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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Objectiv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dergraduate students’ adult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problems.      
Methods: A total of 300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completed a 
questionnaire regarding adult attachment,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interpersonal 
problems.      
Results: First, undergraduate students’ adult attachment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interpersonal 
problems. Attachment anxiety had a greater influence on interpersonal problems than attachment 
avoidance. Second, adult attachmen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Thir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interpersonal problems. Forth,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 between attachment-related anxiety and avoidance and interpersonal problems.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dult attachmen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it would be important to 
further develop counseling programs to help reduce the interpersonal problems of undergraduates at 
the education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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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서론

인간은 출생 후 전 생애에 걸쳐 타인과 교류하고, 관계를 맺

으며 살아간다. 생애 초기에는 주 양육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

하고, 아동 및 청소년기에는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성인기가 되면 대학 혹은 직장 등 사회로 진출함에 따라 다양

한 사람들과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대학생 시

기는 Erikson (1963, 1980)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중 성인 전

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친밀감이라는 발달과업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Arnett (2000)이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는 새로운 단계를 제안하며 주장한 것처럼, 학업

에 종사하는 기간이 연장되면서 현대의 대학생은 정체성과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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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감을 동시에 형성해야 하는 이중 과업에 처해 있다. 특히 고

등학생 시기와 달리 대학생 시기는 정해진 학급 단위에서 벗어

나게 되면서, 대인관계가 선후배, 교수, 학과 생활, 동아리, 진

로 및 대외 활동, 이성 관계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영역으로 그 

폭이 넓어지게 된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폭넓고 성숙한 대인

관계를 형성해야하는 환경적 변화 속에서 심리적, 사회적 어려

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시기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우울, 

불안, 소외, 불행감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도록 할 뿐 아니

라(N.-M. Kim & Kim, 2013; Teyber, 2000), 이후의 사회적 적응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Ha & Jo, 2006; S.-H. Kim 

& Kim, 2004), 성인 전기에 진입한 대학생들이 새로운 환경 속

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건강하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현재의 적응뿐 아니라 이후의 삶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시기뿐 아니라 졸업 이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주목하

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들을 탐색하였다.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중 성인애

착은 애착이론에서 강조하는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기반한 개념으로,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을 얻기 위

해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모, 친구, 연인, 배우자 

등과 신체적, 심리적 근접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의

미한다(Main, Kaplan, & Cassidy, 1985). 영유아기 애착이 유형

별로 분류되는 것과는 달리, 성인애착은 애착과 관련된 불안

(attachment-related anxiety; 이하 애착 불안)과 애착과 관련된 

회피(attachment-related avoidance; 이하 애착 회피)의 두 가지 

차원을 포함한다. 각 차원의 특징을 살펴보면(Fraley & Waller, 

1998), 애착 불안의 경우 높을수록 애착대상과의 관계에 지나

치게 몰두하고, 애착대상에게 거절당하거나 버림받기를 두려

워하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 애착 회피는 높을수록 애착대상

과 친밀함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불편을 느끼고 회

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성인애착은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회피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er, 1990; Haggerty, Hilsenroth, & Vala-Stewart, 

2009; J. U. Kim & Yang, 2014; 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Moon, 2005; Park & Lee, 2010; Wei, Vogel, Ku, & Zakalik., 2005). 

예를 들어, J. U. Kim과 Yang (2014)은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의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이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더 많이 경

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Moon (2005)의 연

구에서도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고 있을수록 대학생의 대인

관계문제 수준이 높았으며, 애착을 유형별로 나누었을 경우에

는 두려움형, 몰두형, 거부형, 안정형 순으로 높은 대인관계문

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차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

향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일관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Kang & Choi, 2011; J.-H. Lee & Shim, 2007; 

Mikulincer et al., 2003; Park & Lee, 2010; Shin, 2006; Wei et al., 

2005). 즉, Park과 Lee (2010)는 대학생의 애착 불안이 애착 회

피보다 대인관계문제와 더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하였지만, 대학생의 애착 불안보다 애착 회피가 대인관계능력

