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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 사이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 정
서인식 명확성이 조절변인으로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절
된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대학생 714명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정서인식 명확성, 자기개념 명확성을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개념 명
확성은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둘째, 정서인식 명확성은 거부민감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자기개념 명확성이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을 부분 매개하는 경로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들
은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으로 인한 사회불안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자기개념 명확성
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서인식 명확성을 높여주는 것이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정서인식명확성, 자기개념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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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황에 노출되며, 사회적 유능감을 발휘해야만

서 론

하는 시기이다. 사회불안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홀로 살아가지 않

사회적 상호작용 그 자체에서 고통을 호소하기

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모든 발달단

때문에 사회적인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 자신의

계에서 대인관계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부모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줄어들어 성공과 대인관계

로부터 독립하여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 처음 노

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류아영 외,

출되는 성인초기의 대인관계는 특히 더 중요하고

2014; Davidson, 1994),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부정

할 수 있다. Erikson(1950)은 대학생 시기란 친밀감

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김윤아, 2014; Davidson,

대 고립감의 단계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통한

1994; Hambrick, 2003). 사회불안은 불안을 유발하

친밀감의 획득이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말

는 상황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하였다. 중-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대학 생활에서

‘수행불안’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은

의 새로운 환경과 인간관계 경험은 즐거움과 성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에 대한 불편

장의 재료가 될 수 있으나,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

감을 나타내는 것이고, 수행불안은 관찰당하는 상

을 수 있다(Milsum, 1984). 대학생 시기는 크고 작

황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의미한다(Leary, 1983;

은 변화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며, 인생의 중요한

Liebowitz, 1987; Turner, Beidel, & Townsley, 1992).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욕구와 사

발달 단계상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

회의 요구 사이에서 불일치를 경험한다(Levinson,

에게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은 매우 중요

1978). 이러한 불일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로 나

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행불안

타나게 되는데, 사회의 요구 및 타인의 시선, 평

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모두 포함한 사회불

가와 거부에 민감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 중 하

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그 관계

나가 사회불안이다.

성을 탐색함으로써 상담 장면에서 사회불안을 낮

사회불안은 낯선 타인과 상호작용 하거나 타

추기 위한 개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뚜렷하게

사회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 거절당하는

느껴지는 두려움과 당혹스럽거나 수치스러운 방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거부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다 다르다. 거부민감성은 이러한 반응의 개인차를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생리적 반응을 의미한다

설명하기 위해 Feldman과 Downey(1994)에 의해 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낯선 타인과

개된 개념으로, 대인관계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의 만남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할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거부를 염려하고

때 긴장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과민반응을 보이는 역동적인 인지-정서적 과정으

며 적응적인 현상이지만(오수연, 박기환, 2014), 과

로 정의된다. 거부민감성 모델에 따르면 생애초기

도한 긴장과 불안은 사회적 상황에서 놓여지는

에 주 양육자의 비 일관적이고 비수용적인 양육

것에 극심한 고통이나 어려움을 주게 된다. 보건

태도로 인해 형성된 불안정 애착은 거부민감성으

복지부(2016)에 따르면 사회불안은 20대 전후의

로 발전되어 이후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연령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하며, 특히 대학생 시기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vy, Ayduk, &

는 이전의 중-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다양한 사회

Downey, 2001). 거부민감성은 거부신호에 대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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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 반응으로 거부 단서들을 과잉 경계하도록

한 심리적 부적응과 상관을 가진다는 것이 다수

만들고, 모호한 단서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거부될

의 연구에서 나타났다(Gara et al., 1993; Leite &

것이라는 자기충족적 예언을 하게 만든다(Downey

Kuiper, 2008; Stopa et al., 2010). 반면, 자기개념

et al., 1998). Downey와 Feldman(1996)은 높은 거부

명확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민감성을 호소하는 사람은 거부를 지각하게 되면

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고 일관되기 때문에, 자신

의기소침과 적개심, 정서적 철회 등을 경험하는

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에 덜 몰입되고, 사회적

경향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Bowlby(1980)는 관계에

인 상황에서도 자아에 대한 위협을 더 적게 느끼

속하지 못하며 수용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게 된다(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 이

과 의심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며,

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변인

주관적 안녕감을 감소시킨다 하였다. 특히, 거부

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자기개념 명확

민감성은 사회불안과 관련이 높은 변인으로 보고

성, 자기-조직화, 자기-복잡성과 같은 자기의 구조

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거부민감성과 사회불

적인 변인들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안의 정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으며(김나경, 양난

