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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애착유형이 대인관계에서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애착유형
에 의한 갈등해결전략의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으로는 378명의 서울시내 K대 학생이 참여
했으며, 애착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Bartholomew와 Horowitz(1991)에 의한 성인애착질문지를 사용하고, 그
들의 분류에 의해 애착유형을 안정형, 회피형, 양가형, 공포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대인관계에서의 갈등해
결전략의 유형을 진단하기 위해 Rahim과 Magner(1995)의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그들의 분류에 의
해 갈등해결전략을 절충 및 협력, 회피, 지배, 양보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험
자의 약 60%가 안정애착유형을, 약 25%가 양가애착유형을, 나머지 10% 미만이 각각 회피와 공포의 애착유
형을 보였다. 또한,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전략에 대한 분석결과, 총 378명의 피험자 
중 약 60%가 절충 및 협력 전략을, 약 25%가 지배형의 전략을, 약 10%가 양보형 전략을, 그리고 5% 남짓
이 회피형 전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의 애착유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갈등해결전략은 회
피형과 절충 및 협력전략이었다. 안정애착유형은 양가나 공포애착에 비해 갈등해결전략으로 회피형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공포애착유형은 안정애착유형에 비해 갈등해결전략으로 절충 및 협력을 선
택하는 경우가 유의한 차이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는 애착유형이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상황을 대처하는데 유
의한 영향을 미치며, 자신과 타인의 애착유형에 대한 정보는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상황을 해결하는데 유의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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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은 사회  계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시 수많은 갈등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이

러한 갈등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심리 인 립감과 립 인 행동을 내포하는 역동

인 과정으로 해석되기도 하고(Deutsch, 1973), 자신의 심사를 상 방이 좌 시켰거나 좌

시키려고 하는 것을 지각해서 발생하는 과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Tomas, 1976). 그런데, 갈등

은 양립이 불가능한 행동의 상태에서, 개인들 간의 반  행동이 갈등의 필수조건이라는 에

서 공통 을 찾을 수 있다(Deutsch, 1973; Johnson, 1975; Shantz, 1987). 사회  계에서 갈등

을 해결하는 방법을 흔히 갈등해결 략 혹은 갈등해결 양상이라 한다. 갈등 해결 략은 “

인 계에서 인식된 갈등을 개인의 목표에 따라 해결하려는 한 수단이나 다양한 방

법”(Spivack, Platt, & Shure, 1976)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인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

을 해결하기 해 선택하는 략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갈등해결 략의 유형 에는 친

구 계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략으로 Rahim과 Magner (1995)에 의한 ‘ 충  력’, ‘양

보’, ‘지배’, ‘회피’의 4가지 분류가 있다. 이 모형은 자신과 상 방 양쪽 모두의 욕구에 한 

심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양쪽이 수용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해 노력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성취하는 ' 충과 력' 략과, 원만한 계를 유지하기 해 자신의 심사

보다 상 의 심을 만족시키기 해 노력하는 '양보' 략과, 자신의 심사를 충족시키기 

해 상 방을 압도하는 승리-패배 지향 인 '지배' 략 그리고 자신과 상 방에 한 심의 정

도가 모두 낮으며, 단지 그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갈등에서 벗어나려는 '회피' 략으로 구성되

어있다. 

기존의 문헌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갈등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에 한 정 이고 부

정 인 에 의해 개인이 선호하는 해결 략은 다양해질 수 있는데, 자신과 타인에 해 인

식하는 방식에 향을 주는 것에 해 잘 설명하는 이론  하나가 애착이론이다. 인간은 태

어나는 순간부터 사회  존재가 된다. 사회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사회  발달에 있어 가장 

요한 첫 단계는 애착의 형성이다. 애착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친 한 사람에 해서 느

끼는 강한 정서  유 계를 말한다. 아기  유아기에 형성된 애착과 부모와의 유 계

는 어른들의 애착형성에도 향을 미친다(Ainsworth, 1985; Collins & Read, 1990; Kobak & 

Sceery, 1988). Hazen과 Shaver(1990)도 아동기에 수립된 애착체계는 성인의 사회  계에 

요한 향을 끼친다고 하 다. 사회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이 끊임없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일이 인 계 갈등이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 애착 련 연구의 흐름은 부분 응이나 정신 

병리, 그리고 부모와의 계에 을 맞추고 있고(박고운, 이기학, 2007), 애착이 사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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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 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을 해결하는 양상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매우 드

물다. 한, 성인의 인 계 갈등의 해결양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었으나, 이를 유아

시  주양육자와의 계에서 시작되는 애착유형과 연 을 지으려 하지는 않았다.

애착이론에서 Bowlby(1969)는 유아가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  작동 모델을 일

단 발달시키면, 작동 모델은 재의 발달 방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자기-조  수단을 갖추

게 된다고 하 다. 를 들면, 인지 , 행동  구조는 무엇을 지각하고 무엇을 무시할 것인지,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그 상황을 다룰 행동계획이 무엇인지 등을 결정한다. 

