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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서울에 소재한 한 학교 상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학 신입생들이 학생활에서 경험하게 될 것으로 상되

는 문제로 인 계문제(29.87%)를 꼽았고, 한 상담센

터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고 싶은 문제로도 인 계문제

(21.64%)를 꼽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생 시기의 좁은 인 계에서 벗어나 폭넓은 계를

형성하게 되는 시기의 인 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Yonsei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2012).

본 실태조사는 학교 신입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설문을

배부하고 실시하 으며 응답한 신입생은 총 638명(문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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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otropy, a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A total of 248 college students (127 males and 121 females) living

in Seoul and Gyonggi responded to questionnaires, which included items related to sociotrop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interpersonal problem. First, college students' sociotropy was correlated with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interpersonal problems. It was suggested that people with high level of sociotropy experienced more emo-

tional expressive conflict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an people with low level of sociotropy. Second,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sociotropy and move toward other

people, one of the interpersonal problem's subtypes. Male college student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has ful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sociotropy and move against other people, one of the interpersonal problem's subtypes.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has ful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sociotropy and

move away from other people, one of the interpersonal problem's subtypes.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 different inter-

personal problems appeared. This study's results may provide some important suggestions for interpersonal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by increasing understanding of multiple dimensions according to their internal tendency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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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ersonal problem), 학생(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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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자 포함)으로 남학생이 250명으로 47.35%, 여학생

이 278명으로 52.65%이었다. 학생 시기는 성인기에 진

입하는 시기로서, 청소년기에 다 이루지 못했던 자기탐색

과 정체성 형성을 이루는 시기이며(J. Arnett, 2000), 특히 

타인과 친 한 계를 맺는 것이 주요 과업으로 여겨진다

(E. Erikson, 1980). 성인으로서 첫 걸음을 떼는 학생 

시기에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과 세상에 해 새

로운 이해가 정립되어야 한다(C. Park & A. Al, 2006).

타인과의 친 감을 형성해야하는 학생 시기에 친 하고 

효율 인 인 계를 맺는 것에 실패하면 고립감이나 공

허감과 같은 심리 인 증상을(S. Kwon, 1995), 응 이

고 만족스러운 인 계를 맺게 된다면 응 이고 만족

스러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S. Jang, 2007). 즉, 인

계문제는 학생시기의 주요한 발달  이슈인 것이다.

신 로이드 학 의 학자들은 성격형성에 향을 미치

는 외부요인으로 가족 계와 인 계에 특히 큰 심을 

두었으며, 개인의 인 계에 한 불안이 성격의 한 측면

인 신경증에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  K. Horney

(1992)는 인간을 사회문화 인 환경 안에서 참된 자아를 

실 할 수 있는 사회 인 존재로 보았는데, 이러한 사회

인 존재인 개인은 인 계에 한 불안으로부터 벗어

나 안정을 얻기 한 욕구를 가지며, 이를 해 무력감,

고립감  감과 같은 기본 인 불안을 처리하는데 사

용하는 방어 인 태도를 신경증  욕구라고 보았다. K.

Horney(1992)는 이러한 기본 인 불안에서 자신을 보호

하기 한 행동들을 세 가지의 신경증  경향성인 ‘사람들

에게 향함(movement toward other people)’인 순응형,

‘사람들에게 맞섬(movement against other people)’인 

공격형, ‘사람들에게서 멀어짐(movement away from other

people)인 고립형’으로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K. Horney(1992)의 신경증  성격 이론

을 바탕으로 인 계문제를 근한 E. Ahn(2012)의 연

구와 같이 인 계문제를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 

맞섬’,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세 가지의 요인으로 구분

하 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향함’은 자신은 열등하고 무

력한 존재이지만 타인은 강하고 우월하다고 단하여 타

인에게 의존하고, 모든 타인에게서 끊임없는 인정과 심

을 받으려고 과도하게 노력하는 태도이다. 두 번째, ‘사람

들에게 맞섬’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와 우월감을 느끼

려는 욕구가 강하며 자신의 이익을 하여 타인을 공격하

고 비난하며 자신의 패배와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다. 세 번째,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은 타인과 친 한 

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혼자 시간을 보

내는 것을 더 추구하는 은둔 인 태도이다(E. Ahn, 2012;

H. Jung, 2014).

최근 연구자들은 이러한 인 계문제를 유발하거나 원

인이 되는 성격이나 정서 등 학생의 심리  과정에 

해 탐색할 필요성을 제기하 고, 본 연구는 특히 그  

성격의 한 측면으로 계지향성을, 정서의 한 측면으로 

정서표 양가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계지향성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A. Beck(1983)은 특정 스트 스에 

한 취약성을 나타내는 성격을 계지향성(sociotropy)과 

자율지향성(autonomy)의 두 유형으로 구분 지었다. 계

지향성 유형은 타인과의 친 한 계를 형성하기를 원하

는 특성을 보이고, 자율지향성 유형은 성취지향 인 특성

을 보인다. 자율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성공 으로 달성함에 따라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소

망을 가지고 있으며, 성취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받은 인

정이 상실될 것을 두려워하며(S. Blatt, 1974; S. Blatt & D.

