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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냉담-무정서와 자기애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1,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2

Objectives: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narcissism on Korean high schoolers’ aggression.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315 high school students (155 boys, 160 girls) in South Korea. To 
measure the level of high schoolers’ callous-unemotional traits, the ‘Korean Inventory of Callous-
unemotional traits’ was used. Narcissism and aggression were measured via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and ‘Buss-Durkee Hostility Inventory’, respectively.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via SPSS 21.0          
Result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high schoolers’ callous-unemotional traits, 
aggression, and narcissism. Second, high schoolers’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narcissism affected 
aggression partially. Specifically, ‘callousness’ and ‘egocentrism’ had positive effects on aggression  while 
‘unemotional’ traits had a negative effect on aggression. Third, the interaction effects of high schoolers’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narcissism on aggression were partially significant. Specifically, the 
interaction effects of ‘callousness’ and ‘egocentrism’ as well as ‘uncaring’ and ‘egocentrism’ were 
significant. That is, the effects of ‘callousness’ and ‘uncaring’ on aggression were greater when 
‘egocentrism’ was low, compared to when it was high.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e need for a granular approach to understanding high schoolers’ 
aggression and to develop counseling programs based on the role of high schoolers’ callous-
unemotional traits and narcissism in ag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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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최근 한국사회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가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에 비해 청소년 범죄의 잔혹함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 청소년통계(Statistics 

Korea, 2019)’에 따르면, 청소년범죄 중 살인, 강도, 방화, 성폭

력 등과 같은 강력범죄의 비중이 2008년 27.4%이었던 것에 반

해 2017년에는 33.7%로 약 5%가 증가했다. 이러한 실태는 우

리나라 청소년의 공격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격성은 공격적인 행동뿐 아니라, 분노감, 적대감과 같은 

공격적 정서 및 공격적 인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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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s & Perry, 1992). 특히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 성충동의 

급격한 증가로 정서적 혼동을 경험하며, 이는 불안감과 과민

성을 증대시켜(S. C. Han, 2012), 이러한 정서적 불안감이나 긴

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격성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공격성

을 예측하는 변인은 크게 개인 외적 변인과 내적 변인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 또래관계 등과 

같은 외적 변인에 대한 연구(Espelage, Holt, & Henkel, 2003; 

Kawabata, Alink, Tseng, Van Ijzendoorn, & Crick, 2011) 외에도 

개인의 심리, 정서적 측면과 같은 개인 내적 변인에 대한 접근

이 이루어져 왔다.

먼저 공격적 성향이 높은 청소년인 경우 정서적 특징으로 

낮은 공감능력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청

소년의 공격행동의 심각한 수준에 비추어 단순히 낮은 공감능

력 이상의 정서적 특징으로, 냉담-무정서 특질이 논의되기 시

작하였다. 상대방의 감정에 감응하지 못하는 낮은 공감능력을 

너머, 평소의 감정상태의 이상을 나타내는 냉담-무정서의 특

질이 강한 경우에 공격적 성향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냉담-무

정서 특질은 성격특성의 하나로, 아동기에 시작하여 청소년기

와 성인기까지 유지되어 반사회적 행동과 품행장애의 하위유

형으로 나타내게 된다(Frick & Dickens, 2006; Frick & White, 

2008). 냉담-무정서 특질 척도는 정신병질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인 the Psychopathy Checklist (PCL; Hare, 1991)를 시작으

로,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4개 요인(대인관계, 정

서성, 생활양식, 반사회성)을 검사하기 위한 도구인 Antisocial 

Process Screening Device (APSD; Frick & Hare, 2001)가 개발되

었으나, 두 검사 모두 냉담-무정서 특질에 대한 평가가 부분

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Lee & Lee, 2016), 최근에는 이를 

보완한 Frick (2003)의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ICU)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Frick (2003)은 냉담-무정서의 구

성요소로 냉담성(callousness), 부주의/무신경(uncaring), 무정서

(unemotional) 등과 같은 세 가지 영역을 제안하였다. 냉담성은 

공감, 후회, 죄책감의 결여와 관계가 있으며, 부주의/무신경은 

학교과제나 대인관계과제와 같은 과제수행에 대한 관심이 적

은 것, 무정서는 정서성의 부족을 의미한다.

