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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초기성인기의 성공적인 연인관계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줄여주고 

더 나은 생리학적 기능을 유지하며, 삶의 질과 안녕감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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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timacy in romantic relationship, though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had not. Second, In case of female,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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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김교헌, 2006; Schneiderman, Zagoory-Sharon, Leckman, & Feldman, 2012). 더 

나아가 초기성인기의 성공적인 연인관계는 배우자 선택과 결혼만족, 결혼 후 생활양식에 영

향을 미치고, 성인기 전반에 걸친 적응에도 영향을 미쳤다(장휘숙, 2007; Gottman & 

Levenson, 2000; Russel & Wells, 1994). 이와 같은 연인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파트

너와의 친 감으로, 원만하고 바람직한 이성관계는 친 감이 형성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연인관계 친 감은 자신의 연인과 서로 가까움의 느낌과 상호간 연결로 정의되며, 자기공개, 

상호신뢰, 공감 및 수용을 포함하는 커플관계 과정에서 나타난다(Julien, Chartrand, 

Simard, Bouthillier, & B　gin, 2003, Moss & Schwebel, 1993; Peplau, 2001, Prager, 

1995).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연인관계 친 감이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함

을 보여주었다.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친 감이 높은 사람은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연인관계

를 갖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었다(Goodman, 1999; Greeff & Malherbe, 2001; Patrick, 

Sells, Giordano, & Tollerud, 2007). 반대로 친 감이 부족할 경우 우울증과 정서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낮은 관계만족과 관계결별을 나타내었다(Kingsbury & Minda, 1988; 

Waring, 1988). 

연인관계 친 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기개방, 의사소통, 원가족 분화, 애착, 

사회불안 등이 연구되어 왔다(유춘자, 박경, 2013; Afram & Kashdan, 2015; Sparrevohn 

& Rapee, 2009; Porter & Chambless, 2014). 본 연구에서는 이 요인들 중 사회불안에 초

점을 맞추었다.

사회불안은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타인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사회적 혹은 수행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두려워하는 장애로 나타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사회불안의 높은 수준은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관련된다. 사회불안이 

높은 개인은 결혼할 가능성이 적고, 가까운 친구를 가질 가능성이 적으며, 작은 사회적 관

계망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Alden & Taylor, 2004, Hudson & 

Rapee, 2009, Teo et al., 2013; Wittchen, 2000).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연인관계에서 

자신의 파트너와의 관계를 가질 때 낮은 친 감을 보인다는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이 있다

(강은숙, 박정희, 2005; 박혜련, 손은정, 2012; Porter & Chambless, 2014; Sparrevohn 

& Rapee, 2009; Wenzel, 2002). 이 연구들에서 사회불안과 친 감의 두 변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 사회불안이 연인관계 친 감을 낮추는 유력한 변인임이 

시사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 감의 관계가 안정적인 부적 상관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연구에서 자기

노출을 최대화하는 사회적 장면과 자기노출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장면 모두에서 사회불안 

수준과 연인관계 친 감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Kashdan, Volkmann, 

Breen & Han, 2007).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 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

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 감 간에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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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조절변인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성관계에서 친 감이 발달하는 과정을 Reis와 Shaver(1988)은 친 감 대인과정모델

(The Interpersonal Process Model of Intimacy)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친

감의 대인과정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파트너에게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경

험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과정 또는 행동을 자기개방이라고 하며, 자기개방을 많

이 할수록 친 감은 증가된다. 자신의 주관적 경험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함으로써 파트

너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친 감이 형성된다. Reis와 Shaver(1988)는 자기를 개방할 때, 파트너의 반응을 이해와 수

용과 돌봄으로 받아들일수록 친 감이 증가된다고 보았다. 

