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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성인 애착 불안, 대인관계 문제, 거부 민감성, 정서조절 곤란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애착 불안과 대인관

계 문제의 관계를 거부 민감성과 정서조절 곤란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만 19세부터 39세

까지의 미혼인 성인 남녀 472명을 대상으로 애착 불안, 대인관계 문제, 거부 민감성, 정서조절 곤란을 측정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연구 변인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후, 측정모형을 검증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가 모두 정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거부 민감성과 정서조절 곤란 모두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를 매개하였고, 

거부 민감성과 정서조절 곤란의 다중매개 효과 또한 유의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애착 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대인

관계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애착 체계를 이해하도록 해야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거부에

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점검하고, 자신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수용하여 적절하게 다룰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성인 애착, 애착 불안, 거부 민감성, 정서조절 곤란, 대인관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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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평생 동안 타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게 된다. 

인간은 성장하는 동안 타인과의 관계에서 성격을 형성하며 대인관계의 깊이와 범위를 확장해간다

(권석만, 1995). 그러므로 인간에게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김

종운, 양민정, 2014). 특히 성인 초기는 부모에게서 벗어나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고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져 다양한 범위의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로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안하얀, 서영

석, 2010; Bartholomew, & Horowitz, 1991). Erikson(1994)은 성인기에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인생에서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설명하였으며, Vaillant(2002) 역시 인생에서 행복하기 위한 조건

으로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관계라고 하였다. 이처럼 성인기 동안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는 인간 개

개인의 삶과 성장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피곤함을 호소하고 있다(김동욱, 김수연, 2017). 한 일

간지의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약 90%가 “인맥 관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하면서도 70%는 

“인맥 관리가 피곤하다고” 응답하였다(박민제, 홍상지, 2016). 대학생들 또한 대인관계 문제로 인해 

상담센터를 찾는 수가 증가하고 있고(아영아, 이명희, 2016), 대학 생활 동안 친 한 대인관계 형성

을 가장 힘든 어려움 중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이명조, 김준한, 김정수, 2016). 성인 직장인들 역시 

직장 내 인간관계 형성이 원만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정명우, 2017). 이처럼 현대 성인들은 대인관

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를 살펴봤을 때, 성인 초기로 접어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에게 대인관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고, 이는 이들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Horowitz, Rosenberg와 Bartholomew(1993)는 대인관계 문제를 타인과의 상호작용 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대인관계 문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애착 

이론이다(손강숙, 정소미, 2016; Lopez & Brennan, 2000; Schindler, Fagundes, & Murdock, 

2010). 애착(attachment)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근접하고 친 한 사람들과 맺고 있는 정서적 유대와 

결속을 의미한다(Ainsworth, 1989; Bowlby, 1973). 애착 이론에 따르면, 유아는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여 

내면화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적작동 모델은 성인기까지 유지되어 대인관계에 지속적으

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Ainsworth, 1982; Bartholomew & Horowitz, 1991; Bowlby, 1973), 이를 

‘성인애착’이라고 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성인애착 유형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분

류하였으나 분류된 유형들 속에 불안과 회피의 차원이 공통적으로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Brennan, Clark, & Shaver, 1998; Fraley, Waller, & Brennan, 2000), 이후 이 부분에 더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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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다. 그리하여 성인 애착을 애착 불안(attachment anxiety)과 애착 회피(attachment avoidance)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애착 불안이란 애착을 형성한 대상에게서 버림받고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타인에게 더 집착하려는 경향을 말하며, 애착 회피란 타인과의 친 한 관

계 형성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여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고 관계 형성을 회피하려는 성향

을 의미한다(Mikuliner & Shaver, 2007).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는 대인관계에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쳐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김민

선, 서영석, 2010; Wei, Vogel, Ku, & Zakalik, 2005). 예를 들어 애착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버림받거나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애착 대상에게 오히려 더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의존

한다(Simpson & Rholes, 2012). 반면, 애착 회피 수준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친 해지거나 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 때문에 심리적, 정서적으로 타인과 근접한 관계 형성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다(김광은, 이위갑, 2005; Brennan et al., 1998).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애착 