(Kang & Choi, 2011)과 대인관계 유능성(Shin, 2006)에 더 큰 영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은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성인애착이 대인

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인들의 역할

을 살펴본 연구들 또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서에 중점을 둔 

정서조절양식(Kang & Choi, 2011)이나 정서주의와 정서조절

(Shin, 2006), 우울경험양식(Park & Lee, 2010) 등과 같은 변인

들이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인으

로 연구되어왔다. 보다 최근에는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둔 인

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연구들(Garnefski & Kraaij, 2007; 

Mikolajczak, Nelis, Hansenne, & Quoidbach, 2008)이 실시되고 

있는데,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부정적인 정서가 촉발되기 전

이나 정서가 유발된 상태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

석하거나 인식하는 등 인지적 측면을 변화시킴으로써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Gross, 1998). 인지적 정서조

절 전략은 적응적인 전략과 부적응적인 전략으로 구분되는데

(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긍정

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자신의 인지를 변화시켜 정서를 효과

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

기, 긍정적 초점변경, 수용, 긍정적 재평가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이미 촉발된 정서를 조

절하기 위해 울음을 터뜨리거나 소리치는 등과 같이 행동적

인 정서조절양식을 보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선행연

구들(Garnefski et al., 2001; Garnefski,  Legerstee, Kraaij, van den 

Kommer, & Teerds, 2002; John & Gross, 2004)은 보고하고 있다. 

반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그 상황에서 더 부정적

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인지를 변화시켜 유발된 정서를 적응적

이지 못한 방식으로 다루는 전략을 뜻하는 것으로,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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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초점을 두어 성인애착이 대인관

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성인애착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애착이

론(Bowlby, 1969/1982, 1973)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개인은 

애착관계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내재화된 인지적

인 표상을 지니게 되며, 이것이 개인의 정서적 반응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구체적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Jeon과 Hong 

(2012)은 애착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덜 사용하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더 사

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Shin (2006)의 연구에서도 불안

정 애착을 형성하고 있을수록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의 영

향이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는데, Hwang (2006)은 애

착 불안이 애착 회피보다 적응적 또는 부적응적 정서조절과 더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 표상을 가지고, 자기 효율성에 대한 믿음이 약하

며, 원하지 않는 사고를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자아가 강하지 않

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에서 압도되어 부적응적인 전

략에 의존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애착 불안이 높

을수록 과잉활성화 전략을, 애착 회피가 높을수록 비활성화 전

략을 더 사용하는 등 애착 유형에 따라 정서조절 방식에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Cassidy & Kobak, 1988)가 보고되었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또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 

J. Kim (2010)의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을 사용할수록 대인관계문제의 모든 하위영역의 수준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하위요인인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가 대인관계에서 착

취/통제적이거나 희생/의존적, 그리고 고립/비사회적인 문제

를 더 높였다. 이외에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대인관계문

제 및 사회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Garnefski & 

Kraaij, 2007; E.-Y. Kim, 2009; Mikolajczak et al., 2008)에서는 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더 사용할수록 대인관계문제 수

준이 낮아지고 사회성은 높아지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더 사용할수록 대인관계문제 수준은 높아지고 사회성

은 낮아지는 것으로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부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중 반추와 자기비난은 사회성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Mikolajczak et al., 2008), 

이로 인해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선행연구들은 성인애착이 인지

적 정서조절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Jeon & Hong, 2012; Shin, 

2006),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따라  대인관계문제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E.-Y. Kim, 2009; M. J. Kim, 

2010; Mikolajczak et al., 2008). 이러한 연구들에 기초해 볼 때,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매개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

다. 실제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J.-Y. 

Kim (201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유능

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유사하게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에 초점을 

둔 정서조절곤란을 살펴본 연구(D.-W. Lee, 2015)에서는 성인

애착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부분매개 한

다는 것을 밝혔다.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각각이 대인관계문

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차이를 보였는데, 애착 불안이 높을 경

우에는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거나 주장하기보다 순응하는 태도와 같은 대인관계문

제를 많이 보인 반면, 애착 회피가 높을 경우에는 타인을 통제

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J. 