Zuroff, 1992), 과도한 성취욕구, 완벽주의, 과도한 자율성 

 개인주의 성향을 나타낸다(S. Blatt & S. Schimann,

1983; B. Park, 2000). 반면, 계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 친 하게 계를 맺고 의존하기를 원하지만 거

에 해 강한 두려움을 가진다. 그 기 때문에 계지향

성이 높은 사람들은 인 계에서 집착을 나타내며, 타인

의 의견에 해 높은 심을 가지고 쉽게 동조하는 동시

에 타인에게 거부당하는 것에 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S. Blatt, J. D'Affitti, & D. Quinlan, 1976). 계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타당화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인정받기 한 제한 인 행

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M. Friedman & M. Whisman,

1998). 한 이들은 인 계를 유지하기 해 타인을 기

쁘게 하려하고, 기분을 맞추려고 한다(D. Clark, A. Beck,

& G. Brown, 1992). 즉, 계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인 계에 의존 인 성격임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들은 자율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부정 인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거나 부정 인 감정을 더 많이 느

낀다는 결과에 해 다소 비일 인 결과들을 보이고 있

지만, 계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 인 결과와 부

인 상 을 가진다는 결과에 해서는 일 된 보고를 하고 

있어, 계지향성이 인 계문제에 미치는 향에 해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요인  응  사회  계와 유의한 상 을 

보인 계지향성을 심으로 인 계문제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 계를 요시 여기는 계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계 속에서 경험하는 수용과 애정의 정도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 기 때문에 타인에게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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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해 제한 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M. Friedman

& M. Whisman, 1998). 즉, 보다 높은 수 의 계지향

성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 인 인 계 생활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다(D. Birgenheir, C. Pepper, &

M. Johns, 2010). 한 계지향성이 인 계문제에 미

치는 향을 가까운 사람과 상 으로 가깝지 않은 사람

과의 문제로 나 어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계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과도하게 돌보

는 행동을 보이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거만하게 굴거

나 계산 이고, 복수심이 강한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T.

Sato & D. McCann, 2007). 계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인 계를 통하여 자기인식을 정 으로 확립하려 하고 

사회 인 압력에 의존하여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통제하

려 하며(A. Solomon & D. Haaga, 1994), 인 계를 유

지하기 하여 타인을 기쁘게 하고, 타인의 기분을 맞추

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D. Clark, A. Beck, & G. Brown,

1992). 계지향성과 심리  응 간의 계는 문화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기존 서양 연구에서는 의

존(dependency)으로 명명되어 심리  부 응과 상 을 

보이던 계지향성의 하 요인이 한국에서는 부 응 인 

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인의 기 에 

부합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암묵 인 사회  기 이 심리

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 다(A. Cho,

H. Kim, K. Oh, & N. Khatri, 2011). 이러한 연구결과들

에 근거하여 학생의 계지향성이 인 계문제에 향

을 미칠 것을 측해볼 수 있다.

한편, 인 계문제와 상 이 있는  다른 변인으로는 

정서표 양가성을 들 수 있다. 개인의 사회  응을 해

서는 인 계에서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자유로

운 방식으로 표 할 수 있는 것이 요하며(R. Schaefer,

1983), 자신의 정서 상태를 알고 그에 한 경험을 타인과

자연스럽게 나  수 있을 때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부 응 인 정서를 해소할 수 있다. J. Pennebaker

(1985)는 정서를 표 하는 방식보다 표 의 욕구를 억제

하는 것이 더욱 부 응 인 것임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

로 L. King and R. Emmons(1990)는 정서표 의 욕구가 

있으나 이를 억제하고 갈등하는 것으로, 정서를 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거나 정서를 표 하고 싶지 않지만 표  

해 버린 것, 한 정서를 표 한 후에 후회하는 것을 모

두 포함하는 개념인 정서표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의 개념을 제안하 다. 정서표

양가성이란 자신의 감정을 표 하고 싶은 욕구를 통제

하거나 억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으로(L. King &

R. Emmons, 1990), 양가감정(ambivalence)과 같이 심리

으로 두 개 는 그 이상의 동기나 목 이 립하는 상

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 아니라 한 가지 상황에서 

동시에 정과 부정의 지시 둘 다를 갖는 정신활동의 경

향성이다(E. Bleuler, 1950). 정서표 을 양 인 측면으로

만 근하기 보다는 정서표 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갈

등하거나 억제하는 부분과 같은 질 인 측면을 포함한 

근이다(H. Lee & M. Lee, 2013).

일반 으로 정서표 을 많이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상식과 다르게 정서표 의 빈도나 강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 표 의 욕구가 있는데도 

이를 극 으로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내  갈

등이 심리  부 응과 더 큰 상 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

다(H. Choi & K. Min, 2005). 감정 표 의 욕구를 억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서와 상반된 감정을 표 하

기도 하는데 이 한 역기능 인 효과를 나타낸다. 즉, 감

정의 표 이나 억제와 같은 이분법 인 구분보다는 이 둘 

간의 양가감정인 정서표 양가성이 인 계 갈등을 설명

하는데 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정서표 양가성과 인 계문제 간의 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표 양가성과 인 계문제 

간에 정  상 이 나타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J. Lee,

2009; K. Lee & B. Kim, 2010; C. Shin, S. Yoo, & K.

Yun, 2013). 정서표 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언어 인 

표 과 비언어 인 표  간의 일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M. Mongraine & L. Vettese, 2003), 정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사

회  지지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 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정서표 양가성이 높은 사람

들은 타인으로부터 지지나 공감을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

며, 친 감에 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

문에 인 계에서 사회  지지를 추구하기보다는 회피

략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R. Emmons & P.

Colby, 1995). 정서표 에 해 양가 인 사람들은 자신

의 감정이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 부정 인 인 계 결

과를 가져 온다는 기 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M.

Mongraine & L. Vettese, 2003). 한 정서표 양가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생활에 쉽게 응하지 못하고,

인 계에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J. Kim & Y. Lee, 2011; K. Lee & B. Kim, 2010). H.