불안 성향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타인에게 더욱더 접해지려고 하여 타인이 오히려 멀어지

게 만들고, 애착 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은 친 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관계를 

회피하려고 노력한다(손강숙, 정소미, 2016; Shaver & Mikulincer, 2002). 이를 뒷받침 해주는 연구

로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애착 불안이 애착 회피

보다 대인관계 문제에 더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운, 양민정, 2014; 

Hayden, Müllauer, & Andreas, 2017). 또한 애착 불안 성향의 사람들은 부정적 상황을 증폭시키는 

과잉활성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연

구 결과도 있다(김혜원, 유성경, 2017; Mikulincer & Shaver, 200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타인과

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 오히려 관계에서 지나친 집착을 보이는 애착 불안을 중심

으로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애착 불안은 거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사소한 거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부 민감

성(rejection sensitivity)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Levy, Ayduk, & Downey, 2001). 거부 민감성이

란 사람들이 거부에 대해 항상 인식하고 있으면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함으로 인해 과민하게 반

응하는 것을 의미한다(Downey & Feldman, 1996). 거부 민감성은 유아기 동안 주 양육자로부터 

잦은 거부를 경험한 사람이 타인의 거부에 낙담, 분노, 관계 철수, 적대감 등의 과도한 정서와 행동

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Watson & Nesdale, 2012). 거부 민감성 개념은 Bowlby(1969)의 

애착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거부 민감성은 초창기 주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 과정에서 발달한

다(Downey & Feldman, 1996). 즉, 애착 불안이 형성된 사람들은 주 양육자에게서 거부당했던 경

험으로 인하여 타인의 거부에 취약한 태도를 보인다(Downey & Feldman, 1996). 또한 거부 민감성

은 Sullivan(1953)의 대인관계 이론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는데 Norona 등(2018)은 관계의 질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약 변인이 거부 민감성이라고 하였다. 작은 거부 반응에도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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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공격성을 보이며(이희경, 김경희, 이홍권, 2014), 거절 당할 거라는 불안감으

로 적대적이거나 수동적, 또는 회피적으로 행동하여(Romero-Canyas, Downey, Berenson, Ayduk, 

& Kang, 2010) 대인관계에서 불만족을 경험한다(안선경, 정여주, 2016). 또한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 상황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불확실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상대에게 보복하는 

반응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Zimmer-Gembeck & Nesdale, 2013). 더불어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를 지각하게 되면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

내고 이는 친 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이 된다(박민숙, 2014). 이러한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았을 때, 애착 불안은 거부 민감성과 관련이 있으며, 거부 민감성은 대인관계 문제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인관계에서 인간이 겪는 거부 경험은 개인에게 정서적 불편감을 유발한다(Staebler, 

Helbing, Rosenbach, & Renneberg, 2011).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거부를 인식하게 되면 

분노, 공격성, 적대감 같은 부정적 정서들을 나타내며 감정 철회 반응을 보이거나(최은선, 권해수, 

2013), 수치심이나 외로움과 같은 정서를 경험한다(황지선, 안명희, 2015).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취약하였고(김선미, 홍상황, 2014),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역시 낮았다(박우람, 홍상황, 2015). 거부 민감성 수준이 높은 성인들 역시 스스로 

감정을 차단하여 정서조절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은선, 권해수, 2013). 이는 거부 민감성이 

정서조절과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 준다. 

한편, 인간은 모든 관계에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한다(Esbjørn, Bender,  Reinholdt-Dunne, 

Munck, & Ollendick, 2012). 특히,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된 내적 표상은 

인간의 정서 경험에 영향을 미쳐 대인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Bowlby, 1988/2014). 주 양육자가 

유아에게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 주지 않으면 유아는 관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정서를 극대화

시키는 과잉활성화 전략을 발달시킨다(Mikulincer & Shaver, 2003). 과잉활성화 전략은 애착 불안

을 형성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특징으로 약한 외부 자극에도 감정적으로 더 예민하게 반응하여 과

도한 정서 표출을 유발한다(Brenning & Braet, 2013). 따라서 애착 불안이 형성되면 감정 표현을 

억제, 또는 회피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등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서영주, 김현주, 