E. Cha (2015)는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비효

율적이고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을 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영향

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가지게 

해 대인관계문제를 더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

다. 또한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의 영향

이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를 구분하여 모형을 설정한 후 각각의 영향을 살펴보

았다. 각 변인 간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들은 보고되었지만, 성

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정

서조절 전략의 역할을 탐색한 연구는 매우 드물어, 본 연구에서

는 이를 살펴봄으로써 애착 불안이나 애착 회피로 대인관계문

제를 호소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의 일

환으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기능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

구의 연구모형(Figure 1)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성인애착,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및 대인관계문제 간 

상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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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 전략이 매개하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300명이다. 

대학생 시기는 입시에 초점이 되었던 중고등학교 시기를 벗어

나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나가며 다양한 사람들과 

친밀감을 형성해야하는 시기이다(Erikson, 1963, 1980). 따라

서 적응적인 대학생활 및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효과적

인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속한 대학생들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

우 남학생이 182명(60.7%), 여학생이 117명(39.0%)으로 남

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평균 연령은 20.7세(SD = 2.26세)였

으며, 1학년 103명(34.3%), 2학년 104명(34.7%), 3학년 49명

(16.3%), 4학년(이상)이 43명(14.3%)이었다. 지역 분포를 살

펴보면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141명(47.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충청도 134명

(44.7%), 경상도 17명(5.7%), 강원도 4명(1.3%), 전라도 1명

(0.3%) 순이었다. 전공계열을 살펴보면, 항공계열을 포함한 

기타가 83명(27.7%)으로 가장 많았고, 공과계열 80명(26.7%), 

사회계열 70명(23.3%), 인문계열 35명(11.7%), 예체능계열 

10명(3.3%), 의약계열 9명(3.0%), 교육계열 6명(2.0%), 자연

계열 6명(2.0%) 순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아버

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각각 156명(52.0%)과 141

명(47.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 각각 89명(29.7%)과 125명(41.7%), 대학원 졸업 각각 43명

(14.3%)과 20명(6.7%) 순이었다. 

연구도구

본 연구의 질문지는 성인애착,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및 대인

관계문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대학생의 자기보고로 응답되었다.

성인애착

성인애착은 Brennan, Clark과 Shaver (1998)가 개발하고 Fraley, 

Waller와 Brennan (2000)이 개정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경험-

개정판(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Revised [ECR-R])을 

Seong-Hyeon Kim (200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ECR-R에는 총 36문항이 포함되며, 애착 불안(18문항)과 

애착 회피(18문항)의 두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각 요인의 문항

의 예를 살펴보면, 애착 불안의 경우 “때로 다른 사람들은 분

명한 이유 없이 나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바꾸곤 한다.”, “일단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알게 되면,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렵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갖는 호감만큼 그들도 내게 강한 호감을 가지기를 자주 원한

다.” 등이 있다. 애착 회피에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

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속 깊은 감정을 드러내

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

지의 7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하위 요

인별로 방향성이 다른 문항은 역채점한 후  평균을 산출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하위요인의 특성을 더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애착 불

안 .94, 애착 회피 .90이었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Garnefski 등(2001)

이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척도(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를 So-Hee Kim (2004)이 번

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CERQ는 총 36문항으로, 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 전략(20문항)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

략(16문항)으로 구분된다.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는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

각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수용, 긍정적 재평가와 관련된 문항

들이 포함된다. 각각의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조망확대는 “나

 

Figure 1. The hypothesized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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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일이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계획 다시 생각

하기는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한다.”, 

긍정적 초점변경은 “내게 일어난 일 대신 다른 즐거운 일을 생

각해본다.”, 수용은 “나는 그 일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긍정적 재평가는 “그 문제의 긍정적인 측

면을 찾아본다.” 등이 있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는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가 포함된다. 각각의 문항

