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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본 연구는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고
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여고생 356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떨
어지고, 자기 위로 능력이 낮으며, 부정적 정서를 많이 보였다. 그리고 정서적 고통 감
내력이 클수록 자기 위로 능력이 높았으며, 자기 위로 능력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적게 나타났다. 둘째,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는 부정적 정서에 직접 영향도 미치지만,
자기 위로 능력을 매개로도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의
이중매개로도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
향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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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ch(1978)와 Rinsley(1982)는 우리 모두가 아이의 응석을 지나치게 받아주면서도 동시에
소홀히 하는 양육방식 때문에 자기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시사했다(김진숙, 김창대, 이지연,
2007에서 재인용). 공주병, 왕자병, 도끼병과 같은 신조어도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적 성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서경현, 양승혜, 2010). 더욱이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던 과거와는 달리 현
대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광고하고 능력을 과시하여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중
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상 어느 정도의 자기애는 자신을 긍정적
으로 돌아보게 만들고 더 나은 자기계발의 자극제가 된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애는 해롭다
(Hotchkiss, 2003). 일반적으로 자기애를 설명하는 특성으로 거대한 자기표상, 칭찬과 인정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 자기중심성, 오만한 태도,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지나친 과민성 등이 있고,
이는 DSM-Ⅴ에서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진단하는 기준들이다(권석만, 2014).
그런데 현대의 여러 이론가들은 ‘병리적인 웅대성’과 ‘취약한 자존감’이라는 두 가지 특성
을 공유하지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양식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구분
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Hendin & Cheek, 1997; Rathvon & Holmstrom, 1996; Wink, 1991).
특히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보다 더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임을 언급하는 여러 연구
들이 있다(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김진희, 2011;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백승혜,
현명호, 2008; 서수균, 권석만, 2002; 이준득, 2005; 윤성민, 신희천, 2007; 한혜림, 2004; Rose,
2002). 즉, 외현적 자기애는 방어적 자기고양을 통해 이득을 얻으나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고
양을 통해 이득을 얻지 못함으로써 주관적인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다(Rose,
2002). 내현적 자기애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를 지닌 사람들의
경우, 겉으로 볼 때는 자기애적인 잘난 척과 거만함 등이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는 깊은 자
기애적 역동과 기제를 지니고,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예상하여 타인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또한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대하여 민감하여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위축되고, 수줍어하며, 수치심과 굴욕감을 쉽게 느끼면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한
다(권석만, 한수정, 2000; 정남운,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가 자기애의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고(Kohut, 1977), 자기애의 발달이 정상에서 병리적으로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자기애적 취약성을 극복해야 하는 시기(Bleiberg, 1994)라는 주장에 기반하여, 성인기 성격으
로 더욱 굳어지기 전 단계인 청소년 시기의 내현적 자기애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
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사회불안의 발병 시기가 10대 후반에 가
장 많고(오강섭, 여인중, 이시형, 1994; 이국화, 하은혜, 2009), 건강하지 못한 가족의 영향이
남성보다 여성의 정서적 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Gilligan(1982)의 주장에 기반하
여 청소년 시기 가운데 우선적으로 여고생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공격성(윤언정, 2009; 이세
연, 2007), 불안(강예모, 김정규, 2012), 수치심(조민혜, 이은진, 이지연, 2014; 최두환, 2013), 분

- 174 -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고통 감내력,
자기 위로 능력의 매개효과