Choi and K. Min(2007)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표 양가

성이 높은 경우 인 민감성과 감 등 인 계와 

련된 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 계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정서표 양가성은 

계지향성으로부터 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들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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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타당화 시킨다(A. Beck, 1983). 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집착하는 사람들은 인 계 인 상황에서 민감하게 반응

하기 때문에 인 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거부당하거나 상실됨을 두려워하여 스트 스를 경험할 가

능성이 더 높으며 이러한 사건들에 해 높은 수 의 부

정 인 정서를 느끼는 경향이 있다(N. Allen, D. Horne,

& J. Trinder, 1996; S. Blatt & D. Zuroff, 1992). 여성의 

경우, 계지향성과 같이 인 계에 있어 높은 의존성을 

보이는 경우 본인이 느끼는 정서를 숨기거나 억 르는 경

향을 보인다고 한다(D. Jack, 1991). 즉, 타인과의 계에

서 의존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거나 타인

으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기 해 정서를 표 하는 것에 갈

등을 느끼거나 억 르는 양가 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한 계의존성이 정서표 양가성과 유

의한 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가 있다(M. Mongrain &

D. Zuroff, 1994). L. King and R. Emmons(1990)는 여

성이 타인에게 화나 질투와 같은 부정 인 정서보다 사

랑, 애정과 같은 정 인 정서를 표 하는 것에 있어 보

다 양가 이라는 것을 밝 냈으며 이러한 상은 여성의 

인 계 의존성과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소망이 정서표

양가성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계지향성과 정서표 양가성 간의 계와 

정서표 양가성과 인 계문제 간의 계에 비추어서 정

서표 양가성은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간의 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기능할 것을 상해볼 수 있다. 계

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본인이 느끼는

정서를 감추거나 억제하는 경향을 보이고(D. Jack, 1991),

정서를 억제하는 성향으로 인해 인 계에서 더 많은 문

제를 경험할 것을 측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계지향성, 정서표 양가성  인 계문제에 

한 선행연구들은 성차를 암시하거나 보고하고 있다. 정

서표 에 하여 남녀의 성차를 살펴본 선행 연구 결과들

을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더욱 표 이고 남성은 

여성보다 정서표 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있는 반면(J. Gross

& O. John, 1995; J. Gross & R. Levenson, 1993),

이와는 상반된 연구 결과로,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 인 정

서를 억제하는 경향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국의 

기혼 여성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기혼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직 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억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신체 증상을 통해 간 으로 표 하

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한다(K. Kim & S. Kwag, 1992).

이와 같이 정서표 을 억제 하거나 정서 표 에 앞서 내

으로 갈등하는 정서표 양가성이라는 개념을 성차에 따

라 살펴본 연구들의 결과가 일 이지 않아 정서표 양

가성에 한 남녀 차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나아

가 계지향성과 정서표 양가성의 계에 해 보고한 

선행 연구들은 부분 여성을 상으로 연구하고 있어 

계지향성이 정서표 양가성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

차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나, 남성을 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지 않아 성차에 한 구체  검증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 계문제에 있어서도 성차가 

보고된 바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존성에서 비롯된 

인 계문제가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고(Y. Cho & J.

Park, 2005),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정서표 이 인

계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연구결과 한 존재한다(J.

Jang & J. Kim, 2008).

이처럼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계지향성과 정서표 양

가성의 계, 정서표 양가성과 인 계문제의 계를 

정 으로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변인을 함께 살

펴본 연구가 없으며,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간의 

계에서 정서표 양가성의 매개  역할을 살펴본 연구 

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간

의 계에 매개변인으로서의 정서표 양가성을 탐구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상한다. 특히 인 계가 발

달  과업에서 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학생 시기에 

인 계 문제를 측할 수 있는 심리  요인들을 악하여 

성인기에 진입하는 학생의 심리  응을 도울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한 

남녀로 나 어서 성차에 따라 세 변인의 계를 살펴본 

연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남녀 학생의 성차에 따라 

효과가 있는지를 함께 탐구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기 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학생의 계지향성과 정서표 양가성이 

학생들이 경험하는 인 계문제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정서표 양가성이 학생의 계

지향성과 인 계문제의 계에서 가지는 매개  역할을 

탐색하고, 이를 성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바탕으로 상담 장면에서 남녀 학생들이 호소하는 

인 계문제의 양상을 구체 으로 확인하고 학생들의 내

인 성향과 정서표 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응력을 

높이기 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  하에 다음과 같은 구체 인 연구문제

를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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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남자 학생의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간의 계에 한 정서표 양가성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1-1. 남자 학생의 계지향성은 인 계문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1-2. 남자 학생의 정서표 양가성은 인 계문제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가?

1-3. 남자 학생의 계지향성은 정서표 양가성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가?

1-4. 남자 학생의 정서표 양가성은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간의 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여자 학생의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간의 계에 한 정서표 양가성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2-1. 여자 학생의 계지향성은 인 계문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2-2. 여자 학생의 정서표 양가성은 인 계문제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가?

2-3. 여자 학생의 계지향성은 정서표 양가성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가?

2-4. 여자 학생의 정서표 양가성은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간의 계를 매개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9개 학

교의 학생들 248명이며,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은 다음

과 같다. 학생의 성별은 남학생 127명(51.2%), 여학생 

121명(48.8%)로 이루어졌으며, 1학년 45명(18.1%), 2학년 

48명(19.4%), 3학년 34명(13.7%), 4학년 121명(48.8%)이었

다. 학생들의 공을 살펴본 결과 인문사회계가 140명

(56.5%)로 가장 많았고, 이공계 87명(35.1%)가 그 다음으

로 많았다. 아버지의 교육수 은 문 졸 이상(192명,

77.4%)이 고졸이하(56명, 22.6%)보다 많았으며, 어머니의 

교육수  한 문 졸 이상(151명, 60.9%)이 고졸이하

(97명, 39.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측정도구

1) 계지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계지향성을 측정하기 해 

Table 1. General factors of participants

Variables Groups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27 51.2

Female 121 48.8

Grade

1th 45 18.1

2nd 48 19.4

3rd 34 13.7

4th 121 48.8

Major

Humanities 140 56.5

Science and engineering 87 35.1

Medical science 11 4.4

Art 7 2.8

Undetermined 3 1.2

Education level of father
High school diploma or less 56 22.6

College degree or over 192 77.4

Education level of mother
High school diploma or less 97 39.1

College degree or over 151 60.9

Figure 1. Research model: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interpersonal problem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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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양식 질문지(Revised Personal Style Inventory; PSI-