냉담-무정서(Callous-Unemotional) 특질은 심각할 경우 사

이코패스 집단의 특징으로 지목되기도 하고, 품행장애 청소

년 또는 비행청소년들의 특징으로 조사된 바도 있다(Lee & 

Lee, 2016; Song & Lee, 2014). DSM-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 의하면, 냉담-무정서 특질은 ‘친사회적 

정서의 제한’으로 설명되며 품행장애의 진단적 지표로 설명

된다. 이러한 냉담-무정서 수준이 높은 아동은 품행장애와

도 상관이 있는데(Frick & Viding, 2009), 만성적이고 심각한 

품행장애 궤적을 보이기도 한다(Asscher et al., 2011; Dadds, 

Fraser, Frost, & Hawes, 2005; Frick, Stickle, Dandreaux, Farrell, & 

Kimonis, 2005; Kimonis, Kennealy, & Goulter, 2016). 그러나 품

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냉담-무정서 특질은 차이가 

없었으며, 품행장애 청소년의 경우 냉담-무정서 특질의 하위

영역인 ‘무관심’, ‘냉담’, ‘무정서’ 중 무정서만이 일반 청소년보

다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연구결과 역시 존재한다(Lee & Lee, 

2016).

이러한 결과는 일반 청소년도 냉담-무정서의 특질을 가지

되, 하위요인별로 그 분포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알려주었고, 

품행장애 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청소년의 행동을 예측

하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품행장애 진단을 받은 청

소년 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의 공격성과 냉담-무정서의 각 

하위요인 간의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

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행 청소년이나 품행장애 청

소년, 사이코패스 집단을 제외한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냉담-무정서와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국내에서 많

지 않은 편이다. 최근에는 냉담-무정서와 중학생의 사이버 가

해행동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밝혀(Shim & Lee, 2018), 

청소년의 공격성의 바탕에는 정서적으로 냉담한 특징이 있을 

수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국외에서는 냉담-무정서의 특질이 

강한 경우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이 모두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었다(Barry, McDougall, Anderson, & Bindon, 2018). 

Wright, Harper와 Wachs (201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오프

라인의 면대면 괴롭힘행동, 익명이나 기명의 사이버괴롭힘행

동 모두에 대해 냉담-무정서 중 냉담성과 부주의/무신경이 정

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여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이나 공격

적 성향에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연구에서도 

냉담-무정서의 하위요인인 무정서(unemotional)는 괴롭힘 행

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공격성과의 상관에 있어 냉

담-무정서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

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냉담-무정서와 공격성의 상관을 살펴본 

Wang 등(2018)의 연구에서는 높은 냉담성은 언어적, 물리적, 

신체적 괴롭힘 행동과 정적으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냉담-무정서가 괴롭힘 예방과 보호프로그램개발에서 고려되

어야한다고 제언하였다. 이러한 냉담-무정서 특질의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

구가 아직 부족한 편이다(Sng et al., 2018).

한편, 이러한 냉담-무정서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

이 가진 다른 특질인 자아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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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상대방의 관계에서 발현되는 행동임을 고려할 때, 상

대방에 대한 감정상태를 의미하는 냉담-무정서와 같은 정서

적인 특징이 공격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격적

인 행동의 주체인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탐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건강

한 자아를 발달시킨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인지를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냉담-무정서의 특징이 공격성을 유

발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자아의 문제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기애의 역할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8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

르면, 최근 초중고 학생 중 5만 여명이 학교에서 폭력을 경험

했다고 보고한바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8). 즉, 지난해 

조사보다 약 1만 3천명이 늘어난 전체 응답자의 1.3%가 학교

에서 폭력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학교폭력은 학교급별로 조금

씩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

이나 중학생과는 달리 집단이 아닌 단독으로 가해를 하는 경

우가 더 많았으며, 가해 이유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각각 

‘먼저 괴롭혀서’(28.9%), ‘장난으로’(22.6%)라고 가장 많이 보

고한 것과 달리, 고등학생은 ‘마음에 안들어서’(22.0%)를 가

장 큰 가해이유로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시기 폭력

성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아동후기와 초기청소년기에는 또래

가 중요한 타인으로 부각되어 또래집단에서 소속, 인정받고

자하는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A. K. Kim, 2001) 집단을 통

한 사회관계적 이유를 가진 가해행동이 뚜렷한 반면, 후기 청

소년기는 자신 내에 존재하는 ‘영속적인 동질성(self-sameness)’

을 발견하여 이를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는 ‘자아정체감(ego-

identity)’을 발달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에(Erikson, 1968), 스스

로에 대한 자아상을 반영한 개인적 이유의 단독 가해행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Swann, Stein-Seroussi와 

Giesler (1992)의 정체감 교섭과정(identity negotiation)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기인식과 타인의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