노(김혜경, 2010; 최지영, 2013), 우울(원주식, 2006; 이상미, 2009) 등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은 외현적 자기애자들에 비해 내현적 자기애자들
이 내면 깊은 곳에 자기애적인 역동과 기제를 지니고 있어,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억제적
이고 무력하기 때문에 우울, 불안, 분노, 공격성 등 부정적 정서를 더 역기능적으로 경험한다
고 하였다(강선희, 정남운, 2002; 이준득, 2005; Hart & Joubert, 1996). 또한 자기개념 명료성
이 낮기 때문에 쉽게 분노를 경험하고, 더 우울하고 공격적이라고 하였다(이준득, 서수균, 이
훈진, 2007).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 정서들은 위험 상황에서 사고와 행동의 범위를 좁힌다는
문제를 지닌다. 즉, 분노나 두려움 등의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상황에서 보통 자기 초점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에서 더 헤어나기 어렵게 된다(권석만, 2008). 뿐만 아니라
부적응적 자기애는 적대감과 분노감을 많이 느껴 신체적·심리적 질환에 더욱 취약하고, 일상
생활에서 불편감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백승혜, 현명호,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고
생들의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정서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에
서 더 나아가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여러 매개변인들이 관여
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실상 내현적 자기애는 일시적인 증
상이기보다는 일종의 성격구조이기에 상담 및 치료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단기적 개입
으로 변화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권은미 외, 2009). 따라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위해서 병
리적이고 부정적인 현상을 유발하는 매개변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김선미, 서경현, 2015; 정
승아, 오경자, 2005). 상담에서도 매개효과가 나타났을 때 치료적 중재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
을 제시해주는데(Culp & Beach, 1993: 최미례, 이인혜, 2003에서 재인용), 그것은 매개효과가
나타난 영역에서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져 매개효과를 줄일 수 있다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정서적 고통 감내력(emotional distress tolerance: EDT)
에 주목하였다. 정서적 고통 감내력은 정서적 및 신체적 고통에 직면하였을 때, 이 고통을 기
꺼이 경험하고 견딜 수 있는 개인의 능력(Brown, Lejuez, Kahler, & Strong, 2002) 및 슬픔,
공포, 분노, 혐오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 경험을 감내해내는 정도를 나타내는데(Clen,
Mennin, & Fresco, 2011), 최근 정서적 고통 감내력은 다양한 정신병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
인으로 상담 현장과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다(McHugh et al., 2011; Zvolensky, Berstein, &
Vujanovic, 2011). 사실상 고통은 인생의 일부이기에 이러한 불변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
면 고통이 더욱 커지고,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 후유증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으므로 정서적 고통 감내력은 정신건강의 핵심목표이기도 하고(Linehan, 1993), 치료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정지현, 2015).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Goodman과 Leff(2011)는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지닌 경우, 정서적 고통에 대한 감내력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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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때문에 이들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보다 잘 견뎌내고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
적 초점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장하연과 조용래(2012)도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구 신념이 클수록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떨어진다는 것
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가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리라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임혜령(2015)은 이러한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낮으면 분노를 경험할
때에 이를 감내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 부족하여 분노 감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역기능적 분노반응을 강화하거나 지속시킨다고 하였다. 이외의 다른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서
도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부정적 정서가 일관되게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혜령, 2015; Anestis, Selby, Fink, & Joiner, 2007; Gaher, Hofman, Simons, & Hunsaker,
2013; Kraemer, Luberto, & McLeish, 2013; Simons & Gaher, 2005; Vujanovic et al., 2013;
Vujanovic, Marshall-Berenz, & Zvolensky, 2011).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비록 내현적 자
기애, 정서적 고통 감내력, 부정적 정서를 한꺼번에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지만, 내현적 자기
애 성향이 높을수록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낮고,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낮을수록 부정적 정
서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정서적 고통 감내력, 부정적 정서 변인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살펴보고자 하였고, 내현적 자
기애와 부정적 정서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 고통 감내력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자기 위로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기 위로 능력
은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내적 자원을 이용하여 불
안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Moser, 1991). 즉, 자기 위로 능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
스를 받거나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자기 스스로 다양한 대처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Glassman, 1989: 권영, 2014에서 재인용). 이러한 자기 위로 능력은 부모의 공감적 양육
태도의 내면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Kohut, 1971), 양육자의 지속적인 이해와 공감실패
로 인해 내현적 자기애를 보이는 경우(Kernberg, 1975; Ryckman, 2012), 자기 위로 능력이 빈
약할 수 있다. 또한 자기애적 성격장애 등 치료적 예후가 좋지 않은 비교적 심각한 성격장애
전반에 자기 위로 능력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권영, 2014),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자기 위로
능력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공세영, 2014) 및 자기 위로 능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
를 많이 느끼고, 낮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박효서, 1999)를 통해서도 내
현적 자기애가 높을 경우, 자기 위로 능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더욱 크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겠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 정서적 고통 감내력 및 자기 위로 능력이 부
정적 정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즉, 여고생의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내현적 자기애의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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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
로 능력을 매개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거나 유지시키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관련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에서 치료적 초점이 될
수 있는 개입방법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모형을 비교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먼저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 각각을
통해 그리고 이 두 변인들의 이중매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부분매개모
형을 [그림 1]의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사실상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자기 위로 능력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
극적으로 내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조절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응적 능력(Moser, 1991)인데, 선행연구들은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낮을수록 자신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여 회피적 대처방식이나 형편없는 정서조절을 보인다고 하였다(안계훈, 2014;
Brandt, Zvolensky, & Bonn-Miller, 2013; Iverson, Follette, Pistorello, & Fruzzetti, 2012;
Mullance, 2011; O’Cleirigh, Ironson, Smits, 2007; Simons & Gaher, 2005). 이외의 다른 연구
자들도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정서조절양식에 영향을 미치고(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osahl, 1996),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높을수록 고통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적응적
으로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박우리, 2016). 공세영(2014)도 내현적 자기
애와 자기 위로 능력을 경험회피가 매개한다는 것을 밝히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피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들을 통해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높을수록 자기 위로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
는 것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림 2]의 경쟁모형 1에서는 두 매개변인 간
경로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가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이중매개의 경로를 삭제한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3의] 경쟁모형 2와 [그림 4]의 경쟁모형 3은 각각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1과
다른 경로는 일치하고,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이르는 직접 경로만을 삭제한 완전매
개모형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정서적 고통 감내력, 자기 위로 능력, 부정적 정서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정서의 관계를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매개하는가?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정서의 관계를 자기 위로 능력이 매개하는가?
넷째,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정서의 관계를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이 이
중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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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쟁모형3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천, 수원, 일산 등 수도권 소재에 위치한 4개의 고등학교, 여고생 400명을 대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356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가운데 1학년은 113명(31.7%), 2학년은 243명(68.3%)을 차지하였다.