Ⅱ)를 사용하 다. PSI-Ⅱ는 A. Beck et al.(1983)이 개발한

SAS(Sociotropy-Autonomy Scale)를 보완하여 C. Robins

et al.(1994)이 제작한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M. Lee(2000)

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이 척도는 계지향성을 측정하는 24문항, 자율지향성

을 측정하는 24문항을 포함해 총 48문항이다. 본 연구에

서는 계지향성을 측정하기 해 계지향성 척도 24문

항만을 사용하 다. 계지향성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

각할까에 해 걱정하는 타인 반응에 한 심(7문항),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의존성(7문항),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기분 맞추기(10문항)

의 세 가지 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일 요인으로 분석에 사용하 다. 문항의 로는 ‘사람들

이 내게 어떻게 반응할지에 해 신경을 많이 쓴다.’, ‘나

는 다른 사람의 비 에 해 매우 민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해 느끼는 바를 근거로 해서 내 자신을 

평가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가 높을수록 계지

향 인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계지향성의 내 합

치도(Cronbach’s ɑ)의 값은 .85로 나타났다.

2) 정서표 양가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정서표 양가성을 측정하기 해

L. King and R.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 양가

성 질문지(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H. Choi and K. Min(2007)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AEQ-K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자기

방어 양가성 13문항과 계 여 양가성 8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자기방어 양가성은 자신의 정서를 표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거나 어떻게 표 해야 할지 모르는 

정서표 에 한 두려움을 측정하고 계 여 양가성은 

인상을 리하거나 인 계를 정 으로 유지하려고 표

을 억제하는 등 정서표 과 련한 행동의 통제를 측정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EQ가 하 요인 간 상 이 높아

단일 구성개념으로 보았다는 L. King and R. Emmons

(1990)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하 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차원으로 사용하 다. 문항의 로는 ‘종종 내가 느

끼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왠지 망설여진

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 하고 싶지만 그로 인해 나 

자신이 당황하게 되거나 상처 받게 될까 걱정된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가 높을수록 정서표 의 양가  특

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서표 양가성의 내 합치도

(Cronbach’s ɑ)의 값은 .89로 나타났다.

3) 인 계문제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인 계문제를 평가하기 하여 S. Hong

et al.(2002)이 구성한 한국  인 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Short form of the KIIP Circumplex scales; KIIP-SC)

을 사용하 다. 이는 IIP-C( 인 계원형검사)와 IIP-PD

( 인 계 성격장애 검사)를 통합하고 보완하여 한국형 

인 계문제 척도(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

blems; KIIP)에서 문항변별도, 치모수, 문항정보에 근거

하여 추출된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통

제지배(PA), 자기 심성(BC), 냉담(DE), 사회  억제(FG),

비주장성(HI), 과순응성(JK), 자기희생(LM), 과 여(NO)

의 8가지 하 역으로 나 어 구성되었으며, 각각 5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E. Ahn(2012)의 연구와 같이 K. Horney

(1992)의 이론을 용하여 인 계문제를 3개의 역으

로 나 어 살펴보았다. 하 요인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은 ‘사람들에게 향함’으로, 통제지배, 자기 심성,

과 여는 ‘사람들에게 맞섬’으로 냉담, 사회  억제는 ‘사

람들에게서 멀어짐’으로 나 어 구성하 다. 하 요인 ‘사

람들에게 향함’의 문항의 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

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

치게 애쓴다.’ 등이 있고, 하 요인 ‘사람들에게 맞섬’은 

‘독단 으로 단하고 결정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있

을 때가 많이 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가 

어렵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 요인 ‘사람들

에게서 멀어짐’의 문항의 로는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자주 피한다.’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수가 높을수록 각 하 요인의 특성인 사

람들에게 맞서거나, 멀어지거나, 향하는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인 계문제 척도의 총 내 합치

도(Cronbach’s ɑ)의 값은 .91로 나타났고, 각 요인의 내

합치도(Cronbach’s ɑ)의 값은 사람들에게 향함이 .85, 사

람들에게 맞섬이 .83,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이 .90이었다.

3. 연구 차

본 조사는 2015년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서울시

와 경기도에 소재한 9개의 학교 학생들 250명을 상

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실시하 다. 연구자가 서울시

와 경기도에 소재한 학교를 직  방문하여 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연구의 의도를 설명하고 비

이 보장됨을 알려주고 질문지를 실시하 다. 질문지의 실

시 시간은 약 15분 정도 으며, 실시 후 설문에 한 소

정의 보상을 제공하 다. 수거된 질문지들  답이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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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거나 무성의하게 답변한 자료 2부를 제외하고 248

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로그램을 사

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 다. 첫째, 연구 참

가자의 사회 인구학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와 백분

율을 산출하 고, 주요 변인들의 기술 인 경향을 알아보

고자 각 측정 변인별로 평균  표 편차를 산출하 다.