이 모델에 따라 진행된 많은 연구들에서 자기개방이 많을수록 친 감이 증가함을 보여주

었는데(윤미혜, 신희천, 2009; 이미영, 조현, 권정혜, 2009; 최지영, 최연실, 2010; Laurenceau, 

Barrett, & Rovine, 2005; Mitchell, Castellani, Herrington, Joseph, Doss, & Synder, 

2008),  자기개방 중에서 사실에 대해 개방하는 것보다 감정에 대해 개방하는 것이 친 감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Fitzpatrick, 1987; Laurenceau, Barrett, & Pietromonaco,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정에 대해 개방하는 것에 상응하는 구성개념으로 정서표현성

(emotional expressiveness)을 주목하고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 감 간에서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서표현성은 비교적 일관적인 개인적 특성(King & Emmons, 

1990; Kring, Smith, & Neale, 1994)으로, 개인의 정서와 관련된 욕구 및 경험한 정서를 

외부로 표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Salovey, Brackett, & Mayer, 2004). 

한편 Reis와 Shaver(1988)의 친 감 대인과정모델에서는 자기개방과 파트너와의 상호작

용적 지각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 동기가 연인관계 친 감을 형성해가는데 영향을 미친다. 

내적 동기에는 파트너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 관계에 

대한 접근동기도 있고, 파트너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통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관계에 대한 회피동기도 있다(Reis & 

Shaver, 1988). 접근동기는 이성관계에서 파트너에게 주관적인 경험과 감정을 개방하도록 

하는 반면, 회피동기는 내적 경험과 감정을 파트너에게 개방하는 것을 방해한다.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거부와 버려지는 것에 두려움으로 인해 관계의 회피동기가 높다

(Davila & Beck, 2002). 이로 인해 연인관계에서도 파트너에게 거부당함과 버려짐을 두려

워해서 자기개방을 적게 하게 되고, 특별히 감정개방을 적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Cuming 

& Rapee, 2010; Sparrevonn & Rapee, 2009). Reis와 Shaver(1988)의 모델에 따라 일반

적으로 연인관계에서의 낮은 수준의 감정개방은 친 감을 감소시키고, 높은 수준의 감정개

방은 친 감을 증가시킨다. 그런데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들이 파트너에게 순

진하게 쏟아내는 사회적 두려움과 자기의심, 반추적 사고와 걱정 등의 높은 수준의 감정개

방이 파트너에게 일종의 짐이 될 수 있다(Wenzel, Graff-Dolezal, Macho, & Brendle, 

2006). 이에 따라 파트너는 부정적 감정에 대한 일종의 정서적 감염을 경험할 수 있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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쁨경험의 기회가 줄어들고, 사회적 지지가 줄어들어 친 감이 감소하고 결국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Kashdan, Volkman, Breen, & Han, 2007). 이러한 예측은 사회불안이 높

은 사람의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정서표현성이 오히려 친 감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한편 감정개방 또는 정서표현성이 연인관계 친 감에 미치는 영향은 감정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긍정적 감정의 개방은 일관되게 연인관계 만족도와 친 감을 높였다(이미영 

등, 2009; 조은정, 이기학, 2002). 그러나 부정적 감정의 개방은 이성관계 친 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고(윤미혜, 신희천, 2009; Davidson, Balswick, & 

Halverson, 1983), 연인관계 친 감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이미영 등, 2009; 조은정, 이기학, 2002). 

또한 사회불안과 친 감의 관계, 사회불안과 감정개방 또는 정서표현성의 관계에서 성차

가 보고되었다.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 감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을 때 남자대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여자대학생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강은숙, 박정

희, 2005). Cuming과 Rapee(2010)에서, 여자의 경우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연인관계에서 

자기개방과 부정적 감정의 표현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는 사회불안 수준에 따라 

자기개방과 감정표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orter와 Chambless(2014)에서

도 여자의 경우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은 낮은 수준보다 연인관계에서 덜 자기개방을 하였고 

만족이 낮았는데, 남자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parrevonn과 Rapee(2009)에

서는 사회불안과 자기개방 및 연인관계 친 감의 관계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술한 연구에 기초해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초기 성인기 연인관계의 친 감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를 긍정 부정 정서유형과 성차에 주목하여 탐

색해보고자 하였다. 즉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 감 간의 관계에서 긍정 또는 부정 정서표