의 예를 살펴보면, 자기비난은 “그 일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

다.”, 타인비난은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

고 생각한다.”, 반추는 “그 상황에서 일어났던 나의 감정을 되

짚어 생각한다.”, 파국화는 “내가 겪은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에 대해 계속 생각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

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되었다. 각 하위요인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적응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거나 부적응적인 전략

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 요인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9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80이었다.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는 Horowitz, Rosenberg, Baer, Ureño와 Villaseñor 

(1988)가 개발한 대인관계문제 척도(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IIP])를 Alden, Wiggins와 Pincus (1990)가 대인관계

문제원형척도(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Circumplex 

scale [IPC-C])로 재구성한 것을 국내에서 Hong 등(2002)이 타

당화한 한국판 대인관계문제원형 척도-단축형(Short form of 

the 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 

[KIIP-SC])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원 척도는 비주장성, 과순

응성, 자기희생,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 냉담, 사회적 

억제의 8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선행연구들

(Ahn, 2012; H. R. Cha, 2016)은 Horney (1946/2006)의 이론을 

적용하여 사람들에게 향함(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사

람들에게 맞섬(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 사람들에게서 

멀어짐(냉담, 사회적 억제)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구분을 사용하여 세 요인으로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향함(15문항)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요

구라도 하기 어렵다.”,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

면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며, 

사람들에게 맞섬(15문항)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진

심으로 걱정해주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기가 어렵

다.” 등의 문항이 해당된다. 사람들에게서 멀어짐(10문항)은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렵다.”, “다

른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에게 친근

감을 느끼기가 어렵다.”등의 문항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

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

위요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많이 보이

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 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사람들에게 향함 .91, 사람들에게 맞섬 .88, 사람들에게서 멀

어짐 .91이었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오프라인(N = 288)

과 온라인(N = 66)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하였다. 온

라인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자발적으로 설문 응답에 동의를 

한 대상에 한하여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지는 서울에 위치한 2년제 대학과 충청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 응답에 동의를 한 대상에 한해 수

집되었다. 설문지는 사회인구학적 배경, 성인애착, 대인관계문

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관한 문항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에는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최종 수집된 354부 중 불

성실하게 응답했거나(52부), 연구대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2부)를 제외하고 총 30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하였

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

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도구의 문항 간 내적합

치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계

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대인관

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

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다중매개모

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PSS PROCESS Macro 

v3.0 프로그램(Hayes, 2015)을 사용하여 각 매개변인의 효과

가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랩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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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표본수를 5,000개

로 하고 95% 신뢰구간에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예비분석 

본 분석에 앞서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성인애착,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 및 대인관계문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분석은 성

별에 따른 구분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변인 간 상관관계

대학생의 성인애착,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및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

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이 나타났다(Table 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성인

애착의 두 하위요인인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는 대인관계문제

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애착 불

안: rs = .58∼.69, p < .001, 애착 회피: rs = .30∼.67, p < .001). 즉, 

애착과 관련된 불안과 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더 보였다. 둘째, 성인애착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애착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은 덜 보이고(r = -.22, p < .001), 부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 전략은 더 보였다(r = .40, p < .001). 애착 회피도 이와 

유사하게 그 수준이 높을수록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은 덜 보이고(r = -.27, p < .00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

략은 더 보였다(r = .19, p < .01). 마지막으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대인관계문제 간 상관은 유의하여, 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 전략을 더 보일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덜 경험하고(rs = 

-.25∼-.30, p < .00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더 보

일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더 경험했다(rs = .30∼.33, p < .001).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성인애착의 하위요인인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가 대인관계문

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매개하는지 살펴

보기 위하여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하위요인인 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매개 변

인으로 하는 다중매개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즉, 독립변

인으로 성인애착의 하위변인인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를, 매개

변인으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 전략을, 그리고 종속변인으로 대인관계문제를 설정하

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인 성인애착의 경우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

이가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Kang & Choi, 2011; Mikulincer 

Table 1
Correlations Among Adult Attachment,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and Interpersonal Problems                          