둘째,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Cronbach’s ɑ

계수에 의한 내  합치도를 산출하 다. 셋째, 비분석으

로 성별에 따른 각 연구변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해 t검

정을 실시하 고, 변수들 간의 계를 알아보기 해서 

Pearson의 상 계수를 산출하 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에

서는 각 변인들의 향을 보기 해서 단순  다회귀

를 실행하 으며, 학생의 정서표 양가성이 계지향성

과 인 계문제 간의 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

펴보기 해 단순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계지

향성을 독립변인으로, 인 계문제를 종속변인으로, 정서

표 양가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R. Baron and D. Kenny

(1986)가 제안한 매개 검증 차를 사용하여 3단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1.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간의 계에서 정서표

양가성의 매개  역할

학생의 계지향성과 정서표 양가성이 인 계문제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단순  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 공차 한계와 분산팽창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5>에 제시되었고, 모든 변수에서 다 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W. Berry & S. Feldman,

1985). 한 Durbin-Watson의 검정통계량은 1.79-1.99로 

기  값인 2에 매우 근 하고 0 는 4에 가깝지 않기 때

문에 잔차들 간의 상 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실시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간의 계에서 정서표 양

가성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기 해서 R. M. Baron

and D. A. Kenny(1986)의 3단계 모델에 근거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R. M. Baron and D. A. Kenny(1986)

에 따르면 매개  역할을 확인하기 해서는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과 유

의한 상 이 있어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은 매개변인과 

유의한 상 이 있어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상 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학생으로 나 어 상 계수를 산

출한 결과, 남자 학생은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하

요인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문제와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았고, 여자 학생의 경우에는 계지향성과 

정서표 양가성이 인 계문제 하 요인  “사람들에게 

맞섬”의 문제 간에 유의한 상 이 보이지 않아 이를 제외

하고 분석하 다. 이를 확인한 후 정서표 양가성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기 해 R. M. Baron and D. A. Kenny(1986)

의 세 단계 근법을 사용하 다. 즉, 1단계로 독립변인인 

계지향성이 인 계문제의 각 하  요인에 미치는 

향력을 단순회귀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며, 2단계로 독

립변인인 계지향성이 매개변인인 정서표 양가성에 미

치는 향력을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3단계에

서는 독립변인인 계지향성과 매개변인인 정서표 양가

성을 독립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여, 매개변인인 정서표

양가성이 종속변인인 인 계문제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지와 계지향성이 인 계문제에 미치는 유의한 향

이 감소하거나(부분 매개), 사라지는지(완  매개)를 다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정서표 양가성의 매개  

역할이 나타난 경우, Sobel test를 통해 간 효과의 유의

성을 확인하 다.

우선 남녀 학생으로 나 어 학생의 계지향성, 정

서표 양가성  인 계문제 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남자 학생의 경우, 계지향

성은 정서표 양가성(r=.60, p<.001)과 유의한 정  상

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남자 학생의 정서표 양가

성과 인 계문제 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정서표

양가성은 인 계문제의 세 하 요인인 “사람들에게 향

함”(r=.67, p<.001), “사람들에게 맞섬”(r=.38, p<.001),

“사람들에게서 멀어짐”(r=.43, p<.001)의 문제와 모두 정

 상 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남자 학생의 계지

향성과 인 계문제 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계

지향성은 인 계문제의 세 하 요인  “사람들에게 향

함”(r=.69, p<.001), “사람들에게 맞섬”(r=.24, p<.001)과 

유의한 정  상 을 보 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문

제와는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

여자 학생의 경우, 계지향성은 정서표 양가성(r=

.57, p<.001)과 유의한 정  상 계를 나타냈다. 다음으

로 여자 학생의 정서표 양가성과 인 계문제 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정서표 양가성은 인 계문제의 

세 하 요인  “사람들에게 향함”(r=.59, p<.001),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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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서 멀어짐”(r=.35, p<.001)의 문제와 유의한 정  

상 을 보 고, “사람들에게 맞섬”의 문제와는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여자 학생의 계지향

성과 인 계문제 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계지

향성은 인 계문제의 세 하 요인  “사람들에게 향

함”(r=.70, p<.001), “사람들에게서 멀어짐”(r=.26, p<.001)

의 문제와 유의한 정  상 을 보 고, “사람들에게 맞

섬”의 문제와는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

1)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사람들에게 향함”

간의 계에서 정서표 양가성의 매개  역할

남자 학생의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사람들

에게 향함” 간의 계에서 정서표 양가성의 매개  역할

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남자 학생의 계

지향성은 1단계에서는 인 계문제  “사람들에게 향

함”(β=.69, p<.001)의 문제에, 2단계에서는 정서표 양가

성(β=.60, p<.001)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각각의 설

명력은 47%, 36% 다. 3단계에서 남자 학생의 정서표

양가성은 인 계문제  “사람들에게 향함”의 문제에 

유의한 향(β=.40, p<.001)을 미쳤고, 계지향성이 인

계문제  “사람들에게 향함”의 문제에 미치는 향은 

감소하 으며(β=.69, p<.001 → β=.45, p<.001), 설명력은 

57% 다. 즉, 남자 학생의 정서표 양가성은 계지향성

과 인 계문제  “사람들에게 향함” 간의 계를 부분 

매개하 다. Sobel test를 통해 간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6.10, p<.001).

다음으로 여자 학생의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사람들에게 향함” 간의 계에서 정서표 양가성의 매개

 역할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여자 학생

의 계지향성은 1단계에서는 인 계문제  “사람들에

Table 2. Correlations among the main variables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nd basic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M여 SD여

Sociotropy

1. Sociotropy - .57*** .70*** .17 .26** 2.61 0.36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2.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60*** - .59*** .08 .35*** 2.65 0.41

Interpersonal problem

3. Move toward other people .69*** .67*** - .20* .40*** 2.32 0.41

4. Move against other people .24** .38*** .50*** - .41*** 1.98 0.39

5. Move away from other people .15 .43*** .52*** .43*** - 1.99 0.54

M남 2.46 2.57 2.16 2.00 1.94

SD남 0.38 0.45 0.44 0.42 0.57

note) bottom indicates females(n=121), top indicates males(n=127)
*p<.05, **p<.01, ***p<.001.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interpersonal problem of movement toward other people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b β t Adjusted R2 F VIF

Male

(n=127)

Step 1:

Sociotropy → Movement toward other people .81 .69 10.70*** .47 114.50*** 1.00

Step 2:

Sociotropy →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72 .60 8.39*** .36 70.46*** 1.00