측정도구
내현적 자기애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
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내현적
자기애 척도는 목표불안정(9문항, 예: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과 인정욕
구/거대자기환상(9문항, 예: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처럼 그려보고 싶다),
착취/자기중심성(9문항, 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
다), 과민/취약성(10문항, 예: 나는 가끔 남의 비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소심/자신
감 부족(8문항, 예: 나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의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총 45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대체로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현
적 자기애 척도의 Cronbach’s α는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연구에서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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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고통 감내력
정서적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기 위해 Simons와 Gaher(2005)가 개발한 정서적 고통 감내력
(emotional distress tolerance: EDT) 척도를 박성아(2010)가 번안·타당화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박성아가 타당화한 정서적 고통 감내력 척도는 조절(3문항, 예: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기 위
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감내력과 몰두(5문항, 예: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루기 어렵다), 평가(7
문항, 예: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나보다 잘 견뎌내는 것 같다)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15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대체로 그렇다)로 평정
하도록 하였으며,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에 대한 고통 감내력이 높음을 의
미한다. 정서적 고통 감내력 척도의 Cronbach’s α는 박성아(2010)의 연구에서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자기 위로 능력
자기 위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Glassman(1988)에 의해 개발된 자기 위로 능력 척도
(self-report of soothing receptivity)를 전희정(1999)이 번안하고, 고소희(2000)가 수정·보완한
척도 가운데 스스로 위로하기(예: 기분이 나쁠 때, 때때로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위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대체로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위로 능력이 높음
을 의미한다. 자기 위로 능력 척도의 Cronbach’s α는 김미진, 민선희, 이지연(2010)의 연구에
서 .7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78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의 부정적 정서 척도와 안신
호, 이승혜 및 권오식(1993)의 한국어 정서 단어 연구를 이용하여 이선미(2011)가 수정·보완하
여 만든 한국판 부정적 정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정적 정서 척도는 분노, 권태, 놀라움, 수
치, 고독, 애태움, 연민, 공포, 허무, 상심 등 10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있고, 각 요인 당 3개
씩 3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총 30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대체
로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적
정서 척도의 Cronbach’s α는 이선미(2011)의 연구에서 .9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도 .95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9.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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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했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정서적 고통 감내력, 자기 위로 능력, 부정적 정서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했다. 둘째, 연구변인의 경향성과 정상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
했다. 셋째,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적률 상관
계수를 산출했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의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여 매개모형의 적
합도 및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본격적인 모형 검증에 앞서,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문항 꾸
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잠재변수 별로 최대우도
법을 이용하여 단일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요인부하량이 .30미만인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내현적 자기애 2문항, 정서적 고통 감내력 1문항, 자기 위로 능력 5문항,
부정적 정서 1문항). 이는 표준 요인부하량의 기준이 .30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근거하였
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2). 그런 후, 자기 위로 능력과 부정적 정서는 각 꾸
러미가 잠재변수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하여 각각 3개, 4개의 꾸러미로 구성하였고, 내현
적 자기애와 정서적 고통 감내력은 각각의 하위척도를 측정변인으로 이용하여 잠재변인을 구
성하였다.
구조모형 검증은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진행했다.
우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했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전체 적합도 및 각 경로의 유의도를 확인했
다. 모형의 적합도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영가설을 쉽게 기각할 수 있는 χ2값 이외에 상
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 절대적 접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함께 확인했다. 이때, CFI와
TLI가 .90 이상이고(Bentler, 1990), RMSEA가 .10 이하이면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했다
(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그 뒤,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정서 사이에서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의 간
접 효과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Shrout & Bolger, 2002)을 실시했
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다중 매개효과 검증 시 개별 간접 효과에 관한 추정치를 제
공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한 후 부트스트랩 절차
를 통해 변인들의 개별 간접 효과를 확인했다(배병렬, 2011). 부트스트랩 절차는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본 연구의 원자료(N=356)로부터 무선할당으로 만들어진
10000개의 표본에서 간접 효과를 추정했고, 간접 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α=.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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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각 변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

