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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심리학 전공 노윤영

지도교수 남숙경

본 연구는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경험회피가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사회불안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와

AMOS 21.0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부민감성은 경험회피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 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고, 경험회피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 불안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수행 불

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둘째,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 사이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거부

민감성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사이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거부민감성과 수행불안 사이에서도 경험회피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의 거부 민감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거부 민감성으로 인해 사회불안으로 고통 받는 대학생

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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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적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박은, 2016). 또한 적절

한 수준의 불안은 개인의 동기를 향상시키고 수행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다(변경란, 2015).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등 사회불안을 호소하기도 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늘 사회적 장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사회불안

은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불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강혜영, 2015).

사회불안은 다른 정신장애들에 비해 비교적 흔한 것으로 보여 진다(Schneier,

Jonson, Horning, Liebowitz, & Weisman, 199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

면 국내에서 사회불안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2008년 1만4000명으로 산정 되면서

2005년에 비해 53%나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중·고등

학교 때에 비해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사회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은 조별과제나 발표, 아르바이트와 면접, 데이

트 등 타인과의 접촉 상황이나 수행 상황을 비교적 자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사

회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박지연, 2014).

사회불안이 높을 경우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발표상

황을 포함한 다양한 학업적 상황이나 대인관계 상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으며(Davidson, Hughes, George, & Blazer, 1994),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해 성공 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신혜린, 이기

학, 2008). 따라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은 사회불

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불안과 관련이 있는 변인에는 먼저 거부민감성이 있다. 거부민감성은 대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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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거부 상황을 다른 사람들보다 예민하게 받아드리거

나,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더불어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인지-정서적 과정으로 정의된다(Feldman & Downey, 1994). 이는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터 겪은 반복적인 거부 경험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이후의 다양

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Downey & Feldman, 1996).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거부단서에 대한 과잉경계로 인해 일반적인 사회적 상호작용도

위협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Levy, Ayduk, & Downey, 2001). 그리고 다양한

연구에서 남녀 대학생 모두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을 경험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나영, 조유진, 2009; 박명주, 2012). 이러한 연구들은 거부민

감성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뒷받침 할 수 있다.

사회불안과 관련 있는 또 다른 변인에는 경험회피가 있다. 경험회피는 원치 않는

사적 경험들(기억, 정서, 사고, 신체 감각 등)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사적

경험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으로 정의되어진다

(Hayes, Wilson, Gifford, Folletee, & Strosahl, 1996). 개인의 기억이나 정서, 사고,

신체 감각 등은 비록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 개인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회피하는

시도는 오히려 그 자체로 원치 않는 사적 경험에 대한 접근을 불러일으킨다

(Wegner, 1994). 따라서 경험회피는 개인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각종

부적응적 증상들의 원인이 될 수 있다(Hayes et al., 1996).

경험회피와 사회불안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Hayes등(1996)은 경험

회피가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다양한 부적응적 증상들을 발생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Eifert와 Heffner(2003)는 경험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불안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Kashdan과 Steger(2006)의 연구에서도 경험회피가 사

회불안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경험회피가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뒷받침 할 수 있다.

한편 거부민감성과 경험회피에 관한 선행 연구들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거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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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낙담 하고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

려는 반응을 보이며 잠재적으로 거부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상황을 회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ross, Egner, Ochsner, Hirsch, &

Downey, 2007). 또한 London, Downey, Bonica, 그리고 Paltin(2007)의 연구에서도

거부 불안에 민감할수록 대인관계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거부민감성이 경험회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해볼 때,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경

험회피의 매개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신에게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부터 발생되는 거부민감성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느끼는 사회불안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기존 연구들이 거부민감성과 경험회피, 그리고 사회불안을 함께 본 연구가 없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험회피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회불안과 관련된 연구들은 사회불안을 질적으로 구

분하여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들(Leary & Kowalski, 1995; Turner, Beidel, &

Townsley, 1992)을 받아드리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DSM-5도 사회불안을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서 느끼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누군가가 자신을 관찰하거나 평가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수행 불안으로 구분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도 이에 따라 사회불안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거부 민감성이 사회불안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거부 민감성으로 인해 사회불안

으로 고통 받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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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불안

사회불안 장애(Social Anxiety Disorder)란 낯선 사람에게 노출되는 상황이나 타

인에 의해 관찰·평가되어지는 상황을 극도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반응으로 정의

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박승

순, 2014). 그러나 불안의 경우 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적절한

수준일 경우 대인관계나 과제 수행에 있어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김나예,

2012). 다만 높은 수준의 불안은 대인관계 상황과 발표 상황을 비롯한 전반적인 일

상생활에서 심각한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Crozier & Alden, 2001).

사회불안 장애는 일반인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정신 장애 중 하나로(Schneier et

al., 1992), 평생 유병률은 다른 불안 장애보다 높은 편인 3-13%로 보고된다(권석만,

2013). 특히 성인의 경우 약 15-20%가 사회불안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Pilkonis, Feldman, Himmelhoch，& Cornes, 1980), 대학생의 경우에는 약 40%가

사회불안과 관련된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ilkonis & Zimbardo,

1979). 그러나 사회불안의 증상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내적 불편감을 주요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한 간과

되기 쉽다. 따라서 높은 유병률에도 불구하고 늦게 주목받기 시작했다(장혜인,

2003).