Step 3:

Sociotropy → Movement toward other people .53 .45 6.22*** .57 85.08*** 1.56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 Movement

toward other people
.39 .40 5.43*** 1.56

Female

(n=121)

Step 1:

Sociotropy → Movement toward other people .80 .70 10.53*** .48 110.97*** 1.00

Step 2:

Sociotropy →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64 .57 7.48*** .31 55.91*** 1.00

Step 3:

Sociotropy → Movement toward other people .61 .53 7.00*** .53 69.33*** 1.47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 Movement

toward other people
.30 .29 3.85*** 1.47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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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향함”(β=.70, p<.001)의 문제에, 2단계에서는 정서표

양가성(β=.57, p<.001)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각각의 

설명력은 48%, 31% 다. 3단계에서 여자 학생의 정서

표 양가성은 인 계문제  “사람들에게 향함”의 문제

에 유의한 향(β=.29, p<.001)을 미쳤고, 계지향성이 

인 계문제  “사람들에게 향함”의 문제에 미치는 

향은 감소하 으며(β=.70, p<.001 → β=.53, p<.001), 설

명력은 53% 다. 즉, 여자 학생의 정서표 양가성은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사람들에게 향함” 간의 

계를 부분 매개하 다. Sobel test를 통해 간 효과의 유

의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5.16, p<.001).

2)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사람들에게 맞섬”

간의 계에서 정서표 양가성의 매개  역할

남자 학생의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사람들

에게 맞섬” 간의 계에서 정서표 양가성의 매개  역할

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남자 학생의 계

지향성은 1단계에서는 인 계문제  “사람들에게 맞

섬”(β=.24, p<.01)의 문제에, 2단계에서는 정서표 양가성

(β=.60, p<.001)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각각의 설명

력은 5%, 36% 다. 3단계에서 남자 학생의 정서표 양

가성은 인 계문제  “사람들에게 맞섬”(β=.36, p<.01)

의 문제에 유의한 향을 미쳤고, 계지향성은 더 이상 

인 계문제  “사람들에게 맞섬”의 문제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β=.24, p<.01 → β=.03, n.s.), 설명

력은 13% 다. 즉, 남자 학생의 정서표 양가성은 계

지향성과 인 계문제  “사람들에게 맞섬” 간의 계

를 완  매개하 다. Sobel test를 통해 간 효과의 유의

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2.30, p<.05).

여자 학생의 경우,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사

람들에게 맞섬” 간의 유의한 상 이 나타나지 않아 R. M.

Baron and D. A.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

의 기본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

기 때문에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Figure 2.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interpersonal problem of movement toward other

people in male college students

Figure 3.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interpersonal problem of movement toward other

people in female college students

Table 4. Mediating effec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interpersonal problem of movement against other people in male college students

b β t Adjusted R2 F VIF

Male

(n=127)

Step 1:

Sociotropy → Movement against other people .27 .24 2.81** .05 7.88** 1.00

Step 2:

Sociotropy →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72 .60 8.39*** .36 70.46*** 1.00

Step 3:

Sociotropy → movement against other people .03 .03 .27 .13 10.23*** 1.56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 Movement

against other people
.33 .36 3.45** 1.5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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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간의 계에서 정서표 양가성의 매개  역할

여자 학생의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사람들

에게서 멀어짐” 간의 계에서 정서표 양가성의 매개  

역할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과 같다. 여자 학생의 

계지향성은 1단계에서는 인 계문제  “사람들에게

서 멀어짐”(β=.26, p<.01)의 문제에, 2단계에서는 정서표

양가성(β = .57, p<.001)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각

각의 설명력은 6%, 31% 다. 3단계에서 여자 학생의 

정서표 양가성은 인 계문제  “사람들에게서 멀어

짐”(β=.29, p<.01)의 문제에 유의한 향을 미쳤고, 계

지향성은 더 이상 인 계문제  “사람들에게서 멀어

짐”의 문제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β=.26,

p<.01 → β=.10. n.s.), 설명력은 11% 다. 즉, 여자 학

생의 정서표 양가성은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간의 계를 완  매개하 다.

Sobel test를 통해 간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통

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2.44, p<.05).

반면. 남자 학생의 경우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간의 유의한 상 이 나타나지 않

아 R. M. Baron and D. A.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

효과 검증의 기본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

의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Ⅳ. 논의

본 연구는 남녀 학생들을 상으로, 계지향성과 정

서표 양가성이 인 계문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특별히 본 연구는 학

생의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의 계를 정서표 양가

성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 는데, 이를 탐색하기 하여 

종속변인인 인 계문제를 하 요인 별로 나 어서 각 

문제에 한 정서표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

한 이러한 계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

았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5. Mediating effec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interpersonal problem of movement away from other people in female college students

b β t Adjusted R2 F VIF

Female

(n=121)

Step 1:

Sociotropy → Movement away from other people .39 .26 2.95** .06 8.73** 1.00

Step 2:

Sociotropy →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64 .57 7.48*** .31 55.91*** 1.00

Step 3:

Sociotropy → Movement away from other people .15 .10 .93 .11 8.48*** 1.47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 Movement

away from other people
.38 .29 2.78**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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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 Mediating effec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interpersonal problem of movement against other

people in male college students

Figure 5.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interpersonal problem of movement away from

other people in female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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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반 으로 학생들은 계에 의존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인 계문제를 경험한다. 이를 인

계문제의 하 요인 별로 살펴보면 남녀 학생 모두 계

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향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의존

인 동시에 과도한 인정과 심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향함”의 인 계문제를 공통 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

람들에게 향함”의 인 계문제를 제외하고 계에 의존

하는 성향이 향을 미치는 인 계문제의 하 요인이 

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계에 과도

하게 의존하는 성향을 가질수록 타인을 지배하고 조종하

려하는 “사람들에게 맞섬”의 문제를 더 많이 보 고, 여

학생은 계에 지나치게 의존할수록 타인으로부터 멀어져 

혼자만의 세계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의 문제를 더 보 다. 이러한 차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 계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주며 

특히 계에 의존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이러한 차이가 두

드러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매

개효과의 차이에서도 추가로 논의 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은 정서를 표 하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표  결과에 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정서를 표 하는 

것을 억제하는 정서표 양가성이 높을수록 인 계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정서표 양가성과 인 계문제의 연 성이 보고되고 있는

것(H. Choi & K. Min, 2007; J. Kim & Y. Lee, 2011; J.