즉 자신과 자신에게 요한 타인과의 계에서 경험을 통해, 내  작동 모델은 자신과 인

계의 도식에 향을 주어 결과 으로 개인의 삶에 향을  수 있다(박은  2002). 한, 내  

작동 모델은 자신과 타인에 한 일반화된 기 , 신념,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의 결과

에 한 견과 계획, 인 계  상호작용에서의 사고, 감정, 행동에 한 지시 등에 향을 

주어 자신의 사회  상호작용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고 반응할 지를 안내해 다고 했다

(백지숙, 2000). 그러므로, 애착유형은 인 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갈등해결 략에도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애착이 인 계 갈등해결 양상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 학생들의 애착유형은 어떠한지, 학생들이 

인 계의 갈등해결을 해 주로 사용하는 략이 무엇인지, 애착유형이 인 계의 갈등상황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고, 애착유형이 인 계의 갈등해결 양상을 설명하는 측력

을 분석해 으로써 애착과 련하여 인 계의 갈등 문제를 근하는데 있어 새로운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이에 따른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애착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학생은 인 계 갈등문제의 해결을 해 어떤 략을 

사용하는가? 셋째, 학생의 애착유형이 인 계에서의 갈등상황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넷

째, 학생의 애착유형이 인 계에서의 갈등해결양상을 측하는 설명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애착의 의미와 그 유형에 따른 특성

일반 으로 애착(attachment)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친 한 사람에 해서 느끼는 강한 

정서  유 계를 말한다. 생후 6개월경이면 거의 모든 유아는 돌보아 주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고, 돌보아 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하고, 그가 떠나려고 하면 떼를 쓰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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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에 해 Bowlby(1958)는 애착(attachment)이라 하고, 어머니와 

유아의 유 계를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하 다. 그는 애착이란 다른 사람에게 근을 유

지하려는 행동, 혹은 그 근이 손상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려는 행동이라고 정의하 다. 

Bowlby(1969)와 Ainsworth(1979)를 심으로 발달한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은 인간의 

애착 유형이 양육자(어머니 혹은 어머니 리인)가 그의 요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애착을 형성할 무렵 인간은 자신을 돌보아주는 사람이 자신의 

요구에 지지와 보호를 제공하느냐 그 지 않느냐에 따라 애착인물에 해 정 이거나 부정

인 표상을 형성하게 되고, 이와 함께 자신에 한 표상도 형성하게 된다. 즉 자신이 애착인

물로부터 사랑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소 한 존재로 인정받는지 그 지 않은지에 따라 자신

에 해 정  혹은 부정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 

Ainsworth et al.(1978)은 구조화된 낯선 상황실험을 통해 애착유형을 안정형, 양가형, 회피

형의 세 가지로 나 었으며, 양가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을 불안정 애착으로 악하 다. 안정

애착을 보이는 아는 어머니가 있는 동안에 자유롭게 탐구하고, 어머니와 분리되었을 때는 

불안을 보이지만, 재회하 을 때 곧 진정되며 상호작용이나 을 추구하고 곧 탐색 놀이로 

돌아간다. 양가  애착을 보이는 아는 분리에 심하게 항하고, 분리된 동안 힘들어하고, 재

결합의 상황을 어려워하며, 어머니가 돌아와도 진정되지 않고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거나 

화내고 매달리며,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에 해 탐색하지 않는다. 회피  애착을 보이는 

아는 어머니에 해 심을 보이지 않아 분리될 때 약간 항하고 분리에 한 고통이 거

나 없다. 재결합하면 회피하거나 무시한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주 를 맴돌면서 의존 인 

탐색을 한다.

Ainsworth(1979)와 Sroufe(1979)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욕구에 한 양육자 반응

의 일 성 차이에 기인한다고 했다. 양육자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애착유형을 보면 다음

과 같다. 안정  애착 유형을 가진 유아의 양육자는 유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이 

보이는 단서에 알맞은 반응을 보이며,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진하는 양육행동을 한다. 양가  

애착유형을 가진 유아의 양육자는 유아의 욕구에 반응하는데 일 이지 못하다. 한, 정서  

근에 어려워하고, 유아의 애착 욕구에 지속 으로 반응하지 못한다. 회피  애착유형을 가진 

유아의 양육자는 유아의 감정  단서에 민감하지 못하고, 가까운 신체  을 피하며, 명백

히 거 하고 간섭하는 양육행동을 한다. 

애착연구 기에는 애착이란 아와 돌보아주는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애정  유 계만

을 의미하 다. 그러나 아기에 형성된 애착이  생애를 통하여 계속되고 성장과정을 통하

여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계에서도 애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됨에 따라 

애착이 아동기는 물론 성인기까지 비교  안정 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애착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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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흔히 내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 혹은 정신  표상을 통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는 개인이 측하기 해 마음속으로 작업하는 것을 의미하고, Bowlby(1969)는 

아이가 경험을 통하여 내  작동 모델이나 애착 표상을 만든다고 하 다.