사회불안 장애의 구체적인 증상은 첫째, 심박 수의 증가, 땀 흘림, 손이나 몸의

떨림, 얼굴 붉힘 등과 같은 생리적인 요인, 둘째, 어색한 표정과 행동, 시선 회피,

말더듬기와 같은 행동적 요인, 셋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자기

평가, 자기 초점적 주의, 그리고 부정적 사고와 같은 인지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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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김종우, 1999).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은 사회적인 접촉을 하고자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예상되는 반응들이 두려워 대인관계 상황을

회피하게 만들 수 있다(김슬기, 2013).

사회불안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학업적, 직업

적 영역에서 사회적인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느끼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만성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Amies, Gelder, & Shaw, 1983; Ost,

1987; 김민찬, 2015 재인용).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

라 삶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ambrick, Turk, Heimberg, Schneier, &

Liebowitz, 2003). 또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

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Beidel, Turner, & Dancu, 1985).

사회불안의 경우, 처음 연구되기 시작한 DSM-Ⅲ에서는 특정한 상황에 한정된 것

으로 여겨졌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그러나 다양한 연구들에서

사회불안을 상황에 따라 질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Leary & Kowalski, 1995; Turner, Beidel, & Townsley, 1992). 또한 최근 연구들

을 통해 사회불안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한다는 점이 밝혀졌다(Heimberg & Becker,

2002). 따라서 DSM-5에서도 사회불안을 사회불안이 유발되는 상황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으로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DSM-5에서 말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유형을 의미하고, 수행 불안은 누군가가 자신을 관찰하거나 평가하는 상황에서 불

안을 느끼는 유형을 의미한다(Leary, 1983).

사회불안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으로 구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경우 인정욕구와 관련이 있었으며, 수행 불안의 경우

완벽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김세은, 2005; 박선영, 2003, 최정훈, 이

정윤, 1994; 정대수, 2017 재인용)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차이가 있었다. 또

한 Mattick과 Clarke(1998)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적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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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불안 척도(SIAS)와 수행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 공포증 척도(SPS)를 개발

하면서 둘 사이의 양상이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즉, 사회불안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불안 둘 다 높은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만 높은 경우

와 수행불안만 높은 경우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도 있지만 사

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 중 어떠한 하나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도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도 위 연구들을 바탕으로 사회불안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불안 장애의 경우 임상적 진단 기준에 부합할 때를 의미한다. 그러나

진단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상황에서 불안을 호소하는 집단의 경우

그 양상이 사회불안 장애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사회불안으로 명명할

수 있다(장혜인 2003). 따라서 높은 사회불안을 보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

구에서는 사회불안 장애가 아닌 사회불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고자 한다.

2. 거부민감성

대인관계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아의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친밀감과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Sullivan, 1953).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인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며 사

회적 유대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Baumeister & Leary, 1995). 그러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항상 좋은 감정만 느끼는 것은 쉽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거부의 상황에 직

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박선미, 2017). 이때 어떤 사람들은 거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나, 어떤 사람들은 거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거부를 위험한 것으로 지각하

며, 거부로 인한 두려움으로 부적응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김민지, 2017).

즉, 사람마다 거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드리느냐에 대한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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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ey와 Feldman(1996)은 거부에 대한 개인차를 거부민감성이라는 개념을 사

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을 대인관계 상

황에서 거부를 예민하게 지각하거나,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거부당

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거부민감성은 자

신에게 중요한 대상에게 어떠한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요구

가 거절 당할까봐 불안해하는 거부 불안과 타인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 예

상하는 수용기대의 조합으로 구성된다(김은지, 2016).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타인의 불확실하고 애매한 행동에서도 거부를

쉽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타인의 거부를 과장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Downey & Feldman, 1996). 그러나 거부민감성이 낮은 사람들의 경

우 거부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타인에게 수용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yduk & Downey, 2000).

거부민감성의 인지-정서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Levy, Ayduck, 그리고

Downey(2001)는 애착 이론과 대인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거부민감성 모델을 개발하

였다(Bowlby, 1980; Sullivan, 1937). 거부민감성 모델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어린 시절 겪은 반복적인 거부 경험으로 인해 높은 거부민감성이 형성된

사람들은 거부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방어적 반응으로 예기불안과 예기분노를 느

끼게 된다. 예기불안과 예기분노 같은 방어적 반응들은 거부 단서를 과잉 경계하도

록 만들기 때문에 실제적인 거부 상황뿐만 아니라 거부라고 단정 짓기 모호한 단서

들까지도 거부로 해석하게 만든다. 타인의 행동이 거부로 지각되게 되면 인지-정서

적 반응으로 분노, 지지의 철수, 회피 등이 유발되고, 이는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타

인에게 표출 될 수 있다. 분노, 지지의 철수, 회피 등은 실제로 상대방의 거부를 이

끌어 낼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거부 기대를 강화시키게 되어 거부

에 대한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장성미, 2015). 다시 말해, 거부민감성은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터 받은 반복적인 거부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이후 맺게 되

는 중요한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Levy, Ayduck, & Downey, 2001).