현성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이때 남녀에 따른 성차

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자가 소속한 기관 IRB의 승인을 얻은 설문지를 임의표집 방식으로 충청북도에 소재

한 3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8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그중 현재 연애중인 응답자 

270명(남 131명, 여 139명; 1학년 94명, 2학년 74명, 3학년 50명, 4학년 49명, 대학원 4

명, 기타 12명; 남자 평균연령 23.23세, 여자 평균연령 21.39세; 평균 교제기간 2.90년)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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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Mattick과 Clarke(1998)이 개발한 척도이며 대인관계에서 대인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겪

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고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타인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 이성 혹은 낯선 사람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불편감으로 정의된다. 각 문항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

지적 정서적 및 행동적 불안반응을 기술하는 자기진술문 형식으로 제시되며,  문항 예로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때 긴장한다.” 등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1)이 번역하고 타당화과정을 거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ɑ는 .93이었다.

• 정서표현성 척도(Berkeley Expressivity Questionnaire: BEQ)

Gross와 John(1995)이 개발한 버클리 정서표현성 척도를 번안해서 사용하였다. 정서표현

성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7점 리커트 형식의 16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며 정

적표현성, 부적표현성 및 충동강도의 세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예로는 “내가 행

복할 때면 감정이 드러난다.”, “나는 분노를 드러내기보다는 억제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걸 

알았다.” 등이 있다. 전체 Cronbach's ⍺는 .86이었고 정적 표현성은 .80, 부적 표현성은 

.71, 충동강도는 .74이었다. 

• 연인관계 친 감 척도(Personal Assessment about Intimacy in Relationships: PAIR)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친 감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Schaefer와 Olson (1981)이 개발한 

연인관계의 친 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형식의 36문항짜리 질문지로, 

정서적, 사회적, 성적, 지적, 오락적, 인습적 친 감의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

항 예로는 “우리 둘이 함께 있을 때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귀고 있는 

사람과 나는 서로를 완전하게 이해한다” 등이 있다. 전체척도의 Cronbach's α는 .87이었다.

• 한국판 CES-D 우울척도(Korean Version of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adolf(1977)가 개발한 CES-D를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만든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형식의 20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문항 예로는 “평
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진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

다” 등이 있다. 전체척도의 Cronbach's α는 .91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의 기본적인 통계 분석을 위해서 SPSS 21.0을 이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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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를 산출하였고, SPSS Macro를 사용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하였다. 

Ⅲ. 분석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상호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성차를 고려하여 각각 남녀로 나누어 단순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인관계 친 감은 

사회불안(남 r= -.282, p< .01, 여 r= -.219, p< .01), 우울(남 r= -.396, p< .01, 여 r= 

-.307, p< .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정적 정서표현성(남 r= .362, p< .01, 여 

r= .312, p< .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사회불안은 정적 정서표현성(남 r= 

-.250, p< .01, 여 r= -.313, p< .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보였고, 우울(남 r= .396, 

p< .01, 여 r= .307, p< .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적 정서표현성은 정서표

현성(남 r= .680, p< .01, 여 r= .693, p< .01), 부적정서표현성(남 r= .241, p< .01, 여 

r= .232, p< .01), 충동강도(남 r= .439, p< .01, 여 r= .438, p< .01), 지각된 사회적지지

(남 r= .183, p< .05, 여 r= .308,  p< .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적 정서표

현성은 정서표현성(남 r= ., p< .01, 여 r= .693, p< .01), 충동강도(남 r= .439, p< .01, 

여 r= .438, p< .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 전체변인들의 상호상관 관계

(N = 270)

1 2 3 4 5 6 7 8

1. 사회불안 - -.024 -.250** .046 .095 -.282** .396** .072

2. 정서표현성 -.117 - .680** .753** .841** .138 .009 -.019

3.
정적

정서표현성
-.313** .693** - .241** .419** .362** -.135 -.084

4.
부적

정서표현성
-.013 .755** .232** - .439** -.052 .013 .087

5. 충동강도 -.022 .849** .484** .438** - .058 .107 -.057

6. 친밀감 -.219** .073 .312** -.081 -.002 - -.254** -.046

7 우울 .307** -.027 -.192* .011 .077 -.324** - -.142

8. 교제기간 -.159 .021 .047 -.061 .068 .103 .138 -

주. 각선 위: 남자(n=131) / 각선 아래: 여자(n=139)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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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 감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