감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스스로에 대한 지각과 타

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지각을 통해 정체감을 발

달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공격성을 연구해 온 학자들은 공격적인 사람들의 자아가 

부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관이 긍정적이기도 하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다소 과장되게 긍정적이거나 불안정하게 자

신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Baumeister, Smart, & Boden, 

1996; Kernis, Cornell, Sun, Berry, & Harlow, 1993). 이는 자기애

의 특성으로, 자기애는 자아에 대한 건강한 존중이 아닌 과장

된 자기인식과 더불어 자신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부적절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로, 이들의 자아는 매우 취약하다. 그러

므로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다양한 대인간 매커니즘과 개

인내적 매커니즘을 통해 과장된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

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한다(Öngen, 2010). 이러한 이유로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

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인 공격성을 표현할 가능성이 있

다. 이러한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자기애가 높은 경우 공

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Cha & Lim, 2016; Lim, 

2012). 국외 연구에서도 자기애 성향이 높은 청소년은 공격성

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Barry et al., 2018; Hart, 

Richardson, & Breeden, 2019).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자기애와 공격성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고되기도 하였

다(Okada, 2010; Öngen, 2010).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기애

가 강한 개인은 자아존중감이 취약하며(Baumeister, Bushman, 

& Campbell, 2000; Cale & Lilienfeld, 2006; Zeigler-Hill & Besser, 

2013), 그래서 자아의 표현을 과장하게 된다(Myers & Zeigler-

Hill, 2012). 이러한 내적 기제는 반사회적인 행동의 표출로 이

어져 공격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기애 또는 자아의 측면과 냉담-무정서가 상호작용하여 

공격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

나, 냉담-무정서와 공격성의 관계가 자아의 탈억제수준에 따

라 달라지며(Wright et al., 2019),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달

라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Barry et al., 2018). 특히 

Barry 등(2018)의 연구에서는 냉담-무정서의 특질을 가진 개인

이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반응

으로 형성된 자존감이 높은 집단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냉담-

무정서와 공격성의 상관이 스스로 형성한 자아전체에 대한 평

가로서의 자존감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어 다소 유

동적이고 불안정한 자아의 한 측면이 높게 나타나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고, 자아의 이러한 특징은 불안정하

고 과장된 자아의 한 측면인 자기애의 성격과 가까이 닿아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냉담-무정서와 자기애가 

상호작용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

구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나날이 공격성의 수위

가 높아지고 있는 청소년기에 대한 접근은 많지 않다.

성인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건강한 정서적 경험을 통해 자

아정체감을 발달시켜야 하는 고등학교 시기의 공격성이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는 점은 공격성의 표출과정에서 나타나는 개

인의 정서적인 측면과 자기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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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정서적인 측면과 자기

이해의 측면을 살펴보아, 청소년의 공격성이 심화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한 공격성이 나타나는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냉담-무정서와 자기애가 공격성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고등학생의 냉담-무정서, 자기애, 공격성은 어떠한 상관이 있

는가?

연구문제 2

고등학생의 냉담 - 무정서와 자기애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

는가?

연구문제 3

고등학생의 냉담-무정서와 자기애는 상호작용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2학

년 학생 315명이었다. 온라인조사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2017년 7월 4일부터 5일까지 온라

인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학생

이 155명(49.2%), 여학생이 160명(50.8%)이었고, 평균연령은 

만 16.6세였다. 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이 127명(40.3%), 

고등학교 2학년이 188명(59.7%)이었다. 연구대상의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연구도구

냉담-무정서 척도

냉담-무정서 척도는 Frick (2003)이 개발하고 Kwon, Son과 

Hwang (2010)이 번안,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 정서적 결핍

척도(Korean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K-ICU])

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죄책감과 

공감의 부족 및 타인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포함하는 냉담성

(callousness), 일의 수행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조심성 혹은 세심

함 부족을 의미하는 부주의/무신경(uncaring), 그리고 감정표

현의 부재를 의미하는 감정표현결여(unemotional)를 포함한다

(Kwon et al., 2010). 냉담성에 대한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깊이 신경 쓰지 않는다.”가 있으며, 부주의/무

신경에 대한 문항의 예로는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에 대해 신

경을 쓴다.”(역문항)가 있다. 감정표현결여의 예로는 “나는 다

른 사람들에게 내 기분을 숨긴다.” 등이 있다. 문항의 수는 각

각 냉담성이 10문항, 부주의/무신경이 9문항, 감정표현결여가 

5문항으로 총24문항이다. 이 검사는 전혀 아니다(0점), 약간 
아니다(1점), 약간 그렇다(2점), 매우 그렇다(3점)까지 선택할 

수 있는 4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냉담-무정서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검사의 신뢰도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Frequency Proportion (%)