서는 자기개념 명확성만이 사회불안을 예측하였

미, 2016; 김나영, 조유진, 2009; 박명주, 조현주,

음을 확인하였다(Stopa et al., 2010). 이와 같은 연

2013; 박혜련, 손은정, 2012; Levy et al., 2001), 구

구들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들을 어떻게 조직하는

체적으로 사회불안을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살펴

가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본 경우에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불안은

수 있으며(Brewin, 2006), 자기개념이 불안정하고,

거부민감성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되지 못할수록 높은 사회불안을 경험함을 보

(이영아, 이인혜, 2016; 이유정, 2018). 이처럼 거부

여준다(Stopa et al., 2010). 국내에서 이루어진 옥주

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가 정적이라는 결과를

희와 김은정(2015)의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초점주

나타내는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부

의가 자기개념 명확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경로

민감성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사회불안에 영향을

를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박누리와 양재원(2021)은

미치는지에 대한f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

사회비교 경향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서 높은 거부민감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 자기개념 명확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매개

간접 경로를 통해 사회불안을 경험하는지에 대해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보연과 이주영(2020)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자기제시동기-기

이에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에서 자
기개념 명확성의 매개 역할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대의 차이를 통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자기개념은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자신

한편,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절 받을

에 대한 주관적 시각, 인식, 평가를 반영하는 종

수 있는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합적 인지를 의미하며(Rosenberg, 1979), 자기개념

자원을 동원하여 위협을 방지하려고 노력한다

명확성은 자기에 대한 인지적 측면으로 자기개념

(Downey et al., 2004). 거부적인 상황을 회피하기

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내적으로 일관되고 안정적

위한 가장 전형적인 노력 중 하나가 자신의 생각

으로 느끼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Campbell et

과 감정을 침묵시키거나, 파트너에 대한 의견을

al., 1996). 이러한 자기개념 명확성의 저하는 다양

절제함으로써 스스로를 바꾸는 것이다(Ayduk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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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3; Purdie & Downey, 2000). 이처럼 거부민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 통제력이 높으며, 적절

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자신

한 문제해결능력으로 불안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의 관점과 가치 등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한 기회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서정, 2006; 이지영, 2009;

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거부당할 수 있는 위협으

Bastian, Burns, & Nettelbeck, 2005; Brown & Schutte,

로 인지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일

2006), 정서조절을 촉진하여 부적응적인 정서 경

관된 개념을 형성하기 힘들어진다(Ayduk et al.,

험에 대해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어 왔

2009). 국내 연구에서도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다(이서정, 현명호, 2008; Fernandez-Berrocal et al.,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문

2006; Mowrer, 2007). Greenberg와 Safran(1987)에 따

홍주, 김태선, 2021; 유고은, 방희정, 2011). 이러한

르면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개인은 비합리적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으로 평가해오던 자신의 핵심적인 신념이나 사고

자신에 대한 일관적인 개념을 형성하기 힘들어질

를 인지하며, 그것들을 재평가하고 비합리적인 신

것으로 예상되고, 낮은 수준의 자기확신은 사회

념들이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된다고 하였다. 자신의 역할, 가치 및 목표를 포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거부민감성이

함하는 지식구성요소와 자기신념을 포함하는 자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기개념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Campbell, 1996)

예상되고, 낮은 자기개념명확성은 사회불안으로

정서인식 명확성은 자기개념 명확성을 조절 할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선

불안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거부민감성 간의

행연구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은 경험회피를 조절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율, 김영근, 2018). 자기

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거부민감성이 자

에 대한 개념은 타인의 피드백을 토대로 더 명료

기개념 명확성을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직-간접적

화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Wu, 2009), 정서인식

인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이 선행연구들과 일치하

명확성은 자신의 신념을 인지함으로써 타인의 거

는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부에 민감한 자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어서 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과 자기개념 명

경험에 집중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확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정서인식 명확

개념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

성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서인식 명확성이

에 거부민감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에서 직

란 자신의 신체 상태나 감정, 사고에서 스스로의

접적인 조절 효과를 본 연구는 없지만, 본 연구에

정서를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자신의 신체

서는 정서인식 명확성이 거부민감성과 자기개념

감각을 토대로 스스로의 정서를 파악하고 내면의

명확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가정하고 그

복합적인 감정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

역할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다(Salovey et al., 2004). 정서인식 명확성은 정서조

사회불안의 발생 원인은 단일한 변인으로 설명

절의 가장 첫 단계로서 전반적인 정서 경험이 진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인이 서로 상호작용

행되도록 도우며, 적절한 정서 및 행동적 결과를

하는 것이다(오경자, 양윤란, 2003; Rapee & Spence,

이끌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Gohm & Clore, 2002;