거부민감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자면,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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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안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수동-회피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고 모호한

상황일 경우 합리적인 인지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격렬하게 대

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owney, Feldman, & Ayduk, 2000). 또한 자

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할 경우 대인관계에 갈등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더 많이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도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mpett, Gables, & Peplay, 2005). 즉 거

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회피적인 경향이 있고 이는 대인관계에 대

한 불편감이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경험회피

경험회피란 수용-전념 치료를 통해 처음 사용된 개념으로, 개인이 원치 않는 사

적 경험(기억, 정서, 사고, 신체 감각 등)과 맞닥뜨릴 때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지 않고 형태와 빈도, 맥락 등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Hayes et al.,

1996).

Hayes, Strosahl, 그리고 Wilson(1999)은 경험회피가 세 가지 요소로 구성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에는 사적 경험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성, 사적 경험을 기꺼이 경험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성, 그리고 사적 경험을 통제

하거나 회피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성이 있다.

경험회피가 높은 사람들은 원치 않은 사적 경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를 회

피하고 통제하고자 노력하는 방법으로 사적 경험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러한 노력은 불안 감소를 비롯한 정서적 안정에 일시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

다. 경험 회피는 오히려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게 하고 개인의 에너지를 고

갈 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각종 심리적 부적응과 정신 병리를 발달시키고

유지시킨다(김수철, 2016).

또한 Hayes 등(1996)은 경험회피가 해로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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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먼저 그들은 개인이 사적 경험을 수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통제하려고 한

다면 사적 경험들이 통제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경험회피가

부적응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건강한 행동 변화에도 따를 수 있는 부정적인 경험까

지 회피하게 될 경우 삶이 왜곡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과도한

경험회피가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다양한 부적응적 증상들을 발생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경험회피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적 경험에 대한 개인의 언어적,

인지적 평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Hayes et al., 1999). 다시 말해 사적 경험 자체

가 개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원치 않은 사적 경험을 겪

었을 때 하게 되는 언어적 기술과 인지적 평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한 개인이 주어진 사적 경험에 부정적인 언어적 기술과 인지적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한 부정적 평가가 개인의 사적 경험에 부정적인 정서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이때 사건이 가지는 개인의 심리적인 의미 또한 부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

다(Hayes et al., 1999).

경험회피는 비교적 연구가 적은 편이나, 불안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

었다(이정례, 2017). 경험회피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자면, Kashdan, Barrios,

Forsyth, 그리고 Steger(2006)는 사회불안을 포함한 다양한 불안장애를 대상으로 실

시한 실험연구를 통해 경험회피가 심리적인 괴로움을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경험회피는 일반적인 불

안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불안과 PTSD, 사회불안 등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빛누리, 2014; 서은비, 2017; 원지현, 2014; 장영호, 2012).

그리고 경험회피의 경우 일반적인 정신 병리 척도들과 강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ayes, Strosahl, Wilson, & Bisset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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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인들 간의 관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과 상호작용 하며 하루를 보낸다. 따라서 사회적인 상황

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부적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백재임, 2008). 그리고 이

러한 심리적 부적응에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누군가에게 평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될 때 느끼는 사회불안 또한 예외일 순 없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는 앞서 살펴본 거부민감성과 경험회피가

있다. 먼저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나경과 양

난미(2016)는 어린 시절 경험한 반복적인 거부 상황이 거부민감성을 높일 수 있으

며, 거부민감성이 사회불안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윤실(2013)의 연구에

서도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포함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 관찰되거나 평가되는 상황을 포함하

는 수행 상황 모두에서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아, 이인혜, 2016).

따라서 거부민감성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경험회피와 사회불안에 관한 선행 연구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국내

의 다양한 연구들에서 경험회피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김해

선, 2013; 서은비, 2017; 손효진, 2016; 장영호, 2012). 또한 국외 논문에서 Salters,

Tull, 그리고 Roemer(2004)는 감정적 억제와 회피가 개인의 불안을 유지시키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사회불안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불안은 서로 공병률

이 높기 때문에(Lecrubier, Wittchen, Faraveli, Bobes, Patel, & Knapp, 2000) 경험

회피와 불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도 경험회피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간접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거부민감성과 경험회피 사이에도 변인간의 관련성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거부 상황

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고 회피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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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mpett, Gables, & Peplau, 2005). 특히 거부민감

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류혜림, 2016). 이러한 회피적인 반응들을

Hayes 등(1996)이 정의한 경험회피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거부민감성이 경험회피에 영향을 주고 경험회피

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사이를 경

험회피가 매개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이

경험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거부민감성과 경험회피가 사회불안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불안의 경우 사회불안이 발생하는 장

면에 따라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

행 불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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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거부민감성과 경험회피, 사회불안간의

전반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거부민감성이 사회불안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경험회피를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모형

을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경험 회피

거부 민감성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 불안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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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위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거부민감성, 경험회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 불안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2. 경험회피는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1. 경험회피는 거부민감성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2. 경험회피는 거부민감성과 수행 불안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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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장