2015). 구체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애착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과잉활성화 전략을 사용하여 과

장된 정서를 표출하면서 정서를 조절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였고(Brenning & Braet, 2013), 

정서조절 곤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진, 2017). 정서조절 곤란이란 정서를 효과

적이고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실패하여(Hofmann, Sawyer, Fang, & Asnaani, 2012), 

정서조절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Gratz & Roemer, 2004). 즉,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인식과 

이해, 수용 및 상황적인 요구와 개별적인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하는 대로 적합한 정서 반응

을 조절하고 발휘하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 정서조절에 곤란함을 느끼고(Gratz & Roem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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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조절 곤란을 

높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재희, 이아라, 

2016; 우희정, 박경, 2014). 그 이유는 정서를 억압하는 사람들은 부정적, 긍정적 정서 모두 타인과 

나누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친 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Gross & John, 

2003). 따라서 애착 불안은 정서조절 곤란에 영향을 주고, 이는 대인관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인 애착과 정서조절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정서표현의 갈등을 다루는 정서표현 양가성

(김용희, 2014; 이건화, 양난미, 2018)이나 부정적 정서 경험을 억제하려는 정서조절 양식(강수진, 

최영희, 2011; 이유미, 정주리, 2017),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김나경, 양난미, 2016) 등을 측정한 경

우가 대부분이었고, 정서조절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 정서조절 곤란(Gratz & Roemer, 2004)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조용래, 2007). 그러므로, 대인관계와 같은 맥락적인 부분에 

맞춰 상황에 적절하게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이 반영된 정서조절 곤란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애착 불안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거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정서 반응을 나타내어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할 수 있다. 즉, 

거부 민감성과 정서조절 곤란이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거부 민감성

의 단순 매개효과(윤희경, 윤형식, 2014)만을 살펴보거나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정서

표현 양가성(김용희, 2014), 정서조절 양식(강수진, 최영희, 2011; 이유미, 정주리, 2017)의 단순 매

개효과를 확인한 결과들이 대부분이었고, 자비불안과 정서조절(배애진 심혜원, 2018), 우울과 정서

적 단절(이은지, 이나령, 이지연, 2015) 등의 매개효과 연구들은 있었으나 거부 민감성과 정서조절 

곤란을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정서조

절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거부 민감성과 정서조절 곤란이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를 다중매개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애착 불안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미혼 성인 남녀들이 거부

에 대한 민감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그들의 대인관계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목적에 따른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 불안이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에서 거부 민감성이 매개하는가? 

셋째,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에서 정서조절 곤란이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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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에서 거부 민감성과 정서조절 곤란이 매개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미혼인 대학생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

라인을 통해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람들에게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미혼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기혼보다는 미혼 커플이 거절할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파트너에게 

더 우호적이며(Swann, De La Ronde, & Hixon, 1994), 거부 민감성이 높을 때 관계에 대한 만족도

가 낮게 나타났다(김미정, 조영주, 2017)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총 512명의 설문 중에서 불성

실하게 응답한 40부를 제외하고 총 47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7

년 12월 20일- 2018년 1월 29일이었다. 이 연구는 C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조

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성별 분포는 여성(60.8%, 287명)이 남성(39.2%, 185명)보

다 더 많았다. 전체 연령 별 분포는 20대(86.9%, 420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13.1%, 62

명)순이었다. 연령 별 성별 분포는 20대는 남(38.0%, 156명), 여(62.0%, 254명), 30대는 남(46.8%, 

29명), 여(53.2%, 33명)이었다. 전체 대학생의 분포는 59.3%, 280명이었고, 대학생이 아닌 일반 성

인의 전체 분포는 40.7%, 192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애착 불안

성인애착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제작한 친 관계 경험

척도 개정판(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R: ECR-R)을 김성현(2004)이 번안 후 타

당화하여 검증한 ECRR-K(The Korea version of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애착 불안 차원18개 문항(예시: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만을 사용하였다. 애착 불안이 단일 척도이기 때문에 요인부하량 크기를 기준으로 

문항을 배정하는 문항 묶기(item parceling) 방법으로 측정 변인을 구성하였다. 각각 여섯 개씩의 

문항으로 세 개의 측정 변인(불안1, 불안2, 불안3)을 설정하였다.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애착 불안의 측정 변인 문항내



성인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거부 민감성과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107

적일치도 계수는 각각 .82, .81, .80이였고, 전체 척도의 문항내적일치도 계수는 .93이였다. 

