 연령대 .51이었으며 남성은 .44이었다. 따라서

구들과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긴

자율성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나이 변인보다

다”, 자율성은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의견이

성별(남성이 더 낮았음)에 따라 신뢰도 계수가 영

다르더라도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편이다”, 환

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에

경통제력은 “나는 생활하면서 나에게 생기는 문

서는 전체 척도의 신뢰도가 낮지 않고 자율성 하

제들(예: 학습, 용돈 등)을 대체로 잘 관리하고 있

위요인의 신뢰도 계수가 중간 정도(modest)라고 판

다”, 삶의 목적은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가지

단하여 문항 단위의 분석을 더 진행하지 않고 본

고 살아간다”, 그리고 개인적 성장은 “나는 내

척도의 결과를 이후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만

인생에 흥미를 줄 만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추후 연구에서는 한 하위요인만 신뢰도 계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낮을 시, 그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추가

있다.

분석하여(박선영, 조용주 (2017) 어떤 문항이 하위

김명소 등(2001)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 계

요인의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지 더 면밀히 살펴

수(Cronbach’s α)가 .87이었고, 각 하위 요인별 내

본 후 그 문항을 적절히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사

적 합치도 계수는 자아수용은 .76, 긍정적 대인관

용할 필요가 있겠다.

계는 .72, 자율성 .69, 환경통제력 .66, 삶의 목적
.73, 그리고 개인적 성장 .70으로 나타났다. 초등

내현적 자기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채찬(2012)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는 .61~.86, 전체 척

곽평호 등(2010)이 개발한 아동용 자기애척도 42

도는 .95로 양호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문항 중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문항만 활용

계수는 .94, 각 하위 요인별로, 자아수용은 .85, 긍

하였다. 이 척도는 18문항이며, 착취와 공격성(5문

정적 대인관계는 .82, 자율성 .54, 환경통제력 .78,

항), 과민성과 취약성(6문항), 자기중심성(7문항)의

삶의 목적 .80, 그리고 개인적 성장은 .70으로 나

3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

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 전체에 대해 전반적

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으로 타당한 신뢰도 계수가 나타났으나 하위 요

그렇다)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

인 중 자율성의 내적 합치도가 .54로 기존 연구

록 내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착취

(김명소 외, 2001; 정재찬, 2012)에서의 .69와 .61에

와 공격성은 “다른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면 똑같

비해서도 다소 낮게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신뢰도

이 해준다”, 과민성과 취약성은 “창피를 당하면

계수가 .6 이상일 경우 신뢰할 만한 척도로 간주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편이다”,

한다.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

자기중심성은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고 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Gao &

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편이다” 등의 문항으로

McLellan, 2018)에서도 자율성 하위요인의 신뢰도

구성되었다. 곽평호 등(2010)의 연구에서는 내적

계수(.60)가 다른 하위요인보다 낮았다. 18세 이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가 .87이었고, 각 하위

의 성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Cheng과 Chan(2005)의

요인별로는 착취와 공격성 .75, 과민성과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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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자기중심성 .7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3문항) 부분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

내적 합치도 계수는 .83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전혀 그렇지 않다, 5 = 항상 그렇다)로 이루어져

요인별로는 착취와 공격성 .62, 과민성과 취약성

있으나 아동의 일상스트레스 척도에 맞추어 4점

.75, 자기중심성 .71로 나타났다.

Likert 척도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한미현과 유안진(1995)의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스트레스

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가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각 하위 요인별로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80, 가정

Rowlinson과 Felner(1988)에 의해 만들어진 일상적

환경관련 스트레스 .78, 친구관련 스트레스 .79,

스트레스 척도(DHQ)를 한미현과 유안진(1995)이

학업관련 스트레스 .73, 교사 및 학교관련 스트레

한국의 아동에 적합하게 수정, 번안한 아동의 일

스 .70, 주변환경관련 스트레스 .62로 나타났다.

상적 스트레스 척도 42문항 중 신뢰도 계수가 낮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한 성나경

은 주변환경관련 스트레스 6문항을 제외한 36문

(2015)의 연구에서 외모 스트레스는 .78로 나타났

항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에서 개발한 청

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16문항 중 외모 스

계수는 .91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요인별 내적

트레스 3문항을 합하여 총 39문항을 활용하였다.