Gender 
Boys 155 49.2
Girls 160 50.8

Age 

15 5 1.6
16 125 39.7
17 179 56.8
18 6 1.9

Grade 
(High school) 

Grade 1 127 40.3

Grade 2 188 59.7

Home region 

Seoul 63 20.0
Busan 23 7.3
Daegu 23 7.3
Incheon 21 6.7
Gwangju 11 3.5
Daejeon 9 2.9
Ulsan 8 2.5
Gyeonggi-do 91 28.9
Gangwon-do 8 2.5
Chungcheongbuk-do 8 2.5
Chungcheongnam-do 7 2.2
Jeollabuk-do 2 0.6
Jeollanam-do 9 2.9
Gyeongsangbuk-do 14 4.4
Gyeongsangnam-do 11 3.5
Jeju-do 6 1.9
Sejong 1 0.3

Note. N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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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는 하위요인별로 냉담성이 .79, 부주의/무신경

이 .75, 감정표현결여가 .78로 나타났다.

자기애 척도

자기애 척도는 Hwang (1995)이 개발하고 Han (1999)이 수정

한 자기애 성격 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총 18문항이며, 하위요인은 

세 가지로 웅대성/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grandiosity/desire 

for praise and attention), 자기중심성(egocentrism), 그리고 과장

된 자기지각(exaggerated self-perception)이다. 웅대성/칭찬과 주

목에 대한 욕구에 대한 문항의 예로는 “누군가가 나를 좋지 않

게 평가하면 화가 치밀거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다.”가 

있으며, 자기중심성에 대한 문항의 예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

람들의 의견을 하찮게 생각하며, 그들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편이다.”가 있다. 본 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약간 그렇다(3

점), 상당히 그렇다(5점), 전적으로 그렇다(7점)까지 1점에서 7

점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각 하위요인별로 웅대성/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가 .86, 

자기중심성이 .80이었으며, 신뢰도가 .41로 나타난 과장된 자

기지각은 분석에서 제외되어, 웅대성/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

구 8문항, 자기중심성 8문항, 총16문항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웅대성/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는 웅대한 자기상을 

바탕으로 타인의 인정이나 존경을 받으려는 과도한 욕구로 정

의하며, 자기중심성은 타인의 생각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중심으로 하는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공격성 척도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는 Buss와 Durkee 

(1957)가 제작한 Buss-Durkee Hostility Inventory (BDH)에 기

초하여 Rho (1983)가 번안한 것을 J. I. Kim (2003)이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방어적 반응적 공격성, 기질적 자발적 공격

성, 공격성표현의 통제력, 자기주장적 태도 등의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총21개 문항이다. 방어적 반응적 공격성에 대

한 문항의 예로는 “누가 먼저 나를 때린다면 나도 때리겠다.”

가 있으며, 기질적 자발적 공격성에 대한 문항의 예는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 등

이 있다. 공격성표현의 통제력의 예로는 “나는 매우 흥분했을 

때 누군가를 때릴 수 있다.”가 있으며, 자기주장적 태도의 예

로는 “사람들이 나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는 논쟁을 할 수밖에 

없다.” 등이 있다. 문항은 총21문항으로 전혀 아니다(1점)에서 

약간 그렇다(2점), 꽤 그렇다(3점), 아주 그렇다(4점)까지 선택

할 수 있는 4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검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0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1.0 (IBM Co., Armonk, NY)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둘째, 변인

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의 단순상관 분석

을 하였다. 셋째, 고등학생의 냉담-무정서와 자기애가 공격성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넷째, 고등학생의 냉담-무정서와 자기애가 상호작용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단계적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Results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2

와 같다. 먼저 냉담-무정서의 하위변인들을 살펴보면, 냉담성 

총점의 평균은 4점 만점에 1.93으로 나타났으며, 부주의/무신

경은 1.99, 감정표현결여는 2.63으로 나타났다. 이를 7점 척도

의 문항평균점수로 환산하면 냉담성이 3.38, 부주의/무신경이 

3.48, 감정표현결여가 4.61이었다. 즉, 고등학생들의 냉담-무

정서 수준은 감정표현결여, 부주의/무신경, 그리고 냉담성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기애의 하위요인을 살펴보

면, 고등학생들의 자기애는 웅대성/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

(M = 3.57, SD = 1.11), 자기중심성(M = 2.95, SD = 0.9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격성은 7점 척도의 문항평균점