Lee, 2009; K. Lee & B. Kim, 2010; M. Mongrain & L.

Vettese, 2003; C. Shin et al., 2013)과 같은 맥락으로 이

해할 수 있다. 학생들은 정서를 표 하고 싶은 욕구가 

내재하지만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정서표 양가성이 높

을수록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 인 갈등을 해소하지 못

하고 인 계를 건강하게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서표 에 양가 인 태도를 가진 것이 인

계문제의 하 요인  “사람들에게 맞섬”에는 성에 따라 

다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표 양가성이 

높은 남학생은 자신을 방어하기 해 타인을 공격하고 비

난하는 “사람들에게 맞섬”의 문제를 보이지만 여학생은 

정서표 양가성이 높을지라도 사람들에게 맞서는 인

계문제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람들에

게 맞섬”의 인 계문제를 보이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공

격 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외  공격성에 

을 맞춘 앞선 연구결과들(E. Andreou & F. Bonoti,

2010; K. Karriker-Jeffe, V. Foshee, S. Ennett, & C.

Suchindran, 2008; W. Troop-Gordon & H. Gerardy,

2012; F. Wang, J. Chen, W. Xiao, Y. Ma, & M. Zhang,

2012)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공격 이라는 

결과가 다수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여자 

학생들의 정서표 양가성이 높을지라도 다소 공격 인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맞섬”의 인 계문제에는 

유의한 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정서표 양가성이 향을 미치는 인 계문제

에 있어 남녀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우선, 정서문제

를 표출하는 방법의 다양성과 성에 따른 인 계 처 

략 등의 차이 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는 스트

스 처 략에 있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회피 심 인 

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들(A. Billings &

R. Moos, 1993; K. Kim & K. Chon, 1992; M. Oh, B.

Kim, & M. Kim, 2008)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스트 스 처 략을 사용함으로써 남

학생들은 정서표 양가성으로 인한 “사람들에게 맞섬”의 

문제로, 여학생들은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문제로 서

로 다른 역의 인 계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정서표 양가성에는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남자 학생의 인 계문제에 향을 미치는 

요소와 여자 학생의 인 계문제에 향을 미치는 요

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고도 볼 수 있다. L.

King and R. Emmons(1990)는 정서표 양가성이 정서를 

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음, 정서를 표 하고 싶지 않지

만 표  해 버림, 그리고 정서를 표 한 후에 후회함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하 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

에서는 정서표 양가성의 하 요소를 구분하여 근하고,

하 요인 별로 인 계문제와 어떠한 계가 있는지 알

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학생의 계지향성이 정서표 양가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계지향

성이 높을수록 정서표 에 있어 더 양가 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 남녀 학생으로 나 어 살펴보았을 때, 남녀 

학생 모두 높은 계지향성을 보일수록 높은 정서표 양

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계에 의존하

는 성향이 높을 때, 정서 표 에 더욱 양가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계지향성이 높을수록 인 계와 

련된 정서, 생각, 행동들을 억제하게 되거나 반 로 표

하게 된다(D. Jack, 1991; L. King & R. Emmons,

1990; M. Mongrain & D. Zuroff, 1994)는 다수의 서양

연구의 일 된 보고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

도하게 타인과 친 한 계를 맺는데 집 하고 의존하며 

거 당하는 것에 해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그들이 생

각하는 타인과 이상 인 계를 맺고자하는 욕구로 인해 

자신의 정서를 거리낌 없이 표 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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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일 것이며, 자신이 느끼는 바와 다르게 정서를 표

하거나 표 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그 기 때문에 타인과의 계에 과도하게 의존하

는 사람들이 정서표 에 있어서 더욱 양가 인 모습을 나

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학생의 계지향성이 인 계문제의 하 요인

들에 미치는 향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학

생의 계지향성이 정서표 양가성에 미치는 향은 성에 

따라 그 유의한 정도가 다르지 않았다. 계지향성이 정

서표  양가성에 미치는 향은 남녀 공히 부정 이며 미

치는 향력의 크기도 유사한 수 이었다. 높은 계지향

성이 인 계에서 어떠한 행동이나 략으로 처하게 

하는가에는 성에 따른 차이가 있었지만, 높은 계지향성

이 정서 표 에 양가 인 태도에 미치는 향은 남녀 모

두에게 공통 으로 유의하다는 은 특기할 만한 결과이

다. 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

인의 반응으로 자신의 가치를 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에 타인으로부터 수용 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 해 기분

을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계지향성

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있는 그 로 표 하는 것에 갈등

을 느끼거나 억제할 것이며 이는 남녀를 불문하고 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공통 으로 보이는 모습이라

는 의미가 있다.