합치도 계수는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84, 가정환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중 본 연구에서 사

경관련 스트레스는 .73, 친구관련 스트레스는

용된 것은 36문항이며, 부모관련 스트레스(8문항)

.83,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80, 교사 및 학교관련

와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7문항), 친구관련 스트

스트레스는 .62, 외모관련 스트레스는 .66으로 나

레스(7문항), 학업관련 스트레스(7문항), 그리고 교

타났다.

사 및 학교관련 스트레스(7문항)의 5가지 하위요
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나

자기격려

는 부모님이 늘 공부하라고 말씀하셔서 짜증이

본 연구에서는 자기격려를 측정하고자 노안영

난다”,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는 “나는 필요한 물

과 정민(2007)이 개발한 자기격려-낙담 척도 60문

건들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서 속상하다”, 친구관

항 중 자기격려를 측정하는 문항만 사용하였으며,

련 스트레스는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는 것 같아

연구자가 예비 검사를 통하여 초등학생에게 적합

속상하다”,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나는 학업성적

하도록 각 문항에 ‘나는’이라는 주어를 덧붙여 활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교사 및 학교관련

용하였다. 이 척도는 30문항이며, 인지적 자기격

스트레스는 “나는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

려(10문항), 행동적 자기격려(10문항), 정서적 자기

다”, 외모 스트레스는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

격려(10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

레스를 받는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

다. 인지적 자기격려는 “나는 일을 시작할 때 두

항은 4점 Likert 척도(1 = 전혀 받지 않는다, 4 =

렵기는 하지만 잘 해내리라고 생각한다”, 행동적

많이 받는다)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

자기격려는 “나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을수록 주변 상황에 의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정서적 자기격려는 “나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일을 실패했을 때 좌절하기도 하지만 기분을 전

척도 중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것은 외모 스트레스

환하려고 노력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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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모형과 구조모형 모두 표본 수와 모형의 간명

5 = 매우 그렇다)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

성을 함께 고려하며, 좋은 모형에 대한 평가를

가 높을수록 자기격려를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는 Comparative Fit

노안영과 정민(2007)의 연구에서 자기격려의 내

Index(CFI), Tucker Lewis Index(TLI), Root Mean

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9, 각 하위 요인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RMSEA)을 활용하였

별로는 인지적 자기격려 .85, 행동적 자기격려

다.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좋

.87, 정서적 자기격려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은

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6으로 나타났으며, 각

RMSEA 값이 .06 이하라면 좋은 모형으로, .08 이

하위 요인별로는 인지적 자기격려 .92, 행동적 자

하라면 적절한(reasonable) 모형으로, .10을 넘으면

기격려 .90, 정서적 자기격려 .93으로 나타났다.

나쁜 모형으로 평가하였다(Hu & Bentler, 1999).

모형(홍세희,

2000)으로

판단하며,

동시에

구조모형 검증 이후에는 잠재변인들 간 관계에
서 나타나는 3개의 매개효과들(내현적 자기애 →

자료 분석

스트레스 → 심리적 안녕감, 내현적 자기애 →
본 연구는 수집한 자료를 SPSS 21.0과 Mplus 7.0

자기격려 → 심리적 안녕감, 내현적 자기애 →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스트레스 → 자기격려 → 심리적 안녕감)의 통계

한 후,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부트스트래핑

평균과 표준편차, 정상성 가정 여부를 판단하기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위하여 왜도와 첨도의 신뢰구간을 확인하였다. 다

이 방법은 동일한 표본 수의 반복적인 표집을 진

음으로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행하여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

연구 문제인 내현적 자기애와 스트레스, 자기격

을 산출한 후, 이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려, 심리적 안녕감 간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경우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

Mplus 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한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Equation Modeling: SEM) 검증을 실행하였다. 이때

방법 중 하나인 sobel 검증에 비해 정상성 가정에

모형 검증에 대한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높은 검증력을 가지는

시한 2단계 접근에 따라 먼저 측정변인들이 잠재

이점이 있다(Shrout & Bolger, 2002).