수로 환산하였을 때 3.76으로 나타나 중간 점수를 다소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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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냉담-무정서, 자기애, 공격성의 
상관관계

고등학생의 냉담-무정서, 자기애, 공격성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냉담-무정서와 자기애의 하위변인 및 공격성 간의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냉

담무정서의 하위변인과 자기애의 하위변인간의 상관을 살펴

보면, 냉담무정서의 첫 번째 하위변인인 냉담성은 자기애의 

하위변인인 웅대성/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r = .16, p < .01), 

자기중심성(r = .38, p < .01)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냉담무정서

의 두 번째 하위변인 부주의/무신경은 자기애 하위변인인 웅

대성/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r = -.15, p < .05)와 부적상관을, 

자기중심성(r = .15, p < .01)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냉담무

정서의 마지막 하위변인 감정표현 결여는 자기애의 하위변인

들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냉담무정서의 

하위변인과 공격성 간의 상관을 알아보면, 공격성은 냉담무정

서의 하위변인 냉담성(r = .30, p < .01), 부주의/무신경(r = .12, 

p < .05)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감정표현결여 와는 부적

상관(r = -.22, p < .01)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자기애의 하

위변인들과 공격성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공격성은 자기애의 

하위변인 웅대성/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r = .35, p < .01), 자

기중심성(r = .50, p < .01) 모두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고등학생의 공격성에 대한 냉담-무정서와 
자기애의 영향

고등학생의 냉담-무정서와 자기애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냉담-무정서의 하위변인인 냉담성, 부주의/무

신경, 감정표현결여와 자기애의 하위변인 웅대성/칭찬에 대

한 욕구, 자기중심성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공격성을 종속변인

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그 결과 설명

력은 31%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자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Variables

Variables Score range M (SD)
Mean of item score 

(SD)
Callous-unemotional traits: Callousness 3.00 

(1.00∼4.00)
1.93 (  .46) 3.38 (  .80)

Callous-unemotional traits: Uncaring 2.22 
(1.00∼3.22)

1.99 (  .41) 3.48 (  .71)

Callous-unemotional traits: Unemotional 3.00 
(1.00∼4.00)

2.63 (  .58) 4.61 (1.02)

Narcissism: Grandiosity/desire for praise and attention 5.75 
(1.00∼6.75)

3.57 (1.11) 3.57 (1.11)

Narcissism: Egocentrism 4.38 
(1.13∼5.50)

2.95 (  .95) 2.95 (  .95)

Aggression 2.19 
(1.24∼3.43)

2.15 (  .40) 3.76 (  .70)

Note. N = 315.

Table 3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1 2 3 4 5 6
1. Callous-unemotional traits: Callousness —

2. Callous-unemotional traits: Uncaring .29** —

3. Callous-unemotional traits: Unemotional .06   .18** —

4. Narcissism: Grandiosity/desire for praise and attention .16** -.15* -.02 —

5. Narcissism: Egocentrism .38** .15** -.01 .75** —

6. Aggression .30** .12*   -.22** .35** .50** —

Note. N = 315.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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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심성(β = .41, p < .001)과 냉담-무정서의 하위변인인 냉담

성(β = .14, p < .01)이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냉담-무정서의 하위변인인 감정표현결여는 공격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β = -.24, p < .001). 즉, 고등학생의 자기중

심성과 냉담성이 높을수록, 감정표현결여 수준은 낮을수록 높

은 공격성을 보였다. 

 

고등학생의 공격성에 대한 냉담-무정서와 
자기애의 상호작용효과

고등학생의 공격성에 대한 냉담-무정서와 자기애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인한 다중공

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독립변인인 냉담-무정서와 자기

애의 각각의 하위변인들을 원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평균중심

화(centering)로 변환하여 냉담-무정서의 하위변인과 자기애의 

하위변인을 곱한 상호작용변인들을 만든 후 총6개의 모델에 

대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균중심화 후 상

호작용항의 분산팽창지수(VIF)는 1.00∼1.15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공격성에 대한 냉담-무정서와 자기애의 상호

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변인인 냉담-무정서와 자기

애의 각각의 하위변인들을 원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평균중심

화로 변환하여 냉담-무정서의 하위변인과 자기애의 하위변인

을 곱한 상호작용변인들을 만든 후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R제곱 값이 1, 2단계로 갈수록 커지고, 유의

확률 F변화량이 모두 유의하여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모델은 총2가지로, 이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고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냉담성과 자기중심성의 

주효과 검증을 위해 1단계에서 냉담성과 자기중심성을 동시

Table 4
Effects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Narcissism on Aggression 

Aggression

B β
Callous-unemotional traits: Callousness .12 .14**

Uncaring .07 .07
Unemotional -.16 -.24***

Narcissism: Grandiosity/desire for praise and attention .01 .03
Egocentrism .17 .41***

F (df 1, df 2) 28.32**(5, 309)

R² .31

Note. N = 315.
**p < .01. ***p < .001.