성인애착의 경우 애착의 유형 분류가 복잡해진다. 성인의 경우 유아들과 달리 그들의 행동

반경이 매우 넓어질 뿐만 아니라, 부모를 지각하거나 부모와 계를 맺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애착유형별로 행동상의 차이가 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애착유형에 따라서 

뚜렷한 심리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류가 어렵다. 최 로 성인 애착연구

를 해 질문지를 개발한 Hazen과 Shaver(1987)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다. 그들

의 연구에서 성인 집단의 경우 행복감이나 우정, 타인에 한 신뢰성에서 안정형인 사람들이 

가장 높은 수를 얻었지만 회피형과 양가형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Feeney와 

Noller(1990)는 회피형인 사람들이 안정형인 사람들에 비해 좀 더 부정 인 자기 이미지를 가

지고 있다고 하 지만, Collins와 Read(1990)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고 하 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성인 애착 유형 분류와 련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

과들을 해결하기 하여 Bowlby(1969)의 이론에 근거한 자기-타인 이원 모델을 구상하여 공포

형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여 네 가지 애착이론을 제안하 다. 기존의 세 가지 유형의 애

착이론이 찰된 자료를 사후 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한 반면, 네 가지 유형의 애착이론에

서는 Bowlby(1969)의 내  작동 모델 이론에 따라 자기 모델의 정/부정성과 타인 모델의 

정/부정성이 상호 조합된 네 개 유형을 가설 으로 분류한 뒤 경험  찰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 다(박고은, 이기학, 2007). 즉 Bowlby(1969)의 이론에 따르면 애착을 형성할 때 

유아는 애착인물과 계를 가지면서 자신과 애착인물에 해 정 혹은 부정  표상을 갖게 

된다. 따라서 4가지의 조합(자기 정-타인 정, 자기 정-타인부정, 자기부정-타인 정, 자기부

정-타인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네 가지 유형의 애착이론에서 안정형(secure) 애착유형은 자신모델과 타인모델 모두 정

인 경우이다. 이들은 자기에 한 만족감과 자존감이 높고, 한 타인에 해서 신뢰감이 높

고, 계에서의 만족도도 일 으로 높게 나타난다. 즉 이들은 타인을 이지 않은 존재

로 지각하고 친 한 계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양가형(ambivalent) 애착유형은 세 가지 애착

이론의 양가  애착유형에 상응하며 자신모델은 부정 이며 타인모델은 정 인 경우이다. 

이들은 타인과 과도하게 착된 계를 추구하는 동시에 타인에 한 양가 인 감정을 나타낸

다. 이들은 요한 타인과의 부정 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여 히 안정감의 토 로 생

각하며 그에게 의지하려 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에 해 무가치하게 느끼지만, 주 인 안

정감을 얻기 해 요한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이상화시키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가

정된다. 세 가지 유형의 애착이론에서 회피형인 사람들 에 어떤 사람은 주 인 고통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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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모델

자기-모델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secure
(안정형)

ambivalent
(양가형)

부정적 avoidant
(회피형)

fearful-avoidant
(공포형)

[그림 1] 자기-타인 이원 모델에 따른 4가지 애착유형

소하지도 않고 애착욕구도 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반면, 어떤 사람은 타인과 가까워졌을 때 

주  고통과 불편감을 호소한다. 이 사실에 착안하여 연구자들이 단일형으로 취 했던 회피

형을 무시형과 공포형으로 분류하 다. 무시형은 자신모델은 정 인 반면, 타인모델은 부정

이다. 이들은 친 한 계 형성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요한 타인과의 부정

인 경험을 통해 타인에 해 부정 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해 자신에 해서는 정 인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 공포형은 자신모델

과 타인모델 모두 부정 이다. 이들은 친 한 계에서 근과 회피 경향을 모두 보이는 혼란

을 나타낸다. 이들은 요한 타인과의 부정 인 경험에 압도되어 군가와 친 한 계를 형

성하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실제로 부분의 연구에서 양가형 애착유형은 안정형보다 일 되게 자기 모델이 부정 으

로 나타났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er, 1990; 

Griffin & Bartholomew, 1994). 그러나, 회피형 애착유형에 한 연구는 일 이지 않다. 

Griffin과 Bartholomew(1994)의 연구에서는 회피형 애착이 안정형 애착보다 부정 인 자기상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Collins와 Read(1990)의 연구에서는 안 형 애착과 무시형 애착사

이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Freeney와 Noller(1990)의 연구에서는 회피형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

이 스스로 부정 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 언 한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제안한 자기-타인 이원 모델에 따른 4가지 

애착유형은 [그림 1]과 같다.