모형검증에 앞서, 측정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그리고 변수 간 상관계수
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이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연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런데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분포곡선(왜도<2,
첨도<4)을 고려했을 때(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
도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VIF 지수를 살펴보았다. 예측 변인 간 상관이
클수록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되는데(Marsh, Martin, James, & Richard, 2004), 본 연구에
서는 부정적 정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나머지 변인들의 VIF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1.79
∼1.97까지 분포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될 수준 VIF >10(송병호, 최규정, 2000)이 아님
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체적으로 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
를 살펴보면, 특히,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 =.63) 및 내현적 자기애와 정서적
고통 감내력(  =-.62)이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정서(  =.58) 및
내현적자기애와 자기 위로 능력(  =-.58), 자기 위로 능력과 부정적 정서( =-.53) 및 정서적 고
통 감내력과 부정적 정서( =-.52)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측정모형의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15개의 측정변수들이 여고생들의 내현적 자기애, 정서적 고통 감내
력, 자기 위로 능력, 부정적 정서 총 4개의 잠재변수를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 AMO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df=84, N=356)=255.69, <.001, CFI=.95, TLI=.94, RMSEA=.076(90% 신뢰구
간 .065∼.087). 측정모형에서 측정변수들은 잠재변수에 .52∼.97까지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요인 부하량은 내현적 자기애는 .52∼.97, 자기 위로 능력은 .77∼.85, 정서적 고통 감내력은
.60∼.91, 부정적 정서는 .87∼.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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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정정서3

15. 부정정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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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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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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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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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2

.41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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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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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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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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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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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8**

.42**

.46**

-.37**

-.42**

-.34**

-.50*

-.43**

-.2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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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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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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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0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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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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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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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점수 범위: 내현적자기애(1∼5), 정서적고통감내력(1∼5), 자기위로능력(1∼5), 부정정서(1∼5)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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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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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욕구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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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불안정

1

<표 1> 주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변수 간 상관계수(N=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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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의 검증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를 예언변수로,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을 매개변수
로, 부정적 정서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이 경험적 자료와 잘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
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를 검증하였고,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df=84, N=356)=255.69,