Table 5
Interaction Effects of Callousness and Egocentrism on Aggression

Step 1 Step 2
B β B β

Callousness .12 .13* .14 .16**
Egocentrism .19 .44*** .19 .46***
Callousness x Egocentrism -.08 -.10*

F 54.92*** 38.28***
∆F 54.92*** 3.96*

R² .26 .27
∆R² .26 .01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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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입한 결과, 냉담성(β = .13, p < .05)과 자기중심성(β = .44, 

p < .001)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인은 함께 고등학생의 공격성 분산의 26%를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냉담성과 자기중심성의 상호작용항

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고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냉담성

과 자기중심성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으며(β = -.10, p < .05), 추가로 1%를 더 설명하여 총 27%

를 설명하였다(Table 5). 

다음으로, 고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부주의/무신경과 

자기중심성의 주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단계에서 부주의/무

신경과 자기중심성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자기중심성만이 유

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 .49, p < .001), 

두 변인은 고등학생의 공격성 분산의 25%를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주의/무신경과 자기중심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단계에서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

입한 결과,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

며(β = -.18, p < .001), 상호작용항은 추가로 3%를 더 설명하여 

총 28%를 설명하였다(Table 6).

Table 6
Interaction Effects of Uncaring and Egocentrism on Aggression

Step 1 Step 2 
B β B β

Uncaring .05 .05 .05 .05
Egocentrism .21 .49*** .21 .50***
Uncaring x Egocentrism -.17 -.18***
F 51.34*** 40.19***
∆F 51.34*** 13.71***
R² .25 .28
∆R² .25 .03
***p < .001.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Figure 1, Figure 2를 통해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Figure 1을 보면, 자기중심성이 낮은 집단

(M-SD, SD = .95)에 비해 높은 집단(M+SD, SD = .95)의 공격성

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중심성이 높은 경우에는 냉담성

의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공격성의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자

기중심성이 낮은 경우에는 냉담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

이 높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Figure 2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데, 자기중심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의 공격성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자기중심성이 높은 경우에는 부주의/무신

경의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공격성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

나, 자기중심성이 낮은 경우에는 부주의/무신경의 수준이 높

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졌다.

Figure 1. Interaction effects of callousness and egocentrism on 
aggression.

Figure 2. Interaction effects of uncaring and egocentrism on 
aggression.

Discussion

본 연구는 공격성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청소년기인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공격성을 예측하는 변수 중 정서적인 측면과 자

기이해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 하에, 냉담-무정서와 

자기애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들이 상호작용하여 고등

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고등

학생의 냉담-무정서와 자기애는 부분적으로 공격성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으며, 냉담-무정서와 자기애는 부분적으로 상

호작용하여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냉담-무정서와 자기애는 모두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

을 보였다. 냉담-무정서 중 냉담성과 부주의/무신경은 공격성

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감정표현결여는 공격성과 부적 상관

M-SD

M-SD

M +SD

M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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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냉담-무정서를 구성하는 하위개념

에는 세 하위변인이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공격성과

의 관련에 있어서는 그 직접적인 상관이 다소 다른 것이다. 냉

담성과 부주의/무신경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진 결과로 

미루어보아, 후회, 죄책감의 결여, 또는 주요한 과제나 대인

관계에 대한 관심의 결여 등 정서와 주의의 결핍이라는 공통

점이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에 공감할 기회를 감소시켜 높

은 공격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감정표현

결여는 공격성과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감정표현결여의 

경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기분을 숨긴다.”와 같은 문항

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 감정뿐 아니라 부정적 감정 모

두를 포함하는 일반적 감정의 상태를 타인에게 표현하지 않

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격성을 촉발하는 분노나 적대감

과 같은 감정표현이 발현될 가능성이 적어져, 결과적으로 공

격성과 부적인 상관이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냉담성과 부주의/무신경이 오프라인 및 사이

버괴롭힘 행동에 대해 정적 영향을 미치고 감정표현결여는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Wright 등(2019)의 연구 

및 감정표현결여가 직접적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 모두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Fanti, Demetriou, & Hawa, 

2009; Kokkinos & Voulgaridou, 2017)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한

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냉담-무정서의 하위요인 중 냉담성

과 부주의/무신경 만이 공감, 후회, 죄책감, 혹은 타인에게 잘

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염려의 부족과 연관이 있기 때문

(Kokkinos & Voulgaridou, 2017)으로 추론한 바 있다. 또한 이

러한 결과는 공격성을 유발하거나 예측하는 정서적 요인, 자

기이해의 요인 들을 고려할 때 각 정서변인이나 자아변인을 

단일한 성격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세부적인 측면을 살펴보아 

공격성과의 상관에 대해 다양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을 시

사한다. 