훈장학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인바이트(www.invight.co.kr)”에서 자료를 수집하였

으며,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성상 한 문항이라도 빠트릴 경우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지 않도록 하여 진행됨에 따라, 모든 자료를 분석에 사용할 수 있었다. 본 연구 대

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자 300명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113명(37.7%), 여학생이 187명(62.3%)이었고 평균 연령은 23.47세

(SD=2.71)였다. 또한 연령 분포는 20세 미만이 5명(1.75), 20세-25세 미만이 208명

(69%), 25세 이상이 87명(29%)이었다. 학년 분포는 1학년이 32명(10.7%), 2학년이

62명(20.7%), 3학년이 83명(27.7%), 4학년이 123명(41.0%)이었고, 형제 수 분포는 외

동이 22명(7.3%), 2명이 232명(77.3%), 3명이 34명(11.3%), 4명 이상이 12명(4.0%)이

었다. 전공분포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이 139명(46.3%), 자연과학계열이 45명(15.0), 예

술체육계열이 28명(9.3%), 공학계열이 64명(21.3%), 농학계열이 3명(1.0%), 기타계열

이 21명(7.0%)이었다.

http://www.inv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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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거부민감성 척도(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 거부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하고, 이복동(2000)이 번

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거부민감성 척도(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 초기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18개의 상

황들을 제시하는데, 부모, 친구, 교수, 연인, 잠재적 연인, 잠재적 친구 등의 중요한

타인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포함된다. 각각의 상황마다 자신의 요구가 거

부될까봐 불안한지와 상대방이 그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

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거부민감성 점수를 계산하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학생 113 37.70
여학생 187 62.30

나이
20세 미만 5 1.75
20-25세 미만 208 69.00
25세 이상 87 29.00

학년

1학년 32 10.70
2학년 62 20.70
3학년 83 27.70
4학년 123 41.00

형제수

외동 22 7.30
2명 232 77.30
3명 34 11.30
4명이상 12 4.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39 46.30
자연과학계열 45 15.00
예술체육계열 28 9.30
공학계열 64 21.30
농학계열 3 1.00
기타 21 7.00

표 1.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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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먼저 18개의 상황에서 자신의 요구가 거부될까봐 불안한지에 관한 점

수와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점수(역채점)를 곱한다.

그리고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18로 나누어준다. 거부민감성 척도에는 “같은 수

업을 듣는 사람에게 노트를 빌려 달라고 한다.”, “친구에게 이사 와서 나와 함께 살

자고 부탁한다.”와 같은 상황들이 포함되어 있다. Downey와 Feldman(1996)의 연구

에서 보고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3이었고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7이었

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었다.

2) 경험회피 척도 (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Ⅱ: AAQ-Ⅱ) 경험

회피를 측정하기 위해 수용 행동 질문지(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

AAQ)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AAQ의 경우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가 낮게

보고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지역 사회 표본 및 특정 하위 집단에서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Bond, Hayes, Carpenter, Guenole, Orcutt, & Zettle, 2011).

따라서 추후 AAQ와 높은 상관을 나타내면서 훨씬 안정적인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

이는 새로운 척도 AAQ-Ⅱ가 개발되게 되었다(Bond et al., 2011). AAQ-Ⅱ의 경우

항상 AAQ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양한 하위 집단에서도 일

관된 결과를 보였으며 3개월과 12개월에 걸친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높았다(Bond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험회피를 측정하기 위해 AAQ-Ⅱ를 사용하였

다. AAQ-Ⅱ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 ‘항상 그렇다’의 7점 척도로 구성된

척도로, 1번, 6번, 10번은 역채점 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적 경험을

회피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성, 즉 경험회피 성향이 높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

록 심리적 유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허재홍, 최명식, 및 진현정(2009)

에 의해 한국어판 AAQ-Ⅱ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확인적 요인분

석에 따라 1번, 10번 문항이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

또한 1번, 10번 문항을 제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나타나 총 8문항만을 사용

하였다. 경험회피 척도에는 “나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기억들은 내가 가치 있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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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만든다.”, “나는 나의 감정들이 두렵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판 AAQ-Ⅱ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5로 보고되

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9였다.

3) 사회 불안 척도

(1)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Social Interactive Anxiety Scale: SIAS)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Mattick과 Clarke(1998)가 개발한 사회적 상

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ve Anxiety Scale: SIAS)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된 단일요인 척도로 0점 ‘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9개의 문항 중 8번, 10번

문항은 역채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상황, 낯

선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 이성과 이야기하는 상황 등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이야

기하는 상황에서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에는 “나보다 높은 지위

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면 긴장된다.”,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다.”

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향숙(200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2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5였다.