2) 거부 민감성 척도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거부 민감성 질문지(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와 성인용 거부 민감성 질문지(The Adult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ARSQ)를 바탕으로 박명진과 양난미(2017)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으로는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으로 인해 분노감을 

나타내는 예기 분노 5문항(예시: “거부당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난다”),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예측

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을 나타내는 예기 불안 4문항(예시: “데이트 신청이 거절당할까 봐 불안하

다”), 거부를 지각한 후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과잉 반응 4문항(예시: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다시

는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애매모호한 단서조차도 거부로 지각하는 거부 지각 3문항(“나를 보고 

인사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거부당했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가

지 하위 요인을 측정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문항내적일치도 계수는 예기 분노 .87, 예기 불안 .81, 

과잉 반응 .82, 거부 지각 .76, 전체 .90으로 나타났다. 

3) 정서조절 곤란 척도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서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하고, 조용래(2007)가 번안 

후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조절 곤란 척도(Korean Version of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K-DERS)를 사용하였다. 원 DERS의 여섯 개의 하위 요인 중에서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을 제외하는 것이 정서조절 곤란을 더 적합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Bardeen et al., 

2016)를 근거로 다섯 개의 하위 요인만을 측정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이 다른 하위 요인들과의 관련이 낮음(r = .009 ∼

.383)을 확인하였다. 하위 요인은 충동통제 곤란 5문항(예시: “나는 감정에 압도되고, 감정을 통제

하기 힘들들다고 생각한다”),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7문항(예시: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부끄럽다”),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3문항(예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지 잘 모르겠다”),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5문항(예시: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이 더 좋아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목표지향 행동 수행의 어려움 3문항(예시: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측정 변인으

로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곤란 수준이 높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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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정서조절 곤란의 문항내적일치도 계수는 충동통제 곤란 .89, 정서에 대한 비

수용성 .89,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80,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제한 .82, 목표지향 행동 수행의 

어려움 .87이였고, 전체 문항내적일치도 계수는 .94이였다. 

4) 대인관계 문제 척도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2002)이 구성한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검사의 단

축형(Short form of the KIIP Circumplex scales: KIIP-SC)을 토대로 Horney(1992/2006)의 제안

에 따라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은 사람들에게 향함 15문

항(예시:“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냉담과 사회적 억제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10문항(예

시: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과관여, 자기 중심성, 통제 지배는 사람들에게 맞섬 15문항(예시: “내 

주장만 너무 내세울 때가 많다”),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문항내적일치도 계수는 사

람들에게 향함 .89,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92, 사람들에게 맞섬 .87이였고, 전체 문항내적일치도 계

수는 .93이였다. 

3. 자료 처리 및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과 AMOS 2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빈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각 변인들

의 문항내적일치도 계수를 측정하였다. 셋째,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요인 부하량을 측정하였다. 넷째,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를 거부 민감성과 정서조절 곤란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활용

하여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거부 민감성, 정

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팬텀 변인(phantom variable)을 이

용하여 Bootstrapping를 실시하였다(Macho & Lederman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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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

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247 ∼ .642였고, VIF가 1.55 ∼ 3.46으로 분포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었다. 상관 분석 결과, 잠재 변인인 애착 불안, 거부 민감성, 정서조절 곤란, 대인관계 문제에 

속하는 측정 변인들 간의 모든 변인들의 상관계수가 r = .273 ∼ .826으로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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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애착불안1

2. 애착불안2 .803

3. 애착불안3 .764 .826

4. 예기분노 .445 .534 .469

5. 예기불안 .619 .624 .623 .529

6. 과잉반응 .422 .495 .489 .480 .538

7. 거부지각 .390 .473 .449 .456 .476 .531

8. 충동통제곤란 .472 .484 .458 .415 .415 .439 .357

9.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487 .493 .454 .357 .445 .335 .309 .549