자기-모델 축은 자신에 해 정 인 상 는 부정 인 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고 이것

은 의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신에 해 정 인 상을 가질수록 타인에게 게 의존한다

는 것이고 자신에 해 부정 인 상을 가지고 있을수록 타인에게 많이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모델 축은 타인에 해 정 인 상 는 부정 인 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고 이것은 

회피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타인에 해 정 인 상을 가지고 있을수록 회피성이 낮으며 타

인에 해 부정 인 상을 가지고 있을수록 회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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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 간 갈등 및 갈등해결전략의 의미와 유형 및 특성

사회  계에서 개인 간 갈등에 한 정의를 보면, Deutsch(1973)는 개인 간 갈등을 양방간

의 교류에서 일방의 활동이 상 방의 활동과 상충될 때 일어나는 일상 인 사건이며, 심리  

립감과 립 인 행동을 내포하는 역동 인 과정으로 보았다. Tomas(1976)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사를 상 방이 좌 시켰거나 좌 시키려고 하는 것을 지각할 때 생기는 과정으로 정

의했다. Hay와 Ross(1982)는 갈등이란 한 사람이 무엇을 하 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에 반

하는 개인 간의 반 로 구성되어 진다고 정의하 고, Robins(1983)은 갈등이란 목 을 달성하

고 이익을 계속 추구하는데 있어서, 상 방에게 좌 을 래하게 할 방해 행동을 취함으로써 

상 방의 노력을 상쇄하기 하여 자신에 의해 의도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의 과정이라

고 정의하 다. Laursen(1993)은 갈등을 계 내에서 지각된 불평등으로 보고, 이는 상호작용

에 있어 비용과 보상간의 불균형을 의미하며, 지각된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참여자의 반 행동

으로 표 된다고 하 다. Viert(1997)는 사회 으로 유도된 어도 한 가지 쟁 에 기인한 불

일치 경험이라고 갈등을 정의하고, 이는 다른 개인과 련되기 때문에 그 특성상 사회 이며, 

일방 이거나 양방 일 수 있다고 하 다.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사회  계에

서 개인 간 갈등을 정의하고 있지만, 갈등은 양립이 불가능한 행동의 상태이며, 개인들 간의 

반  행동이 갈등의 필수조건이라는 에 동의하고 있다(Deutsch, 1973; Johnson, 1975; 

Shantz, 1987).

사회  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흔히 갈등해결 략 혹은 갈등해결 양상이라 한

다. 갈등 해결 략은 “ 인 계에서 인식된 갈등을 개인의 목표에 따라 해결하려는 한 수

단이나 다양한 방법”(Spivack, Platt, & Shure, 1976)이다. 통 으로 갈등 해결 략은 2개 이

상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왔다(Vliert, 1997). Deutsch(1969)는 갈등 해결 략을 력과 경쟁의 

두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 다. 그러나 이분법 인 설명으로는 갈등행동의 해결 략을 설명하

는 것이 불충분하다는 비 과 함께 Putnam과 Wilson(1982)은 요인분석을 통해 ‘회피하기’, ‘해

결지향',  ‘맞서기’로 갈등 해결 략을 분석하 고, Pruitt(1981)는 갈등상황에 직면한 개인이 

선택하는 갈등해결의 형 인 형식을 ‘갈등 상황으로부터 철회하기’, ‘양보하기’, ‘상호 으로 

수용 가능하거나 서로가 만족스러운 일치  찾기’,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상 방에게 강요

하기’ 등 4가지로 분류하 다. 

Johnson과 Johnson(1995)은 갈등 해결 략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하 다. 즉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목표를 얻기 한 것이거나 는 타인과 좋은 계를 유지하기 한 측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회피, 지배, 양보, 충, 통합

 상 등 다섯 가지 략이 나올 수 있다고 하 다. 각 략을 보면, ‘회피’는 자신의 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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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욕구충족에 대한 관심 정도

상대의 
욕구충족에

대한 관심정도

높음 낮음
높
음 협력 양보

낮
음 지배 회피

[그림 2] Rahim(1983)의 갈등척도 모델

타인과의 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며, ‘지배’는 타인과의 계에 한 고려 없이 자신의 목

표만 이루려 하는 것이며, ‘양보’는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보다는 타인과의 계를 유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 충’은 타인과의 계에도 어느 정도 손실을 입고 자신의 목표도 

약간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합  상’은 타인과의 계도 유지하면서 자신의 목표도 

얻는 것이다. 

한편, Blake와 Mouton(1964)은 개인 간 갈등해결 유형을 강압, 문제해결, 완화, 회피, 타 의 

5가지 방식으로 나 어서 연구했다. 강압(forcing)은 경쟁과 힘의 연 계로 타인의 요구를 

게 반 하고 자신의 요구 로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며, 문제해결(confronting)은 력과 

조정의 과정으로 문제에 직 으로 부딪히고 가능한 해결을 하는 것이다. 완화(smoothing)는 

갈등을 무시하거나 숨기기 한 순응행동을 말하고, 회피(avoiding)는 신체  는 심리  철

회 상태로 갈등상황에서 물러나거나 벗어나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타 (compromising)

은 각 당사자의 기본요구를 수용하는 해결을 말한다.