넷째, 학생의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간의 계

에서 정서표 양가성의 매개  역할을 살펴본 결과, 인

계문제의 하 요인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

의 인 계문제를 하 요인 별로 성에 따라 살펴본 결

과, 남자 학생들의 정서표 양가성은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하 요인  “사람들에게 향함” 간의 계를 

부분매개 하 고,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하 요인 

 “사람들에게 맞섬” 간의 계를 완 매개 하 다. 한

편, 여자 학생들의 정서표 양가성은 남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하 요인  “사

람들에게 향함” 간의 계를 부분 매개 하 고, 계지향

성과 인 계문제 하 요인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간의 계를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따라 각각 다른 인 계문제 하 요인 역에 

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반 으로 정서표 양가성은 

학생의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많은 국외연구에서 계지향성과 인 계

문제가 정 인 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M. Bruch,

K. Rivet, R. Heimberg, A. Hunt, & B. McIntosh, 1999;

T. Sato & M. Gonzalez, 2009; T. Sato & D. McCann,

2007), 다수의 국내연구에서 정서표 양가성과 인 계

문제가 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J. Kim & Y. Lee, 2011; Y. Kim, 2014; S. Lee

& J. Lee, 2013; C. Shin et al., 2013). 계에 의존 이

고, 타인의 기분을 맞추거나 걱정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상 방의 기분에 맞추기 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왜

곡하여 표 하게 되고, 이러한 정서표 에 양가 인 태도

는 자신의 내면의 욕구를 솔직히 표 하지 못하는 2차

인 스트 스로 이어져 인 계를 원만하고 성숙하게 이

끌어나가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등의 문

제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매

개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어, 인 계와 련된 부정 인 

상황에서 스트 스를 경험할수록 보다 높은 수 의 부정

인 정서를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N. Allen, D. Horne,

& J. Trinder, 1996; S. Blatt & D. Zuroff, 1992), 나아가 

정서표 에 양가 인 태도를 더 많이 가질수록 보다 높은 

수 의 인 계문제를 경험한다고 한다(J. Lee, 2009; K.

Lee & B. Kim, 2010; C. Shin et al., 2013). 이 세 변수

의 계에서 특히 정서표 양가성의 역할은 여겨볼 만

하다. 본인의 정서를 표 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하거나 

본인이 느끼는 바와는 다르게 표 하는 등 정서를 표 하

는데 양가 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타인과 맺는 친

감에 해 두려움을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 계에서

회피 략을 사용한다고 한다(R. Emmons & P. Colby, 1995).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그 로 표 하는 것이 부정 인 

인 계를 래한다고 믿기 때문이다(M. Mongraine & L.

Vettese, 2003). 정서를 표 하는 것에 한 이러한 신념 

때문에 이들은 정서를 통한 의사소통을 잘 활용하지 못하

고, 그에 따라 높은 수 의 인 계문제를 경험하게 되

는 것이다.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의 계와 정서표

양가성을 함께 살펴 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기에 두 

변수간의 계에서 정서표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이 의미 있다고 해석된다.

학생의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간의 계에서 정

서표 양가성의 매개  역할을 살펴본 결과가 함의하는 

바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학생은 정서표

양가성이라는 정서 문제로 인해 사람들과 맞서는 인

계문제를 겪고, 여자 학생은 이와는 반 로 사람들에

게서 멀어지는 인 계문제를 겪는다. 억제되고 왜곡된 

정서가 인 계에서 일으키는 작용에 있어서의 이러한 

남녀 학생의 차이는, 정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성

차가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남녀 각각에게 합한 

재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므로, 남학생에게는 계지향성과 정서표 양가성의 수



학생의 계지향성이 인 계문제에 미치는 향: 정서표 양가성의 매개  역할

- 147 -

를 조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서 문제가 

공격  방식으로 분출되지 않도록, 여학생에게는 정서  

억압으로 인해 실의 인 계를 회피하지 않도록 스스

로 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계지향성은 “사람들에게 향함”의 인

계문제를 직 으로 불러일으킨 반면, 계지향성은 “사

람들에게 맞섬”이나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인 계의 

문제에는 직 인 원인이 되지 않고, 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정서표 에 양가 인 

태도에 향을 받아 “사람들에게 맞섬”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에게 향함”의 인 계문제를 보이는 경우 

계지향성의 정도를 조 할 수 있게끔 재하면 되지만,

“사람들에게 맞섬” 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인

계문제를 보이는 경우 계지향성의 문제와 더불어 정서

표 양가성의 성향까지 인식하고 조 할 수 있도록 재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한 각 변인들이 미치

는 향의 크기를 성에 따라 구체 으로 살펴보았을 때,

정서표 양가성이 인 계문제에 미치는 향력의 크기

는 여자 학생보다 남자 학생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는데 이는 즉, 남자 학생이 여자 학생보다 정서 문

제에 취약하여 정서 문제에 직면하 을 때 보다 높은 수

의 인 계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이다. 따라서 남학생의 인 계문제를 재함에 있어 정

서표 양가성에 한 이해와 고려가 더 크게 필요하다는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보고식 측

정도구만을 이용하여 조사하 기 때문에 응답자의 반응성

이 왜곡되거나 축소, 혹은 과장 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해 직  면담이나 실험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정

서 문제와 련된 변인으로 정서표 양가성만을 고려하

다. 정서 문제에는 다양한 역이 있고 포 이기 때문

에 한 가지 변인만으로 계성을 입증하기 보다는 정서 

인식이나 강도, 표 성 등 정서와 련된 다양한 변인들

을 통합 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후속 연구

에서는 다양한 정서 변인들을 고려하여 학생의 인

계문제에 미치는 향을 통합 으로 연구하여 확장해나갈 

수 있기를 기 한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학생의 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향이 정서표 양가

성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계지향성

이 자신의 정서를 표 하고자 하는 욕구와 표 한 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감정의 한 형태인 정서표 양가성의 

주요한 측 변인으로 밝 졌다는 이다. 한 학생의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 간의 계에서 정서표 양가

성의 매개  효과를 밝힌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

며, 계지향성과 인 계문제의 상 에서 정서표 양가

성이 나타내는 매개효과가 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상담 장에서 

남녀 학생들이 직면한 인 계문제가 가지는 양상을 

구체 으로 확인하고 학생들의 내 인 성향과 정서표

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응력을 높이기 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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