10.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494 .448 .402 .293 .436 .367 .273 .476 .550

11.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 .531 .505 .486 .375 .474 .468 .358 .705 .580 .541

12.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 .374 .419 .392 .352 .401 .413 .331 .611 .437 .346 .611

13. 사람들에게 향함 .581 .558 .572 .363 .502 .411 .376 .462 .520 .488 .555 .424

14.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528 .491 .473 .303 .472 .496 .321 .442 .419 .479 .541 .317 .551

15. 사람들에게 맞섬 .556 .515 .457 .450 .456 .401 .339 .539 .406 .427 .469 .288 .412 .525

M 3.320 3.743 3.655 2.808 2.529 3.068 3.070 2.657 2.583 2.573 2.607 3.351 2.748 2.449 2.307

SD 1.117 1.131 1.112 .906 .871 .891 .876 .904 .877 .863 .838 .930 .696 .822 .617

왜도 .281 .138 .082 .188 .286 -.283 -.184 .399 .292 .366 .316 -.269 .186 .438 .535

첨도 -.366 -.547 -.452 -.497 -.302 -.392 -.527 -.415 -.289 -.312 -.328 -.525 .134 -.265 .782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 및 기술통계량

주. 모든 상관 계수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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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 검증 

측정 변인들이 잠재 변인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χ2(84, N = 472) = 321.671, p = .000, SRMR = .042, TLI = .929, CFI = .943, RMSEA = .078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는 아래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df p SRMR TLI CFI RMSEA(90% CI)

321.671 84 .000 .042 .929 .943 .078 (.069 ~ .087)

각 측정 변인들의 잠재 변인에 대한 요인 부하량은 애착 불안이 .870 ∼ .925, 거부 민감성이 .638

∼ .796, 정서조절 곤란이 .649 ∼ .858, 대인관계 문제가 .699 ∼ .737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각 측정 변인들의 수렴 타당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AVE 값과 CR 값을 확인한 

결과, AVE 값이 .497 ∼ .800으로  0.5이상이고, CR 값이 .747∼ .923으로 나타나 0.7보다 크므로 

수렴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변별 타당도 검증 결과, 각 측정 변인들의 상관계수 값이 .599 ∼.700으

로  값(.705 ∼ .894)보다 낮아 변별 타당도 또한 확인되었다. 

3.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 변인을 애착 불안으로 두고, 거부 민감성과 정서조절 곤란을 

매개 변인으로, 종속 변인을 대인관계 문제로 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적합도 검증 결과, 구조모형

의 TLI 와 CFI의 값이 .90보다 높고 SRMR과 RMSEA 값이 .08미만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χ2 df p SRMR TLI CFI RMSEA (90% CI)

321.671 84 .000 .042 .929 .943 .078 (.069 ~ .087)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하였고, 구조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애착 불안에서 

거부 민감성(b = .509, t = 13.713, p < .001), 정서조절 곤란(b = .203, t = 3.142, p < .01), 대인관계 

문제(b = .193, t = 4.234, p < .001)에 이르는 경로와 거부 민감성에서 정서조절 곤란(b = .603, t =

5.306, p < .001), 대인관계 문제(b = .198, t = 0.020, p < .05)에 이르는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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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서조절 곤란에서 대인관계 문제(b = .395, t = 7.598, p < .001)에 이르는 경로도 유의하였다.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애착 불안 → 거부 민감성  .509  .814 .037  13.713***

애착 불안 → 정서조절 곤란  .203  .271 .065  3.142**

애착 불안 → 대인관계 문제  .193  .323 .046   4.234***

거부 민감성 → 정서조절 곤란  .603  .502 .052   5.306***

거부 민감성 → 대인관계 문제  .198  .207 .085 0.020*

정서조절 곤란 → 대인관계 문제  .395  .495 .052   7.598***

<표 4> 구조모형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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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숫자는 표준화 경로계수임. 
 *p < .05. **p < .01. ***p < .001. 