변인들을 잘 측정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
형 검증을 실시하였고, 측정모형이 성립되면 구조

결 과

모형 검증을 통해 잠재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모든 변인들은 다요인 척도로 측정하
였기 때문에 내적 일치도 접근(internal consistency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approach)을 통해 하위요인들을 해당 잠재변인의

측정변인들로 이용하였다(Kishton & Widaman,

먼저 측정 변인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1994).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치 추정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의 신뢰구간을 살펴보

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다.

았다(유성모, 2015). 변인들의 정규성 가정을 살펴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로서 측정

본 결과, 정규성 가정 기준인 왜도 ±2 이하, 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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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715)

표 1.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값 및 변인 간 상관관계
변인

내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

스트레스

.61***

자기격려

***

-.34

-.32***

-

-.45***

-.49***

.78***

심리적 안녕감

스트레스

자기격려

심리적 안녕감

-

-

M

28.76

55.88

113.65

162.53

SD

7.03

13.70

22.07

26.26

왜도

.78

1.53

-.33

-.12

첨도

.44

3.50

-.51

-.31

***

p < .001.

±7 이하의 기준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이 만족

합도를, RMSEA가 .083(90% 신뢰구간(.077 - .088)

되었다(West, Finch, & Curran, 1995). 내현적 자기

으로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보여 모형 적합도

애와 스트레스, 자기격려, 심리적 안녕감의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 & Bentler,

통계와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인들 간

1999). 이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와 스트레스, 자기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스트레

격려,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변인들이 잘 측정하고

스(r = .61, p < .001)와 정적상관이, 자기격려(r =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구조모형 검증을

-.34, p < .001), 심리적 안녕감(r = -.45, p < .001)

통하여 잠재변수들 간 이론적 관계에 대한 검증

과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스트레

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스는 자기격려(r = -.32, p < .001), 심리적 안녕감

다음으로 측정모형에서 나타난 내현적 자기애

(r = -.49, p < .001)과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

와 스트레스, 자기격려, 심리적 안녕감의 측정변

다. 자기격려의 경우 심리적 안녕감(r = .78, p <

인들이 해당 잠재변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알아보기 위하여 각 잠재변인들에 대한 측정변인
들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요인부하 추정치(factor
loading estimate)를 통해 살펴보았다. 내현적 자기

측정모형 검증

애의 3개 하위 요인들에 대한 요인 부하량은 .51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시한 2단계 분석

- .88, 스트레스의 6개 하위 요인들의 요인부하량

절차(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따라 연구

은 .60 - .68, 자기격려의 3개 하위 요인들의 요인

자가 설정한 잠재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는 구

부하량은 .81-.93,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요인들은

조모형 검증을 하기 이전에 측정모형 검증을 진

.55-.90으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행하여 해당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측정

따라서 4개의 잠재변인들은 좋은 요인 부하량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측정모형 검증 결과를

기준인 .50 이상을 충족하여 측정변인들이 잠재

분석해보면, CFI가 .917, TLI가 .902로, 양호한 적

변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Hai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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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와 자기격려가 순차적으로 매개효과를 갖

al., 2010).

는지 검증하기 위해 Mplus 7.0을 사용하여 구조방
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

구조모형 검증

용해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
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결과 해당 잠재변인들을 각 측
정변인들이 잘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먼저, 내현적 자기애는 스트레스에 유의한 정

서 설정한 연구모형인 내현적 자기애와 심리적

적 영향 (  = .78, p < .001)을 주었고, 스트레스

안녕감 간의 관계를 스트레스와 자기격려가 순차

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설명력은 60.8%(   =

적으로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검증 결과를 살

.60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

펴보면, CFI가 .917, TLI가 .902으로 양호한 적합도

격려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 -.21, p < .05),

를, RMSEA가 .083(90% 신뢰구간: .077 - .088)로

스트레스가 자기격려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보여 모형 적합도 기준을

었다(  = -.33, p < .001). 자기격려에 대한 내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 & Bentler, 1999).