 <.001, CFI=.95, TLI=.94, RMSEA=.076(90% 신뢰구간 .065∼.087). 경쟁모형들도 대체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이 연구모형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중에서 가장 적합도가
좋은 경쟁모형2의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의 차이값은 30.75로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 간 비교를 통해 더 복잡한 모형인 연구모형을 [그림 5]의 최종모
형으로 채택하였다.
<표 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df

TLI

CFI

RMSEA(90% 신뢰구간)

연구모형

255.69

84

.94

.95

.076(.065∼0.087)

경쟁모형1

287.46

85

.93

.95

.082(.071∼0.092)

경쟁모형2

286.44

85

.93

.95

.082(.072∼0.092)

경쟁모형3

313.47

86

.93

.94

.086(.076∼0.097)

최종모형 검증
최종모형을 검증한 결과, 5개의 직접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다. 최종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
수와 모수 추정 결과는 <표 3>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
애가 정서적 고통 감내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73). 다음으로 정서
적 고통 감내력이 자기 위로 능력에 미치는 영향(  =.43),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미
치는 영향(  =.42),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 위로 능력에 미치는 영향(  =-.39) 및 자기 위로 능력
이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23)이 모두 유의하였다.

- 183 -

김혜원․이지연

<표 3> 최종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N=356)
경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t

내현적자기애

→

정서적고통감내력

-0.26

-0.73

0.03

-7.69***

내현적자기애

→

부정적정서

0.56

0.42

0.11

5.04***

내현적자기애

→

자기위로능력

-0.17

-0.39

0.04

-4.97***

정서적고통감내력

→

자기위로능력

0.52

0.43

0.10

5.32***

자기위로능력

→

부정적정서

-0.70

-0.23

0.24

-2.89**

정서적고통감내력

→

부정적정서

-0.34

-0.09

0.30

-1.14

* p<.05, ** p<.01, *** p<.001

자기위로1

자기위로2
.85

.77
-.39

목표불안정

.81

자기위로
능력

***

-.23**

.52

인정욕구 .62
착취

자기위로3

.58
.97

.43

내현적
자기애

.92

***

부정적
정서

.42***

과민
소심

.70

부정정서1

.92 부정정서2
부정정서3
.91 .87
부정정서4

-.73***

-.09

정서적
고통감내력
.60
조절

.84
감내력

.91
평가

[그림 5] 최종모형

매개효과 검증
최종 다중 매개모형의 개별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팬텀
변수를 사용한 접근법(Chan, 2007)을 사용하였고,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α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하는 Bootstrap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모형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정서의 관계에서 자기 위
로 능력의 매개효과 비표준화계수는 .12, 95% Bias-corrected CI=[.041, .245]로 유의하였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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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적 자기애와 자기 위로 능력의 관계에서 정서적 고통 감내력의 매개효과 비표준화계수는
-.136, 95% Bias-corrected CI=[-.211, -.08]로 유의하였고,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정서의 관계
에서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의 이중매개효과의 비표준화계수는 .094, 95%
Bias-corrected CI=[.035, .196]으로 유의하였으며,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부정적 정서의 관계에
서 자기 위로 능력의 매개효과 비표준화계수는 -.364, 95% Bias-corrected CI=[-.722, -.137]로
유의하였다.
<표 4> 부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분석 결과(N=356)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경로
내현적자기애

→

자기위로능력

내현적자기애

→

정서적고통감내력

→ 자기위로능력

내현적자기애

→

정서적고통감내력

→ 자기위로능력 →

정서적고통감내력 →

자기위로능력

→

0.12*
(.041∼.245)

부정적정서

→

부정적정서

논

의

-0.136*
(-.211∼-.08)
부정적정서

0.094*
(.035~.196)
-0.364*
(-.722∼-.137)