[그림 1] 구조모형

4. 매개효과 검증

이 연구에서는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 민감성, 정서조절 곤란의 다중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 변인을 이용한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원자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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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20,000개의 표본이 모수 추정에 사용되었으며, 신뢰 구간은 95%

로 설정하였다. 각 매개효과 추정 경로값이 95%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되지 않으면 유의도 수준 

.05에서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애착 불안

에서 대인관계 문제에 이르는 경로에서 거부 민감성의 매개효과(추정값 = .101, BC 95% CI(.002, 

.210)), 애착 불안에서 대인관계 문제에 이르는 경로에서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추정값 = .080, 

BC 95% CI(.024, .148))가 유의하였다. 또한 애착 불안에서 대인관계 문제에 이르는 경로에서 거부 

민감성과 정서조절 곤란의 다중 매개효과(추정값 = .121, BC 95% CI(.078, .189)) 또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텀 변인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매개효과 검증 

경 로 추정값
표준
오차

p
BC 95% CI

lower upper

애착 불안 → 거부 민감성 → 대인관계 문제 .101 .052 .045 .002 .210

애착 불안 → 정서조절 곤란 → 대인관계 문제 .080 .031 .006 .024 .148

애착 불안 → 거부 민감성 → 정서조절 곤란 → 
대인관계 문제

.121 .027 .000 .078 .189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높은 애착 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느끼게 되는 어려움에 이르는 과정에서 

거부 민감성과 정서조절 곤란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함으로써 상

담 현장에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고, 팬텀 변인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애착 불안, 거부 민감성, 정서조절 곤란을 살펴본 

결과, 모든 연구 변인들이 대인관계 문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높다는 선행연구(이유미, 정주리, 2017; Wei et al., 

2005)와 일치하며 애착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거부 민감성과 정서조절 곤란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거부 민감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배성희, 양난미, 2016; Feldman & Dow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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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와 일맥상통하며, 애착 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내적 표상은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 불

안해하며 타인의 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정서조절에 

있어서 곤란을 느낀다는 선행연구(김은진, 2017; Brenning & Braet, 2013)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

한 측면은 애착 불안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강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적절한 정서 표현에 있어서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거부 민감성과 정서조절 곤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거부 민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문제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안선경, 

정여주, 2016; Downey et al., 2004)와 일치된 결과이며, 이러한 측면은 거부 당할 것이라는 미리 

앞선 추측으로 인해 방어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최나윤, 이영호, 2018; Gross & John, 2003)와도 일치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행동을 통제하는데 미숙하고, 정서 반응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절

하고 표현하지 못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에서 거부 민감성과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거부 민감

성의 부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를 매

개한다는 선행연구(윤희경, 윤형식, 2014)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 불안이 높은 사람들

이 타인으로부터 거절이나 버림받을 것이라는 불안으로 인해 사소한 단서에도 타인에게 거부 당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여 예민하게 반응함으로써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

고 있다. 

둘째,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곤란의 부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이는 정서조절이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를 매개한다는 선행연구(이유미, 정주리, 2017; 

Wei et al., 2005)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를 다루

는 것이 어려워 과도하고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 결과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에서 거부 민감성과 정서조절 곤란의 다중 매개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경계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곤란과 거절 

민감성이 부분매개했다는 선행연구(우희정, 박경, 2014)와 불안정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거부 민

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최연숙, 홍혜영, 2016)와 유사하다

고 여겨진다. 이러한 측면은 애착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원하지만 대인관계에

서 사랑과 지지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사소한 거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부정적인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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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더 많이 하고, 이러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해서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갈등을 야

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고 여겨진다. 첫째,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애착 불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 있다. 성인 애착 이론에서 애착 불

안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타인과 친 해지고 싶은 욕구가 너무 과도하여 오히려 대인관계에 집착하

게 되어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한다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담장면에서 이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애착 체계를 이해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내적 표상들이 대인관계에 부정적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 