적 자기애와 스트레스의 설명력은 26.0%(   =
.2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내현적 자기애, 스트

내현적 자기애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

레스, 자기격려를 순차적으로 투입했을 때, 스트

레스와 자기격려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 -.22, p < .001)을 미치고, 자기격려는 심리적

내현적 자기애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

안녕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연구모형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760.449

129

.917

.902

.083(.077 - .088)

표 3. 내현적 자기애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자기격려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경로
스트레스

B

SE



1.60

.24

.78

-1.11

.25

-.21



t
***

내현적 자기애

→

내현적 자기애

→

스트레스

→

-.86

.22

-.33

내현적 자기애

→

-.13

.22

-.03

스트레스

→

-.46

.12

-.22

-3.81

자기격려

→

.61

.03

.78

24.43

자기격려

심리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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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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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608

*

-2.29

***

.260

-3.90

-.63
***
***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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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트레스와 자기격려의 순차적 매개모형
*

p < .05,

***

p < .001.

주.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표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함.

.78, p < .001), 세 변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730, 95%

설명력은 86.5%(  = .865)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Bias-corrected CI = -.1.165 ～ -.398). 즉, 내현적 자

는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져서



다음으로 세 개의 간접효과(내현적 자기애→스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트레스→심리적 안녕감, 내현적 자기애→자기격려

있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격려를 거쳐

→심리적 안녕감, 내현적 자기애→스트레스→자기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간접효과의 경우 신뢰구

격려→심리적 안녕감)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

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Shrout &

(B = -.679, 95% Bias-corrected CI = -1.264 ～

Bolger, 2002).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내현

-.178). 즉, 내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적 자기애가 스트레스를 거쳐 심리적 안녕감으

격려 수준이 낮아져서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낮

로 가는 간접효과의 경우 신뢰구간에 0을 포함

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현적

표 4. 스트레스와 자기격려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

추정치

(Bias-corrected bootstrap)

경로
(B)

SE

하한

상한

내현적 자기애 → 스트레스 → 심리적 안녕감

-.730

.196

-1.165

-.398

내현적 자기애 → 자기격려 → 심리적 안녕감

-.679

.273

-1.264

-.178

내현적 자기애 → 스트레스 → 자기격려 → 심리적 안녕감

-.846

.261

-1.427

-.401

주. 부트스트랩 표집은 5,000번 시행하였으며, 부트스트랩 추정치는 비표준화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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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애가 스트레스와 자기격려를 순차적으로 거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쳐서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간접효과의 경우

선행연구(김소연, 고영건, 2016) 결과와도 같은 맥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

락이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웅대한 자기

하였다(B = -.846, 95% Bias-corrected CI = -1.427

모습을 꿈꾸지만 실상은 매우 취약한 자기(self)에

～ -.401). 즉, 내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스

대한 위협으로 지각되는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

반응하여 상황이나 대인관계로부터의 자극에 스

록 자기격려 수준이 낮아져서 심리적 안녕감 수

트레스를 더 강렬하게 경험하기 쉽다는 점을 시

준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한다(김희주, 정여주, 2018).
또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우울성향이나 외로
움, 문제행동 또는 자살과 같은 부적응적 결과와

논 의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심리적 안녕감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남윤주, 이숙, 2008;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내현적

Rowlinson & Felner, 1988), 본 연구에서 밝혀진 스

자기애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해 살펴봄으

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부적 상관관계는 이에

로써 성격 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 초기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내담자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담적 개입에 관한 시사

구(민하영, 2009; 유희애, 김영혜, 2017)와도 일치

점을 제안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

한다.

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기격려와 심리적 안녕감

첫째, 내현적 자기애는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

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자기격려

관계, 자기격려,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관계

와 심리적 안녕감이 정적상관이 있다는 김민정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

(2013)의 연구,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자기격

향과 심리적 안녕감이 부적상관이 있다는 기존의

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여러 선행연구(박

선행연구(박은화, 2015; 양선미, 박경, 2011; 최희

금숙, 2012; 안은영, 2013; 최혜조, 은혁기, 2015)

나, 2013)들을 뒷받침한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

결과에 부합한다. 즉, 자기격려는 타인에 의한 격

족하고 불안정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심리

려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건강 및 적응과 관련이

적 안녕감이 낮다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측면에서

높다(Carns & Carns, 1998).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해석할 수 있다(Raskin et al., 1991; Rose, 2002).