사회불안이 연인관계 친 감에 미치는 영향이 정서표현성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Aiken & West, 1991). 결과는 표 2와 표 4에 제시하였

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인 우울과 교제기간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사회

불안과 조절변인인 정서표현성의 각 하위요인(정적 정서표현성 또는 부적 정서표현성)을 투

입하였고, 3단계에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사회불안 × 정적 정서표현성, 사

회불안 × 부적 정서표현성)을 투입하였다. 

표 2를 보면, 남성인 경우 사회불안이 연인관계 친 감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사회불안과 

정적 정서표현성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R2 통계량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R2= .230, p< 

.05), 남성의 사회불안이 연인관계 친 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고, 정적 정서표

현성이 연인관계 친 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다(β= .304, p< .001). 그러나 사회불

안과 부적 정서표현성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R2 통계량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불

안과 정적 정서표현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R2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ΔR2= .199, p< .001). 그러나 사회불안과 부적 정서표현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

을 때 R2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유의미하게 나타난 사회불안과 정적 

정서표현성의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된 사회불안과 정

적 정서표현성의 중다회귀 방정식에 대입하여 회귀식을 유도하여 그림 1로 나타내었다

(Howell, 2002). 그림 1에서 나타난 두 단순회귀선의 기울기가 유의한지를 Macro를 이용하

여 검증하였다. 검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에 따르면 정적 정서표현성의 +1SD인 

집단은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

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2.85, p< .01). 그러나 정적 정서표현성이 -1SD

인 집단의 조절효과는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조절효과가 유

의하지 않았고, 기울기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정적 정서표현성이 높은 경우,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연인관계 친 감을 더 많이 느꼈다. 그렇지만 정적 표현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사회불안 수준에 따른 연인관계 친 감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정

서표현성이 낮은 조건보다는 높은 조건에서 사회불안 수준의 고저에 따라 연인관계 친 감 

수준이 크게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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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연인관계 친밀감

비표준화 계수 β t R2 ΔR2

계수 표준오차

1단계

.065* .050*우울 -.282 .097 -.252 -2.917**

교제기간 -.004 .027 -.013 -.148

2단계

.190*** .164***사회불안 -.169 .105 -.144 -1.606

정적 정서표현성 .158 .043 .304  3.632***

3단계

사회불안 × 
정적 정서표현성

-.225 .088 -.207 -2.547* .230* .199*

1단계

.065* .050*우울 -.282 .097 -.252 -2.917

교제기간 -.004 .027 -.013 -.148

2단계

.106 .078사회불안 -.253 .108 -.215 -2.338

부적 정서표현성 -.028 .054 -.044 -.515

3단계

사회불안 × 
부적 정서표현성

-.108 .115 -.087 -.936 .113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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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남성의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 감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

[그림 1] 남성의 사회불안과 정적 정서표현성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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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표준오차 t LLCI(b) ULCI(b)

정적 정서표현성

-1SD  .04 .13 .30 -.22 .30

평균 -.17 .10 -1.60 -.37 -.04

+1SD -.37 .13  -2.85** -.63 -.11

주. LLCI=b는 95%신뢰구간 내에서 하한 값, ULCI=b의 95%신뢰구간 내에서 상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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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남성의 정적 표현성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 회귀선 유의성 검증

 

표 4를 보면, 여성인 경우 사회불안이 연인관계 친 감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사회불안과 

정적 정서표현성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R2 통계량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R2= .199, p< 

.01), 여성의 사회불안이 연인관계 친 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고, 정적 정서표

현성이 연인관계 친 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다(β= .217, p< .001). 그러나 사회불

안과 부적 정서표현성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R2 통계량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불