(2) 사회 공포증(수행 불안) 척도 (Social Phobia Scale: SPS) 대인관계 중

타인이 자신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수행할 때 겪는 불안인 수행 불안을 측

정하기 위해 Mattick과 Clarke(1998)가 개발한 사회 공포증 척도(Social Phobia

Scale: SPS)를 사용하였다. 사회 공포증(수행 불안)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단일요인 척도로, 0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 앞에서 무언가를 먹거나 마시는 상황, 사람

들이 앉아 있는 방에 들어가는 상황 등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관찰하거나 관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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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는 상황에서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

향숙(200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 공포증(수행 불안)척도에

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글을 써야 할 때면 불안해진다.”,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때 남의 이목을 의식하게 된다.” 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향숙(2001)의 연

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2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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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SPSS 22.0와 AMO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연구에 사용된 각 척도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여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초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확인하였으며,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

다. 또한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거부민감성, 경험회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 불안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거부민감성과 사회적 상호작

용 불안, 그리고 거부민감성, 수행 불안의 관계를 각각 경험회피가 매개하는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한 측정변수의 경우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문항꾸러

미를 사용하면 개별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하는 것보다 자료의 비정규성 수준을 줄

일 수 있고 추정할 모수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며 개별문항을 사용 할 때보다 측정오

차를 줄일 수 있다(서영석, 2010; Bandalos, 2002). 문항꾸러미 제작 시 하위요인이

있는 변인의 경우 하위요인의 평균이나 총합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되나 요인구조가

없는 단일 요인의 경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문항 꾸러미를 따로 제작해야 한다(서

영석, 2010), 이때 사용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관

성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임의로 항목을 몇 개의 꾸러미로 할당한 후 각 꾸러미의

내적 합치도가 .60이상일 경우 지표로 사용하는 방법이다(배병렬, 2014). 문항 꾸러

미의 개수는 각 잠재 변수별로 적어도 2개 이상, 3개의 측정변수를 가지는 것이 적

절하다는 Kline(2010)의 의견에 따라 잠재 변수별로 3개의 꾸러미를 만들어 연구에

사용하였다.

모형 적합도의 경우 표본크기에 대한 민감성과 모형의 간명성 등을 모두 고려하



- 20 -

기 위해, CFI, NFI, TLI, RMSEA 등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실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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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2에 평균, 표준편

차를 산출하였으며, 변인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

를 산출하였다.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왜도가 절대값 2미만,

첨도가 절대값 4 미만이어야 하는데(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 결과에 따

르면 모든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값이 기준을 넘지 않았음으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균
표준편
차

왜도 첨도

거부민감성 9.31 4.00 .54 1.93
거부민감성1 3.27 1.49 .86 2.38
거부민감성2 3.11 1.49 .77 2.78
거부민감성3 2.92 1.38 .39 .39

경험회피 35.42 9.85 .23 -.35
경험회피1 10.22 3.65 .10 -.37
경험회피2 5.96 2.62 .37 -.39
경험회피3 5.94 2.76 .50 -.21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29.42 15.55 .39 -.40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1 11.78 5.58 .27 -.30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2 8.44 5.20 .53 -.28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3 9.20 5.53 .32 -.60

수행 불안 20.14 16.20 .86 -.14
수행 불안1 7.50 5.81 .81 -.13
수행 불안2 7.04 5.77 .91 .20
수행 불안3 5.60 5.15 .92 -.05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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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인들에 대한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3에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

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거부민감성은 경험회피(r=.58, p<.001), 사회적 상호작용 불

안(r=.64, p<.001), 수행 불안(r=.60,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

었고, 경험회피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r=.68, p<.001), 수행 불안(r=.66,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수행

불안(r=.79,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그 외에 문항꾸러미

로 만들어진 하위요인 모두 다른 변인들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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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2 .93  1
3 .91  .75  1
4 .92  .80  .75 1
5 .58  .55  .48 .58  1
6 .53  .50  .45 .53  .89  1
7 .50  .47  .41 .50  .85  .74 1
8 .52  .47  .41 .55  .87  .75 .76  1
9 .64  .58  .60 .59  .68  .63 .60  .58  1
10 .63  .57  .57 .59  .65  .57 .56  .55  .95 1
11 .60  .55  .57 .55  .65  .63 .59  .57  .96 .88  1
12 .61  .54  .58 .56  .63  .62 .57  .54  .95 .84  .88  1
13 .60  .52  .55 .59  .66  .63 .62  .63  .79 .73  .77  .76 1
14 .59  .52  .54 .58  .64  .60 .62  .61  .78 .73  .76  .75 .97  1
15 .59  .53  .55 .56  .64  .61 .59  .61  .78 .71  .77  .75 .97  .92  1
16 .57  .48  .52 .57  .63  .61 .61  .63  .73 .67  .72  .70 .96  .91  .89 1
주. 1은 거부민감성, 2-4는 거부민감성 문항꾸러미, 5는 경험회피, 6-8은 경험회피 문항꾸러미, 9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10-12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문항꾸러

미, 13은 수행 불안, 14-16은 수행불안 문항꾸러미이다.

p<.001.

표 3.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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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부민감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험회피의 매개

효과

1) 측정모형 검증(Measurement Model)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을 검증하기 위

해서는 χ²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χ² 검

증의 경우,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하여 연구 모형을 기각하기가 쉽고 표본크기에 영

향을 쉽게 받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모형을 평가하는데 있어 보통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한다(김해숙, 2012).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에 대한 민감성과 모

형의 간명성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적합도 검증에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FI와 TLI,

N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고(홍세희, 1999), RMSEA의 경우에는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간주

된다(Hu & Bentler, 1999).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는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 제시된 것처

럼 CFI는 .987, TLI는 .983, NFI는 .976으로 홍세희(2000)가 제시한 좋은 적합도 지

수의 기준을 충족시켰으며, RMSEA 또한 058(.041-.075)로 보통 적합도로 판정되었

다.