서 스트레스와 자기격려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스트레스는 높은

으며,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기격려 수준이 낮아진다는 기채영(2009)의 주장,

청소년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긴장

자기격려 수준이 높을수록 적은 스트레스를 경험

상황을 보다 예민하게 평가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한다는 Manaster와 Corsini(1999)의 주장과 비슷한

지각할 수 있다는 민하영(2013)의 주장과 같은 측

결과이다.

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발달 초기부터 형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같은

성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청소년기 초기에 있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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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을 위하여 내현적 자기애, 스트레스, 자기격

여 심리적 안녕감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음을 시

려 수준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한다. 그러므로, 성격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 중

따라서 상담 및 학교교육장면에서 초등학교 고학

요하지만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어느 정

년 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고자 할 때 어

도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때 자기격려보다 자기

느 한 측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생애 초기

비난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고 돕도

양육에서 형성된 성격적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

록 하는 것이 상담적 개입에서 더 필요함을 의미

와 함께 내담자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한다. 이와 같은 순차매개 경로(스트레스→자기격

를 얼마나 민감하게 지각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려)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 정신건강 등에

한다. 아울러 스트레스와 문제 상황에 직면하였을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격려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

때 주위에서 격려해 줄 중요한 타자가 있는지, 자

구(강정화, 2017; 기채영, 2009; 윤신예, 채규만,

기 스스로를 격려하여 용기를 얻을 수 있는지 살

2016)와 맥을 같이 한다.

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스트레스를

둘째, 내현적 자기애가 스트레스와 자기격려를

거쳐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매개효과 결과는.,

순차적으로 완전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대인 관계에서 높은 스트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심리적 안녕감

레스를 지각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김소연과 고영건(2016) 그리고 민하영(2013)의 연

않았다. 내현적 자기애적 성향의 개인은 자기 자

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며, 자기애가 대인관계 부

신이 웅대한 존재가 되기를 추구하고, 타인에게서

적응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가정한 Kernberg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렬하며 이런 욕구가

(1975)의 주장을 지지한다. 요컨대, 내현적 자기애

좌절되거나 실패하는 상황에서 수치심을 강렬하

성향의 청소년의 경우 자기상이 상처 입는 것에

게 느끼고,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나 자신의 부족

예민하고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매우 신경을 쓰

함이 드러나는 상황에 매우 예민하다. 이런 내현

기 때문에, 부모나 또래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적 자기애 수준이 높으면, 동일한 상황에서 경험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상황이 발생될

하는 스트레스를 더욱 민감하게 경험하게 되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해석

이러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자신의 정서를 조

할 수 있다(민하영, 2013). 아울러 스트레스가 청

절할 수 있는 자기격려 능력을 낮추어 결과적으

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로 심리적 안녕감 유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정주, 2011; 민하영, 2009; 유

을 의미한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

희애, 김영혜, 2017; 임선정, 이수경, 2018; 주현숙,

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방희정, 2006)와 같이 이러한 스트레스가 결국 심

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욕구가 강렬하며, 이런 욕

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구가 좌절될 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

끼거나 자기 수용이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의

기애 수준이 높은 초등학생은 주변 환경에 의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특

스트레스를 민감하게 지각할 가능성이 높지만, 내

히 스트레스를 과하게 경험할 때, 자기 비난, 비

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개인 외적으

판, 자책으로 이어져 스스로를 타당화 하지 못하

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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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정, 학교, 사회에서 조성해 준다면 심리적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

안녕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요즘

서 자기격려의 역할을 설명한 기채영(2009)의 연

초기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주요 원

구,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심리적 안녕감

인이 성적, 외모, 성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이므로

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역할을 입증한 김민정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구체

(2013)의 연구, 단 2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

적으로 학교 성적을 산출할 때, 개인차 변별과 상

구는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

대적 우열을 확인하는 규준참조평가에서 목표달

인내적변인 중 하나인 자기격려를 내현적 자기애

성 여부를 확인하는 준거참조평가로의 변화, 외모

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변인으

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언어 사용 금지, 성별의

로서 다루었을 뿐 만 아니라, 성인과 중․고등학

차이를 고려한 양성평등 교육 등이 학교교육장면

생에 편중되어 있었던 자기격려 관련 연구를 청

에서 실제적 개입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년기 초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확장하였다

한편,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격려를 완전 매개

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

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과로,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하여 개인외적변인

단순히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서영석, 2010)과 더불어 상담 장면에서 효과적으

수준이 높다고 해서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지는

로 접근이 가능한 개인내적변인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타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변인 중 하나가 자기격려

인의 부정적 평가에 취약하여 문제 상황에 직면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했을 때, 자기격려보다 자기비난과 비판에 몰두함

들에게 격려 프로그램이나 훈련을 통해 자기격려

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의 유지에 문제를 일으킬

능력을 신장시킨다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하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더라도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두려움(김현숙, 2013), 평가염려 완벽주의(정인철,

이다(박금숙, 2012; 안은영, 2013).