Thomas와 Kilmann(1974)은 Blake와 Mouton(1964)의 개념  모델을 근거로 갈등 해결방법

을 경쟁, 동조, 타 , 동, 회피 등 5가지로 분류하고, 그것을 근거로 갈등해결에 한 도구를 

개발하 다. 이 도구는 리 사용되고 있으나 갈등상황이나 사건에 한 개인의 특정 반응은 

단일 차원의 특성으로 나타나기보다 복합 인 특성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복합 인 행동 특성

을 반 하기 해 보다 포 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제한 을 보완하기 해

서 Rahim(1983)은 Blake와 Mouton(1964)의 2차원 도식에 기 해 조직체 내에서 인 계의 

갈등 해결 략을 측정하는 척도(Rahim Organizational Conflict Inventory - Ⅱ: ROCI - Ⅱ)를 

개발하 다. 이 척도에서는 개인이 갈등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에 한 심 정도

와 타인에 한 심 정도를 두 축으로 두고 개인의 행동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에 따라 

력(integration), 충(compromising), 양보(obliging), 지배(dominating), 회피(avoiding)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 다.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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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은 자신과 상 방 양쪽 모두의 욕구에 한 심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양쪽이 수용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해 노력하는 것이다. 자신과 상 방의 심과 이해를 정확히 알려

고 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집 으로 정확히 악하고 문제해결을 한 통합  안을 

도출해 내는 유형이다. ‘양보’는 자신의 욕구충족에 한 심의 정도가 낮고 상 의 욕구충족

에 한 심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원만한 계를 유지하기 해 자신의 심사보다 상 의 

심을 만족시키기 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배’는 자신에 한 심의 정도가 높고 

상 에 한 심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자신의 심사를 충족시키기 해 상 방을 압도하는 

승리-패배 지향 인 것을 의미한다. ‘회피’는 자신과 상 방에 한 심의 정도가 모두 낮으

며, 단지 그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갈등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 충’은 자신과 타

인의 공통 심사를 주고받기 한 안으로 양쪽 모두 어느 정도씩은 포기하고 상호 수용 가

능한 해결책을 성취하는 것으로 양쪽 모두가 심사를 조 하는 것이다.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된 갈등해결 략은 조직체 내에서 연구되어온 것으로 조직과 같은 

형식 인 상황에서는 5개의 략이 뚜렷하게 구별되지만, 부모-자녀 계, 형제 계, 친구 계

와 같은 비형식 인 친근한 계에서는 ‘ 충’과 ‘ 력’이 덜 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mmock, Richardson, Pilkington & Utley, 1990). 그래서 Rahim과 Magner(1995)는 비형식

인 계에서는 ‘ 충  력’을 같은 요인의 묶어 갈등 해결 략을 ‘ 충  력’, ‘양보’, 

‘지배’, ‘회피’의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 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한 갈등 해결

략을 사용하여 친구 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갈등해결 략을 분석한다.

3. 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애착이론에서 Bowlby(1969)는 내  작동 모델이 일단 발달하면, 작동 모델은 재의 발달 

방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자기-조  수단을 갖추게 된다고 하 다. 를 들면, 인지 , 행

동  구조는 무엇을 지각하고 무엇을 무시할 것인지,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그 상황을 다룰 가능성이 있는 행동계획이 무엇인지 등을 결정한다. 즉 자신과 자신에게 요

한 타인과의 계에서 경험을 통해 내재화된 작동 모델은 자신과 인 계의 도식에 향을 

주어 결과 으로 개인의 삶에 향을 다(박은  2002). 내  작동 모델은 자신과 타인에 

한 일반화된 기 , 신념,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  작동 모델은 미

래의 결과에 한 견과 계획, 인 계  상호작용에서의 사고, 감정, 행동에 한 지시 등

에 향을 주어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  상호작용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고 반응할 지를 

안내해 다고 할 수 있다(백지숙,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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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내  작동 모델은 자신과 타인의 애착 패턴 형성에 하여 아직 완 히 알 수는 없지

만 보편 이고 부분 인 여러 측면의 도식들의 연결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 -사회  실제

와 그 의미들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여진다. 내  작동 모델은 애착 양식과 사회  상

황에서의 개인차를 결정지으며, 인 계와 련한 결과변인을 측하는 요한 변인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크다. Feeney와 Noller(1990)는 자아와 인간 계에 한 일반 인 과정을 다루

는 작동 모델들이 애착유형에 따라 다름을 발견하 다. 두 개의 불안정 집단들과 비교해서 안

정집단은 그들의 인간 계에 해서 더 신뢰하고 있었고 자신감도 높았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안정형으로 분류된 집단이 더 표 이고 제 이었으며, 덜 냉담하고, 덜 

내향 이었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인 계의 문제를 덜 갖는다고 하 다. 그러므로 애착유형

은 인 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갈등해결 략에도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를 하여 서울 시내 K 학에 재학 인 학생 391 명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애착질문지에 복 응답하거나 다른 척도에 부분 으로 응답한 자료들을 제외한 후 최종