안과 정적 정서표현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R2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불안과 부적 정서표현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R2의 변화량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ΔR2= .156, p< .05). 유의미하게 나타난 사회불안과 부적 정

서표현성의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된 사회불안과 부적 

정서표현성의 중다회귀 방정식에 대입하여 회귀식을 유도하여 그림 2로 나타내었다

(Howell, 2002). 그림 2에서 나타난 두 단순회귀선의 기울기가 유의한지를 Macro를 이용

하여 검증하였다. 검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를 보면 부적 정서표현성이 +1SD인 

집단은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조절효

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적 정서표현성이 -1SD인 집단의 조절효과는  하한값

(LLCI)과 상한값(ULCI)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 -2.98, p< .01). 부적 정서표현성이 낮은 경우,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연인관계 친 감이 더 많이 높았다. 그렇지만 부적 정서표현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사

회불안에 따른 연인관계 친 감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적 정서표현성이 높은 조

건보다는 낮은 조건에서 연인관계 친 감에 대한 사회불안의 효과가 유의미했다. 즉 부정정

서 표현이 많을 때는 여성의 사회불안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연인관계 친 감은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으나, 부정정서 표현이 적을 때는 사회불안이 높은 여성보다 사회불안이 낮은 

여성의 연인관계 친 감이 크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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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여성의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 감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연인관계 친 감

비표준화 계수 β t R2 ΔR2

계수 표준오차

1단계

.127*** .114***우울 -.337 .079 -.344 -4.258

교제기간 .047 .025 -.151 1.866

2단계

.199** .175**사회불안 -.151 .103 -.127 -1.469

정적 정서표현성 .127 .048 .217 2.656***

3단계

사회불안 × 
정적 정서표현성

-.217 .117 -.146 -1.863 .220 .190

1단계

.127*** .114***우울 -.337 .079 -.344 -4.258***

교제기간 .047 .025 .151 1.866

2단계

.162 .137사회불안 -.223 .101 -.187 -2.198*

부적 정서표현성 -.046 .053 -.068 -.864

3단계

사회불안 × 
부적 정서표현성

.308 .154 .165 1.997* .186*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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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여성의 사회불안과 부적 정서표현성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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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표준오차 t LLCI(b) ULCI(b)

부적 정서표현성

-1SD -.39 .13 -2.98** -.64 -.13

평균  -.18 .10 -1.72  -.38 .03

+1SD .03 .16 .20  -.29 .35

주. LLCI=b는 95%신뢰구간 내에서 하한 값, ULCI=b의 95%신뢰구간 내에서 상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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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여성의 부적 표현성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 회귀선 유의성 검증

V. 논의 

이 연구는 사회불안과 초기 성인기 연인관계 친 감 간의 관계에서 긍정 또는 부정 정서

표현성의 차별적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이때 남녀에 따른 성차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차례대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사회불안은 연인관계 친

감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사회불안은 정적 정서표현성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부적 정서표현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 감의 부적 상관은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이 연인관계 친 감을 낮

게 지각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강은숙, 박정희, 2005; 박혜련, 손은정, 

2012; Porter & Chambless, 2013; Sparrevohn & Rapee, 2009; Wenzel, 2002). 또한 

본 연구에서 남녀 모두의 사회불안과 부적 정서표현성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남자만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여자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던 연구(강은

숙, 박정희, 2005), 여자의 경우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부정적 감정의 표현이 감소하였으나 

남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연구(Cuming & Rapee, 2010) 및 Porter와 

Chambless(2014)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불안과 자기개방 및 연인관

계 친 감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던 연구(Sparrevonn 

& Rapee, 2009)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불안과 부정적 정서표현성의 관계에

서 성차는 아직 일관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이 비일관적인 결과들에 어떤 요

인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불안이 연인관계 친 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를 

긍정 부정 정서유형과 남녀 성별에 따라 알아본 결과 남성의 경우, 긍정정서 표현성은 사회

불안과 연인관계 친 감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정서 표현성

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사회불안이 낮은 남성은 긍정정서 표현이 많으면 긍정