1 2 3 4 5 6 7
Adult attachment
   1. Attachment anxiety —
   2. Attachment avoidance .48*** —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3. Adaptive strategy -.22*** -.27*** —
   4. Maladaptive strategy .40*** .19** -.09 —
Interpersonal problems
   5. Moving toward people .69*** .30*** -.27*** .33*** —
   6. Moving against people .58*** .37*** -.25*** .33*** .62*** —
   7. Moving away from people .61*** .67*** -.30*** .30*** .62*** .63*** —
M 3.09 3.23 3.52 2.84 2.35 2.03 2.02
SD 1.06 0.87 0.62 0.54 0.71 0.56 0.72
Note. N = 300.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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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3; Shin, 2006; Wei et al., 2005)에 근거하여 각각을 분리

하여 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반면 대인관계문제의 세 하위요

인인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 맞섬, 사람들로부터 멀어짐

의 경우 서로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rs = .62∼ .63, p < .001), 전

체 문항을 대상으로 산출한 내적일관도(α = .95)도 높아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대신 세 하위요인의 평균값

을 산출하여 단일 변인으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다중매개모형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Preacher

와 Hayes (2008)가 제안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째,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a), 매개변인이 종속

변인으로 가는 경로(b), 매개변인이 없을 때 독립변인에서 종

속변인으로의 경로(c)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한다. 둘째, 종속

변인을 설명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함께 모형에 포

함되었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직접효과의 크

기(c’)가 매개변인이 없을 때의 총 효과(c)에 비해 유의하게 감

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부트스트랩핑 

방식으로 검증한 간접효과의 크기(ab)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본 수 5,000번을 

재추출하는 부트스트랩핑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95% 신뢰구

간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즉, 간접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신

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간접효과가 α = .05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애착 불안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애착 불안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인지적 정서조

절 전략에 의해 매개되는지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Figure 2

에 제시하였다. 먼저 애착 불안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직

접적 영향은 유의하여(B = .35, p < .001), 애착과 관련한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더 경험하였다. 다음으로 간

접적 경로를 살펴보면, 애착 불안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 전략(B = -.13, p < .001)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B = .20, p < .001)으로의 경로는 유의하여, 애착 불안이 높을

수록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더 적게 사용하고, 부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인지적 정

서조절 전략에서 대인관계문제로의 경로 또한 유의하여, 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대인관계문제 수

준이 낮았고(B = -.15, p < .00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

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대인관계문제 수준이 높았다(B = .10, p 

< .05).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와 관련하여, 매개변인

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의 총효과는 .39 ( p < .001)로 매개변인

이 포함된 후 .35 ( p < .001)로 감소하였으며, 설명력은 54%에

서 3% 증가하여 57%이었다. 따라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애착 불안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 

이러한 부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

여 부트스트랩핑 방법을 사용한 결과, 적응적 및 부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α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적응적: B = 

.02, 95% 신뢰구간 = [.0081, .0352], 부적응적: B = .02, 95% 신

뢰구간 = [.0038, .0406]). 즉,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두 하위

요인은 애착 불안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였으며, 이러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2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Interpersonal Problem

Pathways B SE t R2 F (df1, df2)
Total effect

   Attachment anxiety → Interpersonal problem (c) .39 .02 18.52*** .54 343.07***(1,298)

Independent variable on mediators

   Attachment anxiety → Adaptive strategy -.13 .03 -3.90*** .05 15.20***(1,298)

   Attachment anxiety → Maladaptive strategy .20 .03 7.61*** .16 57.88***(1,298)

Independent variable and mediators on dependent variable

   Adaptive strategy → Interpersonal problem -.15 .04 -4.03***
.57 128.69***(3,296)   Maladaptive strategy → Interpersonal problem .10 .04 2.22*

   Attachment anxiety → Interpersonal problem (c’) .35 .02 15.43***

Note. c = A total effect of an independent variable without mediators; c’ = A direct effect of an independent variable with mediators.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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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interpersonal 
problem.
*p < .05. ***p < .001. 