모형 χ² df χ²/df CFI TLI NFI RMSEA
측정
모형

96.838 48 2.017 .987 .983 .976 .058(.041-.075)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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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모형 검증(Structural Model)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거부민감성과 경험회피, 사회불안간의

전반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거부민감성이 사회불안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경험회피를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으로 연

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5에, 연구모형의 요인 부하량은 그림

2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개모형의 CFI와 TLI, NFI는 .90 이상으로 좋은 적합

도를 보였다. RMSEA의 경우에도 .058(.041-.075)로 보통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본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모형 χ² df CFI TLI NFI RMSEA

매개
모형

86.838 48 .987 .983 .976 .058(.041-.075)

표 5.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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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민감성2

거부
민감성1

거부
민감성3

경험
회피1

경험
회피2

경험
회피3

수행
불안1

수행
불안2

수행
불안3

상호 작용
불안2

상호 작용
불안3

상호 작용
불안1

.63

.48

.38

.55

.29

.89

.85

.90

.92

.96

.92

.97

.94

.95

.86
.87 .87

거부
민감성

경험 회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 불안

그림 2. 연구모형의 요인 부하량
주. 그림에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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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의 직접․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

연구모형의 직접․간접효과와 이들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의 경우 비대칭적인 신뢰한계들을 제공하기 때

문에 표준오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다(서영석, 2010; Shrout

& Bolger, 2002).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거부민감성이 경험회피로 향하는 경로의 직접효과

(b=1.61, p<.001, 신뢰구간=(1.31-1.93)가 유의미 했으며 거부민감성이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으로 향하는 경로의 직접효과(b=1.55, p<.001, 신뢰구간=1.04-2.08)와 거부

민감성이 수행 불안으로 향하는 직접효과(b=1.33, p<.001, 신뢰구간=.78-1.83)가 유

의했다. 그리고 경험회피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으로 향하는 직접효과(b=.78,

p<.001, 신뢰구간=.54-1.02)가 유의했으며 경험회피가 수행 불안으로 향하는 직접효

과(b=.98, p<.001, 신뢰구간=.73-1.25)가 유의했다.

또한 거부민감성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으로 향하는 경로일 때 경험회피의 간접

효과(b=1.25, p<.001, 신뢰구간=.87-1.69)가 유의했으며, 거부민감성이 수행불안으로

향하는 경로일 때 경험회피의 간접효과(b=1.58, p<.001, 신뢰구간=1.12-2.15)가 유

의했다.

따라서 거부민감성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험회피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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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직접효과

(95%신뢰구간)
간접효과

(95%신뢰구간)
총효과

(95%신뢰구간)

거부민감성→경험회피
1.61

-
1.61

(1.31-1.93) (1.31-1.93)
경험회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78

-
. 78

(.54-1.02) (.54-1.02)
거부민감성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1.55 1.25 2.80

(1.04-2.08) (.87-1.69) (2.38-3.23)

경험회피→수행 불안
.98

-
. 98

(.73-1.25) (.73-1.25)

거부민감성→수행불안
1.33 1.58 2.91
(.78-1.83) (1.12-2.15) (2.50-3.32)

표 6. 연구모형의 직접․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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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과 경험회피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경험회피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때 사회불안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불

안과 수행 불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거부민감성과 경험회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 불안의 관계를 알아보

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부민감성은 경험회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높은 거부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부적인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그러한 상황 자체를 피하려 할 뿐만 아니라,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억제하고 통제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경기웅, 2015; Impett et al., 2005; Levy, Ayduk, & Downey, 20

01).

거부민감성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 불안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

관이 있었다. 이는 높은 거부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호한 타인의 반응에도 쉽게

거부를 지각하고 사소한 거부 단서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대인관계 장면에서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Levy et al., 2001)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거부민감성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선행 연구와 더불어 대학생들의 거부민감

성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영향을 보였다는 선

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박신영, 2014; 이영아, 이인혜, 2016).

경험회피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 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인 정서와 사고 등을 회피하거

나 억압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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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gner, Schneider, Carter, & White, 1987),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경험회피

같은 안전추구행동을 함으로서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불안을 유지시키고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

과이다(장영호, 2012).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으나, 중학생의 경험

회피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 불안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소연, 2014).

마지막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수행 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

이 있었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 사이에 서로 상관이 있었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박지연, 2014; 이성원, 2015).