* p<.05, ** p<.01, *** p<.001

본 연구는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의 역할을 규명하고, 본 연구를 통해 여고생의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
키고, 무엇보다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정서를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확인을 통해 궁극적으
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여고생들의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에서 치료적 초점이 될 수 있는
개입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떨어지고, 자기 위로 능력이 낮으
며, 부정적 정서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지닌 경우에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떨어진다는 Goodman과 Leff(2011)의 연구와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대표적 특
성 가운데 하나인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요구 신념이 과도하게 클수록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고한 장하연과 조용래(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
애 성향이 자기 위로 능력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공세영, 2014), 자기 위로 능력 증진이 자기
애성 성격 장애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으며(권영, 2014), 자기 위로 능력이 부모의 공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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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태도를 내면화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공감 실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 자기 위로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Kohut(1971)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공격성, 불안, 분노, 수치심, 우울 등 부정적 정서를 더 경험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강선희, 정남운, 2002; 강예모, 김정규, 2012; 이준득, 2005; 조
민혜 외, 2014; Hart & Joubert, 1996).
다음으로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높을수록 자기 위로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낮을수록 회피적 대처방식 등의 부적절한 정서조절 방식을 사
용하고(박우리, 2016; 안계훈, 2014; Brandt et al., 2013; Hayes et al., 1996; Iverson et al.,
2012; Linehan, 1993; McHugh, Reynolds, Leyro, & Otto, 2013; McHugh et al., 2014;
Mullance, 2011; O’Cleirigh et al., 2007; Otto, Safren, & Pollack, 2004; Simons & Gaher,
2005), 경험회피를 많이 할수록 자기 위로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안계훈, 2014) 및 자신이 느
끼는 감정을 피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연구
(공세영, 2014)와 흐름을 같이 한다. 비록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의 직접적인 관
계를 살펴본 경험적 연구가 없어서 본 연구 결과와 직접 비교는 곤란하지만, 이는 선행연구들
을 통한 종합적 추론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자기 위로 능
력에 선행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 위로 능력
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 위로 능력이 떨어질수
록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 박효서(1999) 및 적응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보일
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높게 경험한다는 Gross와 John(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정서의 관계를 자기 위로 능력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현적 자기애 단일 변인으로도 부정적 정서를 유의하게 예측하지만,
동시에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 위로 능력이 매개한다
는 의미는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 위로 능력을 통하여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주는 발생적 기
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위로 능력이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정서를 연결하는 하나의
통로라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기 위로 능력을 상담 현장에서 잘 활용하여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여고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 혹은 강화하는데 초점
을 맞춘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정적 정서를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 경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부
정적 정서를 더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최정인(2009)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자기 위로 능력, 부정적 정서를
하나의 모형 안에서 살펴보며 자기 위로 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기에 본 연
구 결과와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자기 위로 능력의 매개효과를
재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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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낮았고, 정서적 고통 감내
력이 낮을수록 자기 위로 능력도 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이 이중매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내현적 자기
애와 부정적 정서의 관계에서 낮은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이 부정적 정서의
정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이는 결국 불
안 경험 그 자체보다 불안 경험을 감내해내는 능력의 부족이 임상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밝힌 유성진(2010)의 연구와 낮은 고통 감내력이 회피적 대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통
감내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회피적 대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치료적 요소임을 시사한 선행
연구(Leyro, Zvolensky, & Bernstein, 2010)와 부분적으로 흐름을 같이 한다. 또한 정서적 고
통 감내력과 걱정을 경험회피가 완전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한 안계훈(2014)의 연구결과 및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 위로 능력을 경험회피가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한 공세영(2014)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사실상 내현적 자기애는 일종의 성격구조이기에 상담 및 치료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단기적 개입으로 변화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권은미 외, 2009).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
된 자기 위로 능력의 매개효과,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의 이중 매개 효과를
통해 이 변인들이 중요한 치료적 중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여러
이론가들이 언급한 것처럼 양육자의 지속적인 이해와 공감실패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심화
시킬 수 있고(Kernberg, 1975; Ryckman, 2012),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보일수록 무가치함, 실
망, 좌절과 같은 고통스럽고 원치 않는 감정에 직면하여 이를 버텨내는 능력이 떨어지며, 주
로 이들은 부인, 억압, 회피 등의 부적절한 정서조절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최승미,
2012; 최혜정, 장문선, 2010). 이러한 회피적인 정서조절 방식은 자기 위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공세영, 2014),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감정이나 생각을 해결해볼 기회