애착 회피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애착 회피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Figure 3에 제시하

였다. 우선 애착 회피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을 살펴보면, 애착 회피가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쳐(B = .25, p < .001), 애착 회피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

를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간접적 경로

를 살펴보면, 애착 회피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B 

= -.19, p < .001)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B = .12, p < 

.001)으로의 경로는 각각 유의하여, 애착 회피가 높을수록 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더 적게 사용하고, 부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 전략( B = -.17, p < .001)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 B = .30, p < .001) 모두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 즉,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할

수록 대인관계문제 수준이 낮았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대인관계문제 수준이 더 높았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애착 회피

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총 효과는 .32 ( p < .001)

로 설명력은 24%였으며, 매개변인이 함께 투입되었을 경우 

.25( p < .001)로 그 계수가 감소하였고 설명력은 11% 증가하

여 35%였다. 즉, 애착 회피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분 매개하였다. 매개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랩핑 방법을 사용한 결

과, 애착 회피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B = .03, 95% 신

Table 3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Interpersonal Problem

Pathways B SE t R 2 F (df1, df2)

Total effect

   Attachment avoidance → Interpersonal problem (c) .32 .03 9.68*** .24 93.66***(1,298)
Independent variable on mediators

   Attachment avoidance → Adaptive strategy -.19 .04 -4.88*** .07 23.79***(1,298)

   Attachment avoidance → Maladaptive strategy .12 .04 11.40*** .04 11.40***(1,298)
Independent variable and mediators on dependent variable

   Adaptive strategy → Interpersonal problem -.17 .05 -3.74***

.35 53.19***(3,296)   Maladaptive strategy → Interpersonal problem .30 .05 5.92***

   Attachment avoidance → Interpersonal problem (c’) .25 .03 7.79***

Note. c = A total effect of an independent variable without mediators; c’ = A direct effect of an independent variable with mediators.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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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daptive  
Strategy 

-.13*** -.15*** 

.20*** .10* 

c’= .35*** 

c = .39*** 

Figure 3.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interpersonal 
problem.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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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구간 = [.0146, .0588]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B = 

.04, 95% 신뢰구간 = [.0145, .0664])을 통한 효과 각각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α = .05 수준에서 유의

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

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적 역할

을 살펴보았다. 성인애착의 두 가지 하위 차원인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는 그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Mikulincer et al., 

2003; Wei et al., 2005),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로 분리하여 모

형을 설정한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

여, 성인애착의 하위변인인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는 대인관

계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애착 불안 및 애착 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은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더 경험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er, 1990; Haggerty et 

al., 2009; J. U. Kim & Yang, 2014; Mikulincer et al., 2003; Moon, 

2005; Wei et al., 2005)과 일치하는 것으로, 불안정한 애착을 형

성한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 낮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관계

에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

지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애착 불안이 애착 회피보다 대인관계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 불안과 애착 회

피 모두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쳤지만, 애착 불안 수준

이 높을 경우 대인관계문제의 수준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

는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의 차이로 인해 그 영향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들(Kang & Choi, 2011; J. U. Kim & Yang, 2014; J.-H. Lee 

& Shim, 2007; Mikulincer et al., 2003; Park & Lee, 2010; Wei et 

al., 2005)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애

착 불안은 대인관계문제(J. U. Kim & Yang, 2014; Park &  Lee, 

2010)와, 애착 회피는 낮은 대인관계능력(Kang & Choi, 2011)

과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하

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 불안이 높은 경우 대인관계능력 자

체의 결함을 가지기 보다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

어 대인관계에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더 지각하지만, 

애착 회피가 높은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소속되기를 회피하

고 겉도는 특징이 있어 대인관계능력 자체가 낮은 것과 더 큰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Park & Lee, 

2010).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해 보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문제

와 대인관계능력을 함께 측정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애착 불

안과 애착 회피가 대인관계문제와 대인관계능력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미치

는 영향은 유의하여,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덜 보이고, 부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더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Jeon & Hong, 2012; J.-Y. Kim, 2016; Shin, 200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수준이 높을