자기애의 두 요인은 모두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특

히 자기중심성과 공격성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격

성과 자기중심성의 상관이 공격성과 냉담-무정서의 상관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냉담-무정서와 같이 정

서의 비활성화 문제보다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못

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공격성과 훨씬 더 큰 관련이 있다

는 것이며, 이는 후기 청소년기 공격성을 이해하고 원인과 해

법을 찾기 위해 건강한 자기개념을 바탕으로 타인을 고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점검하는 단계가 필요

함을 암시한다.

둘째, 고등학생의 냉담-무정서와 자기애는 공격성에 부분

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냉담-무정서의 하위요인

인 냉담성은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감정표현결여

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냉담-무정서의 하위요인인 부주의/

무신경은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자

기애의 하위요인인 자기중심성은 공격성에 유의미한 정적영

향을 미쳤으며, 또 다른 하위변인인 웅대성/칭찬과 주목에 대

한 욕구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냉

담-무정서의 하위요인 중 냉담성과 부주의/무신경만이 익명

과 실명의 사이버 괴롭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선행연구(Wright et al., 2019)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냉담-무정서의 하위요인 중 공감, 후회, 죄책감의 결여와 관계

가 있는 냉담성은 공격성에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음이 입증되

었으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주의/무신경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11-14세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달리(Wright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보다 인지적으로 성숙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교과제나 대인관계과제와 같은 과제수행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을 의미하는 부주의/무신경이 사회적 상

황에서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데 대한 독립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효과의 검증결과는 

상호작용효과의 결과와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애가 공격성에 유의미한 주효과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데(Hart et al., 2019), 본 연

구의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자기중심성의 주효과만이 공격성

에 유의하다는 결과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벗어나 타인의 입

장이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공격성을 완화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한다. 반면, 웅대한 자기상

을 바탕으로 타인의 인정이나 존경을 받으려는 과도한 욕구를 

의미하는 웅대성/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는 공격성에 유의

미한 주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하위요인이 타

인의 평가에 민감하며 웅대한 자기상에 부합하지 않는 타인의 

태도에 분노,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쉽게 느끼는 것을 

의미하기는 하나, 이것이 타인에게 실질적인 해를 입히는 결

과를 초래하는 공격성에 이르기까지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

음을 암시한다.  

셋째, 고등학생의 공격성에 대한 냉담-무정서와 자기애의 

상호작용효과 중 냉담성과 자기중심성, 부주의/무신경과 자

기중심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냉담성 또는 부주

의/무신경이 높은 집단에서는 자기중심성의 높고 낮음에 따

라 공격성 수준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냉담성 또는 부주의/무

신경이 낮은 경우에는 자기중심성이 높은 집단의 공격성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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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심성이 낮은 집단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부주의/무신경이 공격성에 유의미한 주효과를 보이지는 않았

으나, 자기애의 수준에 따라서는 그 영향력이 다르게 작용하

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흥미롭다. Wright 등(2019)의 연구에서

는 온라인 세계에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관심을 덜 느

끼는 경향인 온라인 탈억제와 냉담-무정서의 상호작용이 사

이버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냉담-무정서의 하

위요인 중 부주의/무신경과 온라인 탈억제 간의 상호작용이 

사이버 괴롭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했다. 이는 타

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중심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경향인 자기중심성과 냉담-무정서의 하위요

인인 냉담성, 부주의/무신경과의 상호작용이 공격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타인

의 평가에 의해 자기평가가 변화하는 경향인 조건부 자존감

과 냉담-무정서의 상호작용이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

다고 보고한 선행연구(Barry et al., 2018)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낮은 자아존중감과의 상관이 나타난 자기애

(Baumeister et al., 2000; Cale & Lilienfeld, 2006; Zeigler-Hill & 

Besser, 2013) 혹은 공고하지 못한 자기상을 바탕으로 한 조건

부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차가워졌을 때, 공

격성을 통해 자신이 지각하는 위협적인 상황을 대처하거나 원

하는 사회적 목표를 이루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음(Barry et 

al., 2018)을 시사한다. 