 자료  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반응이 상충되는 13명의 자료를 제외한 378 명의 자료를 

연구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자  남자는 132명 여자는 255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5

세 (표 편차 = 4.05), 평균 학년은 2.5년(표 편차 = 1.09년)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피험자 손

실은 개인의 애착유형을 결정하는 문항에서 발생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인 애착 질문

지는 강제 선택형 범주 척도 는데, 13명의 학생이 애착유형질문에 한 반응의 최종 수에서 

두 개 이상의 유형에 동일한 수를 획득함과 동시에 그  본인이 선택한 애착유형과 일치하

는 것이 없어 최종 분석에서 제외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 도구로는 애착유형 검사지와 갈등해결 략 검사지이다. 그  학생의 애

착유형을 악하기 한 조사도구는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성인애착질문지를 번

안하여 사용하 다. 애착유형검사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반부는 일반 인 인 계 

상황에서 자신의 반응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7  평정척도로 평가하는 12개의 문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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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후반부는 주어진 네 가지 애착유형 에서 피험자 본인이 한 가지유형을 선택하게 하는 1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어진 12개의 문항에 한 총 수와 피험자 본인이 선택한 애착

유형이 일치하 을 때 그것을 최종 인 개인의 애착유형으로 결정하 다. 갈등해결 략을 

악하기 한 조사도구는 Rahim과 Magner(1995)의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 으며,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비형식 인 계에서 사용되는 갈등해결 략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갈등해결

략 검사지는 5  평정척도로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갈등해결 시의 략  ‘ 충  력’, 

‘양보’, ‘지배’, ‘회피’ 략에 해 각각 질문하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략에 

한 총 수가 가장 높은 것을 최종 인 갈등해결 략으로 결정하 다. 검사지의 내 일치도 

(Cronbach's α)는 .50이다.

3. 자료 분석

애착유형 분석을 해서는 12개의 문항에 한 피험자의 반응총 에서 가장 높은 수를 얻

은 유형과 자기진단에 의한 유형이 일치하는 것을 피험자의 최종 애착유형으로 분류했다. 갈

등해결 략 분석을 해서는 각각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갈등해결 략유형  가장 높은 총

을 얻은 것을 갈등해결 략 유형으로 분류했다. 애착유형이 갈등해결 략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서는 피험자의 애착유형별 반응 수와 갈등해결 략의 유형별 반응 수를 가지

고 다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한, 애착유형이 갈등해결 략 선택을 측하기 해 다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애착유형분류

애착유형은 네 개의 애착유형에 한 각각 세 개로 구성된 12개의 문항에 한 평정척도 

수에서 가장 높은 총 을 나타낸 유형과, 피험자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애착유형이 일치할 경

우에 최종 인 애착유형으로 분류하 다. 그 결과는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총 387명

의 피험자 에 232명(59.9%)이 안정애착유형을, 92명(23.77%)이 양가형의 애착유형을 나타냈

으며, 28명(7.24%)과 25명(6.46%)이 각각 공포형과 회피형의 특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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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유형별 집단 사례수 (%) 
애착유형 갈등회피형 갈등절충 및 

협력형 갈등지배형 갈등양보형 전체
피험자 수 (%) 25(6.5%) 232(60%) 92(23.8%) 38(9.8%) 387(100%)

<표 2> 학생 갈등해결 략분포

애착유형별 집단 사례수 (%) 
애착유형 안정형 양가형 회피형 공포형 전체

피험자 수 (%) 232(59.9%) 92(23.77%) 25(6.46%) 28(7.24%) 387

<표 1> 피험자의 애착유형별 집단 사례수(%)

2. 대인관계에서의 갈등해결의 양상 

갈등해결의 략은 회피형, 충  력형, 지배형, 양보형으로 각 유형별로 네 개로 구성

된 16개의 문항에 한 평정척도 수에서 가장 높은 총 을 나타낸 경우를 최종 인 갈등해

결 략으로 분류하 다. 그 결과는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총 387명의 피험자 에 232

명(60%)이 충  력 략을, 92명(23.8%)이 지배형의 략을, 38명(9.8%)이 양보형 략을, 

25명(6.5%)이 회피형 략을 선택했다. 

3. 애착유형이 대인관계에서의 갈등해결양상에 미치는 영향

피험자의 애착유형이 갈등해결 략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결과는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애착유형이 유의도 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갈등해결

략에는 회피형과 충  력 략이 있었다. 갈등해결 략으로 회피형 략을 선택하는 경

우는 안정애착유형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평균=14.86, 표 편차=.15), 이는 scheffe 사

후검증결과, 양가애착(평균=13.99, 표 편차=.24)과 공포애착유형(평균=14.24, 표 편차=.37)을 

보이는 피험자들의 수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갈등해결 략으

로 충  력을 선택하는 경우는 공포애착 유형을 보이는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 수를 보