2012)가 높을수록 자기격려를 어려워한다는 선행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순차매개 경로

연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내

(스트레스→자기격려)를 고려할 때, 상담 및 학교

현적 자기애와 같은 성격적인 특성은 변화하기

교육장면에서 개인외적변인인 스트레스에 우선적

쉽지 않지만 변화가능성이 큰 자기격려를 신장시

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격려에

킴으로써 심리적 부적응을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대한 메타연구(윤인숙, 이종연, 2018)에 의하면 어

있다(정인철, 2012). 아울러 자기격려는 심리적 건

릴수록 부모, 교사, 상담자 등에 의한 타인격려가

강 및 적응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Carns & Carns,

이루어지고 성장할수록 자기격려가 이루어진다.

1998) 앞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즉, 우선적으로 가정, 학교, 사회적 차원에서 스트

있으며 평가에 예민한 초등학교 5, 6학년의 심리

레스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을 파악하여 초등학교

적 안녕감을 증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격려하

고학년 학생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고 돌보는 방식을 함양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상담 및 학교

사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심리적 안녕감

교육장면에서 자기격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 중 초등

로그램이나 훈련을 통하여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격려를 매개로 한 연구는

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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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안녕감 증진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단적인 관점에서 예측

본 연구의 제한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하고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또한 내현적 자
기애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자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

기격려에 선행하여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으므

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횡단자료로 얻

로 연구의 결과를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은 결과이므로 두 변인 간의 선후관계를 인과적

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

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에서는 각 지역 단위로 체계적으로 표집할 필요

각 변인의 경로에 따른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미

가 있으며, 중학생, 고등학생 등 청소년 대상의

래 예측 및 선후관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범위를 넓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격려 능력의

에서는 자기보고방식의 설문을 통해 각 변인들을

발달의 초기 단계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 반응의 왜곡에

하였으므로 내현적 자기애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

대한 통제가 어렵다. 방어적 태도나 사회적 바람

계에서 스트레스와 자기격려의 순차적 매개모형

직성으로 자료가 편향되었을 수 있으며, 초등학생

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

의 집중력에 비해 많은 문항 수로 이루어져 있으

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격려는

므로 불성실한 응답의 가능성이 있어 각 변인의

스트레스의 효과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

실제 수준과 응답한 반응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다(조은, 2018).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내현적

보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방

자기애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격려 수

식의 설문 외에도 면접법, 관찰법, 투사적 검사

준에 따라 스트레스가 달라지는지, 즉 자기격려가

등 다양한 측정 도구를 통하여 검증하는 방법으

조절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해 볼 필요

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 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자기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

격려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자기격

인으로 설정한 내현적 자기애, 스트레스, 자기격

려를 스트레스보다 선행 변인으로 설정하기도 하

려를 제외한 다양한 변인들이 심리적 안녕감에

여(이유진, 이은경, 2018) 후속 연구에서 자기격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심

에서 스트레스로 순차 매개하는 경쟁모형을 설정

리적 안녕감은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

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을 수 있으므로 제 3의 변인이 작용했을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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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tress and self encourag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articipants included 715 fifth and sixth
graders from thre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Korea. The collected data from 715(353 boys and 362 girls)
students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SPSS
21.0 and Mplus 7.0 and the bootstrapping was used to verify the indirect effect. As the result, covert narcissism
affected psychological well-being by sequentially mediating stress and self-encourage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the each mediating effect of stress and self encouragement was identifi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ementary students, and it suggested the path of covert narcissism
affecting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stress and self-encourage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linical implication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for counseling practice in elementary senior students
and recommenda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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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