냉담-무정서의 하위요인 중 냉담성은 공감이나 죄책감의 

결여와 냉담한 태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타인을 대상으

로 반응적 정서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피해자의 정서에 공감하

지 못한 채 공격성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부

주의/무신경은 학교과제나 대인관계과제와 같은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과제수행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성향으로 이러한 성향이 커질수록 피해자와의 대인관계

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여 큰 고민 없이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냉담성이나 부

주의/무신경 성향의 수준이 낮더라도 청소년이 자기중심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

고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아 피해자 입장에 대한 배려 

없이 공격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냉담성이나 부주의/무신경이 심각하게 높

은 집단의 경우에는 자기애의 수준에 따른 공격성이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나, 냉담성이나 부주의/무신경 수준이 낮은 집

단의 경우에는 자기중심성과 같은 자기애의 수준을 완화시

켜주면 냉담성과 부주의/무신경으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공

격적 행동의 표현을 통제할 수 있도록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자기애가 강한 경우 자아존중감

이 취약하며(Baumeister et al., 2000; Cale & Lilienfeld, 2006; 

Zeigler-Hill & Besser, 2013), 그 결과 자아의 표현을 과장하게 

되어(Myers & Zeigler-Hill, 2012), 자아의 과장된 표현으로 인

해 공격적 행동을 표출하게 되므로, 자기애를 완화시키면 과

장된 자아의 표현이 진정되어 공격성의 촉발을 막아줄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냉담-무정서와 자기애 중 특히 자기중심성이 공격성

에 대해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낸 결과는 청소년기의 

보편적인 발달적 특징과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변화와 더불어 추상적 사고의 발

달, 타인관점 이해능력의 발달 등으로 인해 상상의 관중이나 

개인적 우화 등의 자아중심성이 나타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일정수준의 자아중심성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

주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자기애에 속하는 자기중심성은 

이러한 보편적인 자아중심성과 구분되어 타인을 배려하지 않

고 자신의 욕구와 기준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특성으로 구분해

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기애의 일부인 자기중심성

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자아중심성과 달리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방해할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를 종합하면, 냉담-무정서와 공격성의 관계

는 자기애 중 특히 자기중심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냉담한 성향

과 부주의/무신경한 성향이 심각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공

격성의 완화는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

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로, 청소년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자기중심성이

라는 잘못된 자기애의 형태로 발전하지 않도록 지도해야함을 

시사한다. 또한 자기중심성이 낮더라도 냉담성과 부주의/무

신경 등 정서적으로 차가운 상태에서는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결과는, 공격성이라는 원초적 본능을 사회적으로 용납

할만한 수준과 방법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성을 벗

어난 자아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정서적

으로도 긍정적이고 따뜻한 성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

실을 알려주며,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접근으

로, 인지적 이해와 행동조절능력, 사회적 능력함양을 통한 지

도와 치료 뿐 아니라 다양한 정서를 풍부하게 경험하도록 노

력하고 자아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갖추도록 노

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일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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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을 대상으로 냉담-무정서와 자기애의 수준에 따라 공

격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는 날로 심각

해지고 있는 국내의 청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는 현재와 같은 학업중심적인 고등학교환경에서 벗어나, 청소

년들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건강한 자아개념을 확립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냉담-무정서 및 자기애의 각 하위요인별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각 상호작용항의 설명력은 유의미하긴 하나 

크지 않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의 수준이 높지 

않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냉

담-무정서 및 자기애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냉담-무정서와 자기애의 각 하위요인별 효과를 

살펴보았으므로, 각 구성개념의 의미를 포괄하는 냉담-무정

서 및 자기애의 영향력을 논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한

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간의 관계 

뿐 아니라 냉담-무정서, 자기애, 공격성 각각의 포괄적인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에서 냉담-무정서의 하위요인 중 감정표현결여의 역할이 다

른 두 하위요인과 다르게 나타난 점에 주목하여, 추후연구에

서는 정서표현의 결핍이 행동문제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

떠한지를 좀 더 심도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에서는 성에 따른 공격성에 대한 냉담-무정서와 자기애의 주

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지 않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냉담-무정서와 자기애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진 성의 

차이에 대한 예측을 반영하여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공격성

의 정서적 요인과 자아관련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넷째, 본 연구의 데이터는 온라인조사기관을 통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동의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지역

별로 회수율의 차이가 불가피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 체계적인 추출방법을 통

한 샘플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진 냉담-무정서의 유형

과 자기애의 의미에 대한 지식을 청소년 교육과 치료현장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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