뿐만 아니라 Zhu, Wang, Chong(2016)은 존중이나 인정 및 관심과 같은 정신적 지원과 지지가 애

착 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담장면에서 제공되는 상담자의 지지가 이들의 

애착 불안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거부 민감성이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에서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였음을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애착 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으로 거부 

민감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애착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 친

해지려는 욕구가 높아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사소한 거부에 더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이해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에 대한 맥락을 객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담장면에서 

애착 불안과 거부 민감성이 높아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거부를 지각했을 때, 사소

한 거부 신호나 단서에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살펴 적절히 반응하도록 조력할 필요

가 있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Mcdonald, Bowker, Rubin, Laursen과 Duchene(2010)은 거부 민감성

을 낮추는 방안으로 부모나 친구들의 사회적 지지가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Erozkan(2009)은 거

부 민감성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동시에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

고 수용한 후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인지행동 상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상담장면에서 이들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구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조력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셋째,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에서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애착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적 표현에 있어서 갈등을 경험하여 정서를 적절히 조절

하는데 곤란을 느끼며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조절이 중요한 매개변

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서조절을 다룬 선행 연구들이 주로 정서의 부정적이고 긍정

적인 양가감정(김용희, 2014; 이건화, 양난미, 2018)이나 정서를 조절하는 양식(강수진, 최영희, 

2011; 이유미, 정주리 2017)과 인지적인 요소(김나경, 양난미, 2016) 등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다르

게 정서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반적인 면을 다룬 정서조절 곤란(Gratz & Romemer, 2004)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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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서조절 곤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감정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전략을 설정하는 것에 제한이 있고, 

정서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 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장면에서 대인관계에 집착하

는 애착 불안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분노나 불안, 고통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

험할 경우,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자신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게 하여 명확하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에서 거부 민감성과 정서조절 곤란의 구조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거부 민감성이나 정서조절의 단독 매개효과(윤희경, 

윤형식, 2014; 안선경, 정여주, 2016; 이유미, 정주리, 2017)만을 살펴보거나 자비불안과 정서조절

(배애진, 심혜원, 2016), 우울과 정서적 단절(이은진, 이나경, 이지연, 2015) 등의 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확장하여 거부 민감성과 정서조절 곤란의 연관성을 

동시에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은 애착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에 기조하고 있는 변인

들의 관계를 밝히고, 이러한 변인들의 개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애착 

불안이 높아 대인관계에서 거부를 지각했을 때, 이러한 지각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인지적으로는 

거부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을 기능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 보고식의 자료 수집이었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방어적인 반응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인관계는 타인과의 상호작

용을 나타내므로 타인의 관점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에는 타인의 관찰이나 보고를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거부 민감성과 

정서조절이 연령에 따라 대인관계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연구(Norona et al., 2018; Silver et 

al., 2012)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

이라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는 미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애착과 거부 민감성이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김미정, 조영주, 2017) 연구 대상을 연인이나 부부로 확대

시키는 연구도 고려할 만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주로 여성(60.8%)과 대학생(59.3%)

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표집의 대표성을 높여 연령과 성별을 고루 표집하여 성

별이나, 집단(대학생 대 대학생이 아닌 성인) 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문제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거부 민감성과 정서조절 곤란을 설정하였는데, 애

착 불안을 중심으로 대인관계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외 다른 매개 변인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외 작용할 수 있는 변인들을 추가하여 확대한다면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대학생과 성인들에

게 상담 개입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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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Emotion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xie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1)2)3)

Lee, You Mee**

Joeng, Ju R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emotion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ult attachment anxie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For this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72 single adults aged 19 through 39. 

The questionnaires were consisted of attachment anxiety, interpersonal problems, rejection 

sensitivity and emotion dysregulation scal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correlational analysis indicated that the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anxiety, rejection 

sensitivity, emotion dysregul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each 

other. Second,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vealed that the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was mediated respectively, and mediated serially 

by rejection sensitivity and emotion dysregulation. T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that 

counselors can help those with anxious attachment styles to deal with their rejection sensitivity 

and to regulate their emotional states adequately in order to reduce interpersonal problems.

Key words: adult attachment, attachment anxiety, rejection sensitivity, emotion dysregulation, 

interperson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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