둘째, 경험회피가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 사이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매개효

과를 분석한 결과, 거부민감성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사이를 경험회피가 매개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험회피를 통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단서를 쉽게 지각하고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 높다. 따라서 거부가 예상되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정

서를 올바로 드러내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등 거부 상황을 직면하지 않으

려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인 회피 반응은 거부를 피할 수 있게 돕기 보다는 오

히려 사회적 상황 자체에 대한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다. 즉,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

람들은 경험회피를 많이 하고, 경험회피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

대한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거부민감성과 수행 불안의 관계에서도 경험회피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수행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험회피

를 통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모

호한 상황을 거부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행 상황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관찰과 평가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일종의 거부 단서로서 지각할 수 있

다. 이때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수행 상황 자체를 회피하는 방법을 통해 불

편한 거부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수행 상황에 대한 회피는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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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게 만들 수 있어 결국 수행 상황을 불안해하고 두려

워하게 할 수 있다. 즉,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경험회피를 많이 하고, 경험회

피가 높은 사람들은 수행상황에 대한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불안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험회피를 매개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

행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거부민감성 뿐만 아니라 경험회피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거부민감성에 대한 개

입과 더불어 경험회피에 대한 개입도 사회불안을 줄이고 사회적인 상황에 적응하도

록 돕는데 중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주 양육자로부터 형성된 거부민감성이

훗날 대학생이 되고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하였다. 둘째,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로 경험회

피를 확인하였다. 경험회피가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 사이를 매개한다는 결과는 거

부민감성이 사회불안으로 발전되는 과정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

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대상으로부터의 거부 상황을 불

편해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을 회피하게 된

다. 하지만 반복적인 회피 경험은 단순한 거부 상황을 넘어서 불특정 다수 만나게

되는 사회적인 상황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불안을

단일한 요인으로 보기 보다는 사회불안이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나누어 보아야 한

다는 이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사회 불안을 각

각 나누어 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불안을 사회적 상

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사회불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

인 탐색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넷째, 사회불안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에 대

한 개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탐색은

사회불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성현주, 2011). 따라서 사회불안의 원인으

로 거부민감성과 경험회피를 탐색해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그로인해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방법을 찾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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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령에 일반화시킬 때는 주

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른 연령대의 대상에 대한 개입은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둘째, 사용된 모든 측정도구들이 자기보고식 설문지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셋째,

본 연구는 온라인 리서치 회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조사를

통한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온라인 조사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들을 중심으

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모집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표본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표본오류 통제 등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사회불안

을 단일한 것으로 보지 않고 사회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 둘 다에서 경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따라

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불안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인을 찾

기 위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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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은 연구를 진행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지에 제시된 모든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지시사항에 

따라 평소 자신의 느낌과 생각, 행동에 따라 있는 그대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빠진 응답이 있는 설문지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가능

한 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신 모든 자료는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하게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6. 12.

경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 남숙경

연구자 : 노윤영 (dbsdud12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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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거부민감성 척도

◎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

고 생각하는가를 알아보는 질문들입니다. 상황을 읽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전

혀 그렇지 않다(1번)부터 매우 그렇다(6번) 중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상황 1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 노트를 빌려 달라고 한다.

1) 노트를 빌려주지 않을 지에 대해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노트를 빌려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2 친구에게 이사 와서 나와 함께 살자고 부탁한다.

1) 이사 오기를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이사 오라는 부탁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한다. 1 2 3 4 5 6

상황 3
부모님께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
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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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이 결정을 도와주시지 않을까봐 걱정되거나 불
안하다.

1 2 3 4 5 6

2) 부모님이 결정을 도와주실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4 잘 모르는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한다.

1)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
다.

1 2 3 4 5 6

2) 잘 모르는 사람이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
상된다.

1 2 3 4 5 6

상황 5
당신의 남자(여자)친구는 오늘 밤에 다른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남자(여자)친구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녀)에
게 자신과 함께 있어 달라고 요구한다.

1)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어줄지 걱정이 되거나 불안하
다.

1 2 3 4 5 6

2)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어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6 부모님께 용돈을 더 달라고 부탁한다.

1) 부모님이 용돈을 더 주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부모님이 용돈을 더 주시리라 예상된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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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7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 수업 중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좀 더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

1) 교수님이 설명을 더 해주실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교수님이 설명을 더 해주시리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8
친한 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난 후에,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다.

1)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 주저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아무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1 2 3 4 5 6

상황 9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 같이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한다.

1) 그 사람이 그러자고 할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그 사람이 같이 커피를 마실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10
졸업하고 난 다음 직장을 구하지 못 했을 때, 부모님께 당분간 생
활비를 보조해달라고 요구한다.

1) 생활비 보조를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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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비를 보조해 주시리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11 방학 기간 동안, 친구에게 나와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다.

1) 친구가 여행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
하다.

1 2 3 4 5 6

2) 친구가 여행 제안을 받아들이리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12
남자(여자) 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난 후, 먼저 전화해서 만나고 싶
다고 말한다.

1) 그(녀)가 만남을 거절할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그(녀)가 만나자는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13 친구에게 어떤 물건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다.

1) 친구가 물건을 빌려줄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친구가 물건을 빌려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14 부모님께 내가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다.

1) 부모님이 참석 요청을 거절할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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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님이 참석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15 친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한다.

1) 친구가 그 부탁을 들어줄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친구가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16 남자(여자) 친구에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물어본다.

1) 그(녀)가 나를 사랑할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17 클럽에서 눈에 띄는 이성에게 다가가서 춤을 추자고 청한다.

1) 내 청을 거절할 것 같아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내 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 18 남자(여자) 친구에게 부모님을 만나러 와 달라고 요청한다.