으며(평균=13.16, 표 편차= .43), scheffe 사후검증 결과에 의하면, 안정애착 유형의 피험자

들의 평균 수와(평균=11.85, 표 편차=.17)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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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R R2 B F P
안정형 .141 .020 -.141  7.782 .006*

안정형+양가형 .239 .057 .203 11.612 .000*

안정형+양가형+공포형 .271 .073 .147 10.124 .000*

*p<.05

<표 4> 애착유형과 갈등 충  력 략과의 다 상 분석 결과

안정형 회피형 양가형 공포형 전체 F p
자기 긍정 긍정 부정 부정
타인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갈등
해결
전략

갈등회피 14.86(.15) 13.71(.46) 13.99(.24) 13.24(.37) 14.36(2.43) 8.067 .000*

갈등절충 및 협력 11.85(.17) 12.71(.53) 12.32(.43) 13.16(.43) 12.12(2.68) 3.403 .018*

갈등지배 10.19(.17) 10.46(.53) 10.04(.27)  9.32(.43) 10.07(2.65) 1.355 .256
갈등양보 10.83(.18) 10.83(.55) 11.33(.28) 12.05(.44) 11.06(2.78) 2.603 .052

*p<.05 (최고 -20/최 -4)

<표 3> 애착유형에 따른 갈등해결 략 평균(표 편차)

4. 애착유형과 갈등해결전략과의 상관관계

1) 갈등 충  력과 애착유형과의 상 계

갈등해결을 해 충  력 략을 사용하는 경우에 미치는 애착유형의 하  향을 알아

보기 해 stepwise비교를 통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갈등해결시의 

충  력 략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애착의 특성으로는 양가애착유형으로서 체변량

의 3.7%를, 안정애착유형은 2.0%를, 공포애착유형은 1.6%의 유의한 통계  설명력을 보 다. 

갈등해결 시 충  력 략을 선택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은 양가와 공포애착

유형의 특성이며 안정애착유형의 특성은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애착

유형, 양가애착유형, 그리고 공포애착유형의 특성으로 갈등해결 시 충  력 략을 선택하

는 경우를 측하기 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갈등 충  력 략)=10.428 - 4.86X'1(안정형) +.125X'2(양가형) +.117X'3(공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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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R R2 B F P
안정형 .225 .051 .225 20.572 .000*

안정형+공포형 .278 .077 -.171 16.050 .000*

*p<.05

<표 5> 애착유형과 갈등회피 략과의 다 상 분석 결과

Model R R2 B F P
안정형 .102 .010 .102 4.043 .045*

*p<.05

<표 6> 애착유형과 갈등지배 략과의 다 상 분석 결과

2) 갈등회피 략과 애착유형과의 상 계

갈등해결을 해 회피 략을 사용하는 경우에 미치는 애착유형의 하  향을 알아보기 

해 stepwise비교를 통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갈등해결 시의 회피

략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애착의 특성은 안정애착유형으로서 체변량의 5.1%, 공포애착유

형은 2.6%의 유의한 통계  설명력을 보 다. 갈등해결 시 회피 략을 선택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은 안정애착 유형이며, 공포애착 유형의 특성은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안정애착유형, 공포애착유형의 특성으로 갈등해결을 해 회피 략을 선택하

는 경우를 측하기 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갈등회피 략) = 13.487 +.154X'1(안정형) -.124X'2(공포형)

3）갈등지배 략과 애착유형과의 상 계

갈등해결을 해 지배 략을 사용하는 경우에 미치는 애착유형의 하  향을 알아보기 

해 stepwise비교를 통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갈등해결시의 지배

략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애착의 특성으로는 안정애착유형으로서 체변량의 1.0%의 유

의한 통계  설명력을 보 다. 안정애착유형, 공포애착유형의 특성으로 갈등해결을 해 회피

략을 선택하는 경우를 측하기 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갈등지배 략)= 8.765 +.100X'1(안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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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R R2 B F P
양가형 .226 .051 .226 20.683 .000*

*p<.05

<표 7> 애착유형과 갈등양보 략과의 다 상 분석 결과

4）갈등양보 략과 애착유형과의 상 계

갈등해결을 해 양보 략을 사용하는 경우에 미치는 애착유형의 하  향을 알아보기 

해 stepwise비교를 통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갈등해결시의 양보

략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애착의 특성으로는 양가애착유형으로서 체변량의 5.1%의 유

의한 통계  설명력을 보 다. 양가애착유형의 특성으로 갈등해결을 해 양보 략을 선택하

는 경우를 측하기 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갈등양보 략)= 8.735 +.202X'1(양가형)

V. 논의

피험자의 애착유형과 갈등해결 략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피험자의 약 60% 정도가 안정애

착 유형을, 약 25%정도가 양가애착 유형을, 그리고 10% 미만이 공포형과 회피형의 애착특성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 계에서의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 략에 한 

분석결과, 총 387명의 피험자  약 60%가 충  력 략을, 약 25%가 지배형의 략을, 

약 10%가 양보형 략을, 그리고 5% 남짓이 회피형 략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수의 피험자가 바람직하다고 단되는 안정애착유형의 특성을 보 고, 충  력의 갈

등해결 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자신을 부인하고 타인을 인정하는 양가

애착유형의 특성을 보이는 피험자가 많았으며, 갈등해결 시에는 타인과의 계에 한 고려 

없이 자신의 목표만 이루려 하는 지배형이 많이 나타났다.  