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초점을 바꾸어 생각하거

나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정서를 조절하기 보다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반추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을 비난하는 등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모두 인지적 정

서조절 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애착 불안이 애착 회

피보다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 모두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애착 회피의 특성과 관련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애착 회피가 높을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전략

을 사용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인지 · 행동

적으로 거리를 두고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Shaver & Mikulincer, 2002; Wei et al., 2005). 즉, 애착 

회피 수준이 높을 경우 전략 자체를 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영

향력이 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

향과 관련하여,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할

수록 대인관계문제 수준은 낮아지고,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

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대인관계문제 수준은 높아졌다. 이는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모형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할

수록 대인관계문제의 모든 하위영역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고

한 연구(M. J. Kim, 2010)와 적응적,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 전략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

(E.-Y. Kim, 2009)와 일치한다. 또한 대인관계문제는 아니지만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사회성에 인지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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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조절 전략이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연구(Mikolajczak et al., 

2008)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를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

하고 유지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들은 자신의 정서를 적응적으

로 조절하는 능력, 즉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에 초

점을 맞추어 정서를 조절하는 긍정적 재평가, 부정적인 감정

에 매몰되지 않고 긍정적인 일을 생각하며 정서를 조절하는 

긍정적 초점변경, 다른 부정적인 일들과 비교하여 현재 상황

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 조망확대, 앞으로 비슷한 부

정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해보는 계획 

다시 생각하기 등과 같은 적응적인 전략을 훈련하는 것을 통

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가 대인관계문

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 즉, 애착 불안과 애착 회

피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

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인지적으로 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

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그 결과, 대인관계에서 더 많

은 문제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애착과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또는 정서조절

의 매개효과를 발견한 선행연구들(J.-Y. Kim, 2016; Shin, 2006)

이나 성인애착이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대인관계문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D.-W. Lee, 2015)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를 통해 불안정 애착을 경험하고 있는 대

학생들의 경우 정서 인식, 표현 및 조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

어, 대인관계문제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

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적 역할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상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애착과 관련

된 불안이나 회피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대인관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정서가 촉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적응적인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의 현재 애

착 상태를 파악하고, 불안정 애착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는 개인 상담 또는 집단 교육 및 상담 장면에서 인지

적 정서조절을 시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대학생 내담자의 상담 내용에서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등과 같은 부적응적인 조절 방식이 반복해서 

나타날 경우, 상담자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해당

하는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 변경, 수용, 

긍정적 재평가 등으로 인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훈련의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어

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2년제 대학교, 

충청도 지역의 4년제 대학교 각각 1곳과 서울 및 경기도, 전라

도, 경상도, 강원도 등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는데, 서울 및 충청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의 경우 표본 수가 많지 않아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지

역별, 대학별로 풍부한 표본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대

학생들 중 대학에 막 진학한 1학년이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4

학년과 같이 신입생, 취업준비생 또는 휴학생, 복학생, 군 입

대를 한 대학생 등 대학생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대인

관계문제를 다르게 지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대상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

도 흥미로울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관계에서 

가지는 애착으로 성인애착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최근 대상에 

따라 차별적인 성인애착 패턴이 형성될 수 있다는 주장들(Jo 

& Seo, 2010; J. Kim & Lee, 2015)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인 

초기인 대학생 시기는 애착 대상의 전환이 다양하게 이루어지

는 시기이므로, 활성화된 표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애착 패턴

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K. U. Kim, 2005). 따라서 성인애착

을 애착 대상별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후속 연

구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

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성인애착의 하위변인인 애착 불

안과 애착 회피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응적,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각각 살펴봄으

로써 기존의 성인애착과 대인관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

들을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대인

관계문제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 영향력에는 다

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보다 개입이 용

이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교육하여 대인관계에서의 어려

움을 낮추도록 돕는데 활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인애착

으로 인하여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여

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대학생들의 긍정

적이고 적응적인 대학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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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료이자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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