정서 표현이 적을 때보다 연인관계 친 감이 대폭 상승하지만, 사회불안이 높은 남성은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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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서 표현을 많이 해도 연인관계 친 감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불안이 적을 경우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정서 표현이 많으면 연인관계 친 감이 높아지는 결

과는 이전 선행연구들(Keltner & Kring, 1998; Kennedy-Moore & Watson, 2001)에서 관

찰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로부터 더 나아가 낮은 사회불안은 높은 긍정 정서표현

과 상호상승적(synergetic)으로 작용하여 연인관계 친 감을 대폭 증가시킴을 보여주는 것

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다 흥미로운 것은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은 높은 수준의 정적 정서

표현을 동반하더라도 연인관계 친 감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에 내재한 특징에 기인할 것으로 추론되는데 향후 이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불안이 연인관계 친 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를 

긍정 부정 정서유형과 남녀 성별에 따라 알아본 결과 여성의 경우, 부정 정서표현성은 사회

불안과 연인관계 친 감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 정서표현성

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정 정서표현성이 낮은 경우,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연인관계 친 감이 더 많이 높았다. 그렇지만 부적 정서표현성이 높은 조

건에서는 사회불안 수준에 따라 연인관계 친 감의 증가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정정서 표현이 많을 때는 여성의 사회불안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연인관계 친 감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부정정서 표현이 적을 때는 사회불안이 높은 여성보다 사회불안

이 낮은 여성의 연인관계 친 감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설계와 방법이 달

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사회불안이 높은 여성은 부정정서 표현을 적게 하고 이는 연

인관계 친 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았던 Cuming

과 Rapee(2010)의 연구와 일정부분 일관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차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사회불안이 낮은 사람은 부정정서를 많이 표현함으로써 결국 연인관계 친 감을 

증가시키고,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부정정서를 적게 표현함으로써 결국 연인관계 친 감

을 증가시킨다고 나타난 Kashdan, Volfmann, Breen과 Han(2006)의 연구결과와는 일정부

분 일치하고 일정부분 상반되는 결과이다. 

넷째, 이 연구는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이 성인기 초기 연인관계에 있을 때 그들이 갖는 

친 감 형성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정서

표현성이 가망성있는 조절변인으로 상정되었으나 사회불안이 높을 때보다 사회불안이 낮을 

때 유력하게 기능하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로써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이 연인관계

에서 친 감을 형성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결정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없었다. 이는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의 하나로 향후 보다 가망성 있는 요인을 사용하여 종단적으로 설계

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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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불안이 연인관계 친 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표현성의 조절효

과를 정서유형과 성차에 주목하여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즉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 감 

간의 관계에서 긍정 또는 부정 정서표현성이 다른 양상의 조절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고, 이

때 남녀에 따른 성차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현재 연애중인 대학생을 대상으

로 사회불안, 정서표현성, 연인관계 친 감 설문지를 조사하여 얻은 270명(남 131, 여 

139)의 자료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불안이 연인관계 친 감에 

미치는 경로에서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는 긍정 또는 부정 정서에 따라,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첫째, 남성의 경우 긍정정서 표현성은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

감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정서 표현성의 조절효과는 나타나

지 않았다. 즉 사회불안이 낮은 남성은 긍정정서 표현이 많으면 긍정정서 표현이 적을 때

보다 연인관계 친 감이 대폭 상승하지만, 사회불안이 높은 남성은 긍정정서 표현을 많이 

해도 연인관계 친 감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 둘째, 여성의 경우 부정정서 표현성은 

사회불안과 연인관계 친 감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정서 표

현성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정정서 표현이 많을 때는 여성의 사회불안 수준

의 높고 낮음에 따라 연인관계 친 감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부정정서 표현이 적을 

때는 사회불안이 높은 여성보다 사회불안이 낮은 여성의 연인관계 친 감이 크게 높았다. 

이 결과에 대한 의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이 논의에 제시되었다. 

     주요어 : 연인관계 친 감, 사회불안, 정서표현성, 성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