피험자의 애착유형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갈등해결 략은 회피형 략과 충  력

략이 있었다. 갈등해결 략으로 회피형 략을 선택하는 경우는 안정애착유형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양가애착과 공포애착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타인과의 계에서 갈

등구조가 발생했을 때, 회피형의 갈등해결 략은 자신의 목표와 타인과의 계를 모두 포기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과 타인을 모두 정하는 안정애착유형의 피험자가 이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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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가장 많이 보인 반면, 자신을 부정하고 타인을 정하는 양가애착유형이나 자신과 타인

을 부정하는 공포형에서는 이러한 상이 통계 으로 가장 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과 타인

을 정하는 안정애착유형은 인간 갈등의 상황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포기하거나 타

인과의 계를 포기하더라도 자신을 지키려는 극 인 행동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갈등해결 략으로 충  력을 선택하는 경우는 공포애착유형을 보이는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안정애착유형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 다. 다시 말해, 타인과의 계에도 

어느 정도 손실을 입고 자신의 목표도 약간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 충’과, 타인과의 

계도 유지하면서 자신의 목표도 얻는 ‘통합  상’은 자신과 타인을 부정하는 공포애착유형

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자신과 타인을 정하는 안정애착유형에는 가장 게 나타난 것이

다. 이는 자신과 타인을 정하지 않는 공포애착유형을 가진 집단은 인간 갈등의 상황에서 

자신이 손실을 입고 자신의 목표는 포기하더라도 타인과 충을 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타인

과의 계도 유지하면서 자신의 목표도 얻는 통합  상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애착의 특성으로 갈등해결 략을 측하는 설명력과도 일치했다. 인 계에서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타인과의 계에도 어느 정도 손실을 입고 자신의 목표도 약간은 포기하

거나 하는 충과, 타인과의 계도 유지하면서 자신의 목표도 얻는 ‘통합  상’은 자신을 부

정하거나 자신과 타인을 모두 부정하는 공포애착유형과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신의 목표와 타인과의 계를 모두 포기하는 회피 략은 자신과 타인을 모두 정하는 

안정애착이 정 인 상 계를,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모두 부정하는 공포애착이 부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과의 계에 한 고려 없이 자신의 목표만 이루려 하

는 지배 략은 자신과 타인을 인정하는 안정애착과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목표

를 추구하기 보다는 타인과의 계를 유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양보를 통한 갈등해결 략은 

자신은 부정하고 타인을 정하는 양가애착과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첫째, 피험자를 4년제 학생에 제한하여 조사를 하 기 때문에 

․ ․고 학생이나, 학교 졸업 후의 일반인에게 일반화하기가 조심스럽다는 이다. 둘째, 

구체 이기 보다는 일반 인 인 계의 갈등상황에서의 해결 략에 해 다루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갈등의 상황에서의 피험자의 태도와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후속연구를 한 제언으로는 기존의 연구에서 성인의 애착유형이 경험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상호작용하는 상 에 따라서 다양한 애착유형을 가진다는 주장처럼(Baldwin, 1996), 

어떠한 성인기의 사회  상호작용의 경험이 애착유형의 변화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

는 성인애착의 변화와 성장에 한 유의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한, 성별과 나이와 같은 

특성이 애착에 미치는 향이 있는지에 한 연구를 제안한다. 이는 유아기에 불안정애착경험

을 한 성인이 안정 애착유형을 학습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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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ttachment Styles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in Social Relationship*

1)Sunyoung Joung**․Jinyoung Kim***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ttachment styles on 

selecting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and establish a model of predicting one's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based on attachment styles. 378 university students of K university in 

Seoul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as subjects. For the research instrument, the researchers 

used the revised adult attachment questionnaire(Bartholomew & Horowitz, 1991) to analyze 

ones' attachment styles and the Rahim Organizational Conflict Inventory(Rahim & Magner, 

1995) to identify one's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out of 

387 subjects approximately 60% of the subjects showed the secure attachment style, 

approximately 25% of them showed the ambivalent style, and less than 10% of them 

showed the avoidant and fearful-avoidant style each. Regarding the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approximately 60% of the subjects selected the compromising and cooperating, 

approximately 25% dominating, less than 10 % obliging, and the rest of them avoiding type.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avoiding, and compromising and cooperating strategy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The subjects with the secure attachment style chose 

avoiding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more than those with ambivalent and fearful-avoidant 

attachment styles. The subjects with fearful-avoidant attachment style chose compromising 

and cooperating strategy more than those with secure attachment style. The current study 

concludes that attachment styles give significant effects on conflict resolution, and provides 

the useful information of predicting the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based on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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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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