를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부정적 정서를 더 떠안게 되는 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 및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상담에서 치료적 개
입의 초점으로 삼아야 할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가
있다. 이를 활용하여, 상담 장면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지닌 여고생을 상담할 경우, 상담
자는 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기를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
피적 조절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자는 무엇보다 공
감적 태도를 지니고(Kohut, 1971), 이들이 경험적 상황 속에서 느낄 것이라고 예상되는 생각
이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읽어주며, 때로 부드러운 직면(Kernberg, 1975)을 하는 것이 필요하
겠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어야 그러한 감정을 더 적응적으로 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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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김은영, 2009), 자신의 감정을 알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 경
험에 대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공세영, 2014), 무
엇보다 정서적 고통 감내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상담
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자기 위로 능력이 향상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
을 지녔더라도 이들의 부정적 정서를 경감시키고, 궁극적으로 치료 예후를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실용적 의의 외에도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만 기술되고 실증적 연구가 거의 이
루어지지 않은 자기애, 자기 위로 능력, 정서적 고통 감내력, 부정적 정서의 관계를 실제 연
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여고생에 편중하여 자료수집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연구대상에서 3학년은 배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여고생 전체 혹은 청소년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 정서적 고통 감내력, 자기 위로 능력, 부정적 정서를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런데 여고생의 주관적인 자기보고는 실제의 모습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기방어나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왜
곡된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경우, 분노를 억압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에 대한 보고도 실제보다 축소되어 보고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또한 고통스러운 정도와 고통에 대한 감내력은 별개의 개념이지만 자기보고식 질문
지를 통해 고통 감내력을 측정할 경우, 이 둘을 정확하게 변별해서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
가 있다(Oser, Trafton, Lejuez, & Bonn-Miller, 2013).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을 다
양화하여 연구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예측변인 매개변인, 준거변인을 동일한 시기에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 횡
단연구이다. 따라서 이들의 인과관계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에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 간에는 개념적 순환이 있을 수 있다. 즉,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고,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를 감내하고,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연구가 되려면 변인들 간의 시간적 순서를 고려한 단기 종단 연구를 통해 이들의 인
과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낮을 경우, 부정적 정서를 피하기 위
해 다른 부정적 수단(예: 약물 사용, 폭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모형을 확장하여 특정한 정신 병리(예: 여자 청소년의 폭식) 변인까지 하나의 모
형 안에 포함시켜 연구 모형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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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매개 혹은 이중매개 변인으로 밝혀진 자기 위로 능력과 정
서적 고통 감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치료적 개입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정서적 고통 감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노출, 수용, 마음
챙김, 주의 분산 등이 제안되고는 있으나 효과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자기 위로
능력과 정서적 고통 감내력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치료적 중재 기법을 개발
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 언급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의 영향으로 인해 높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여고생을 상담할 때, 실질적인 치료적 효과를 이끌 가능성이 큰 심리내적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본 연구의 결과가 내현적 자기애 및
부정적 정서를 호소하는 여고생을 상담하는데 있어 치료적 접근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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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t Narcissism and Negative Emotions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Distress Tolerance and Self-report of
Soothing Receptivity
Kim, Hye Weon

Lee, Jee-Y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distress tolerance and
self-report of soothing receptivity on the association betwee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convert
narcissism and negative emo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56 high school female students,
and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in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when higher scores on covert narcissism were associated with lower scores on
emotional distress tolerance, decreased self-report of soothing receptivity scores and higher levels
of negative emotions were found. Study has shown that higher scores on emotional distress
tolerance were associated with higher scores on self-report of soothing receptivity. Moreover, higher
scores on self-report of soothing receptivity were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negative emotions.
Second, (increased) self-report of soothing receptivity scores were found to significantly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negative emotion. Covert narcissism had an effect
on negative emotion through the sequential double mediation of emotional distress tolerance and
self-report of soothing receptivity. Discussion of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e present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lso presented.
Key words : covert narcissism, emotional distress tolerance, self-report of soothing receptivity, negative
emotion, mediation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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