1) 내 청을 거절할 것 같아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내 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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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경험회피 척도

◎ 다음 문항을 읽고, 각 문항이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거
의 
그
렇
지 
않
다

드
물
게 
그
렇
다

때
때
로 
그
렇
다

자
주 
그
렇
다

거
의 
항
상 
그
렇
다

항
상 
그
렇
다

1 나는 어떤 불쾌한 일을 기억한다 해
도 괜찮다. 1 2 3 4 5 6 7

2
나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기억들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
기 어렵게 만든다.

1 2 3 4 5 6 7

3 나는 나의 감정들이 두렵다. 1 2 3 4 5 6 7

4 나는 나의 걱정들과 감정들을 통제
하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스럽다. 1 2 3 4 5 6 7

5 나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내가 충
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1 2 3 4 5 6 7

6 나는 내 삶을 잘 관리하고 있다. 1 2 3 4 5 6 7

7 감정은 내 인생에서 문제를 일으킨
다. 1 2 3 4 5 6 7

8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각자의 
삶을 더 잘 다루고 있는 것 같다. 1 2 3 4 5 6 7

9 걱정들은 나의 성공에 방해가 된다. 1 2 3 4 5 6 7

10 나의 생각과 감정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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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 다음 문항을 읽고, 각 문항이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약
간 
그
렇
다

웬
만
큼 
그
렇
다

상
당
히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면 
긴장된다. 0 1 2 3 4

2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다. 0 1 2 3 4

3 나 자신이나 내 감정에 대해서 말해야 할 때면 
긴장된다. 0 1 2 3 4

4 동료들과 편안하게 어울리는 것이 어렵다. 0 1 2 3 4

5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긴장된다. 0 1 2 3 4

6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하다. 0 1 2 3 4

7 다른 사람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긴장된다. 0 1 2 3 4

8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편안하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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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0 1 2 3 4

10 이야깃거리를 쉽게 생각해낸다. 0 1 2 3 4

11 이상하게 보일까봐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걱정된다. 0 1 2 3 4

12 다른 사람의 주장에 반대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13 매력적인 이성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0 1 2 3 4

14 사회적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걱정하곤 한다. 0 1 2 3 4

15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때면 
불편하다. 0 1 2 3 4

16 대화 도중 부적절한 말을 할 것 같다. 0 1 2 3 4

17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할 때 
무시당할까봐 걱정하곤 한다. 0 1 2 3 4

18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때 긴장한다. 0 1 2 3 4

19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할지 
망설인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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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사회공포증(수행 불안) 척도

◎ 다음 문항을 읽고, 각 문항이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약
간 
그
렇
다

웬
만
큼 
그
렇
다

상
당
히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글을 써야 할 때면 
불안해진다. 0 1 2 3 4

2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때 남의 이목을 
의식하게 된다. 0 1 2 3 4

3 내 목소리와 내게 귀 기울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의식되곤 한다. 0 1 2 3 4

4 길을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지 
않을까 신경이 쓰인다. 0 1 2 3 4

5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얼굴이 
붉어질까봐 두렵다. 0 1 2 3 4

6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앉아있는 방에 들어갈 
때는 남의 이목을 의식하게 된다. 0 1 2 3 4

7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떨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0 1 2 3 4

8 버스나 기차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앉아야 
할 경우 긴장되곤 한다. 0 1 2 3 4

9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을 잃거나 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공포스럽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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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러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무언가를 마시는 
것이 힘들다. 0 1 2 3 4

11 식당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면 남의 이목을 의식하게 된다. 0 1 2 3 4

12 사람들이 내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된다. 0 1 2 3 4

13 식판을 들고 번잡한 식당을 가로질러 
지나가려면 긴장되곤 한다. 0 1 2 3 4

14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제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 0 1 2 3 4

15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0 1 2 3 4

16 엘리베이터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을까 긴장된다. 0 1 2 3 4

17 줄을 서 있을 때, 나만 유난히 눈에 띌 것 
같이 느껴진다. 0 1 2 3 4

18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면 긴장된다. 0 1 2 3 4

19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가로젓거나 
끄덕거릴 것 같아 걱정된다. 0 1 2 3 4

20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거북하고 긴장된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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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묻는 질문지입니다.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3) 귀하의 나이는?    (          ) 세

 4) 귀하의 전공은?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과학계열

   ③ 예술체육계열

   ④ 공학계열          

   ⑤ 농학계열   

   ⑥ 기타 (            )

 5) 귀하의 형제 수는 몇 명입니까?

   ① 외동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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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Noh Youn Young

Department of Psychology

Academic Advisor Suk Kyung Na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of

college students. And social anxiety was classified as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performance anxiety.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300 university universities students in Ko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and AMOS 21.0. The main result are as follows.

First, rejection sensitivit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xperiential avoidance,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performance anxiety.

And experience avoida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performance anxiety. Finally, social

interaction anxiet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erformance anxiety.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ce avoidance was confirmed in

both rejection sensitivity,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rejection sensitivity

, performance anxiety.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help understand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rejection sensitivity on social anxiety. It is also expected to help

college students suffering from social anxiety due to their rejection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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