2004). 이에 앞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불안

Salovey et al., 2002). 이러한 정서인식 명확성이

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거부민감성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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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간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조절된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으며, 본 연구의 구체

매개효과는 매개 과정을 보다 질적으로 깊이 있

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부민감성

는 이해를 돕기 위한 모형으로, 조절변수의 수준

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 자기개

에 따른 간접효과 크기의 변화 또는 매개과정의

념 명확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가? 둘째, 거부민

구조적인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다(James &

감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

Brett, 1984).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사람

로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한가?,

은 자율적이고 분명한 자아 경계를 가지고 (Mayer

셋째,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사이에서 자기개

& Stevens, 1994; McFarland & Buehler, 1997), 신경

념 명확성을 통한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된 매

증이나 수행불안이 덜하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

개효과가 유의한가?

어 왔다(Swinkels & Guiliano, 1995). 이 외에도 정서
인식 명확성은 인정욕구가 정서표현을 거쳐서 사

방 법

회적 상호불안에 미치는 매개모형을 조절한다는
연구와(김나래, 이기학, 2016)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 부족과 불안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연구(신

연구대상

수진, 홍혜영, 2014)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리서치 전문회사에 의뢰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서 더욱 정교한 분석결과

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전국에 소

를 얻고자 한다.

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을

생 7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바탕으로 거부민감성이 자기개념 명확성을 매개

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

로 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실한 7부를 제외한 714부를 연구 분석 자료로 채

였고, 이러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가 정서

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에 대한 인구통

인식 명확성에 의해 조절되는지 검증함으로써 변

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

인들 간의 다양한 역동성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자들의 성별은 남성 345명(48.3%), 여성 369명

이해하고, 정서인식을 높여주는 것이 높은 거부민

(51.7%)으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는 만 19세가 74

감성으로 불안을 완화시키는 치료적 접근이 될

명(10.3%), 만 20-29세가 640명(89.6%)이었다. 학년

Figure 1

Research Model (Moderated Medi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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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Gender

Age

Grade

University location

Number

Percentage(%)

Male

345

48.3

Female

369

51.7

19 years old

74

10.3

20-29 years old

640

89.6

Freshman

93

13.0

Sophomore

193

27.0

Junior

192

26.9

Senior or higher

236

33.1

Metropolitan area

355

49.7

Non-metropolitan area

359

50.3

별 분포는 1학년 93명(13%), 2학년 193명(27%), 3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다.” 등과 같은 문

학년 192명(26.9%), 4학년 이상 236명(33.1%)으로

항이 포함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8번과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대학교 소재지 분포는 서

10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며, 0점(전혀 그렇지

울 230명(32.2%), 경기도 105명(14.7%), 인천 20명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로 5점 리커트 척도

(2.8%)으로 수도권이 355명(49.7%)이었으며, 부산

상에서 평정할 수 있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

66명(9.2%), 충청남도 39명(5.5%), 대구 34명(4.8%),

록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충청북도 34명(4.8%), 경상북도 33명(4.6%), 기타

높은 불안을 경험함을 의미한다. 김향숙(2001)에

153명(21.4%)으로 비수도권이 359명(50.3%)으로 나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척도의 내적합치도

타났다.

계수(Cronbach's α)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
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었다.
타인이 자신을 주시하는 상황에서의 수행불안

측정도구

을 측정하기 위해 Mattick와 Clarke(1998)이 고안한
사회불안

사회적 공포 척도(Social Phobia Scale: SPS)를 국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

에서 번안하고 타당화한 김향숙(2001)의 척도를

안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Mattick과

사용하였다. 사회적 공포 척도는 “다른 사람들 앞

Clarke(1998)의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척도(Social

에서 글을 써야할 때면 불안해진다.”, “공중화장실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를 국내에서 번안하

을 사용할 때 남의 이목을 의식하게 된다.”와 같

고 타당화한 김향숙(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은 문항이 포함되어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척도는 “나보다 높은 지위

며,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

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면 긴장된다.”, “다른

로 5점 Likert 척도 상에서 평정할 수 있다. 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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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타인에 의해 관찰

계수(Cronbach's α)는 .83이었다. 국내 대학생을 대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는 상황에서 높은

상으로 진행된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 보고된

불안감을 경험함을 의미한다. 김향숙(2001)에 따르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본

면 사회 공포증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

α)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

었다.

(Cronbach's α)는 .95이었다.

사회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사회적 공

자기개념 명확성

포 척도 (Social Phobia Scale: SPS)와 사회적 상호작

Campbell 등(1996)이 자기개념의 내적 일관성과

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지속성, 확신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개발한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동일하지만, 그 불안을 경험하는 사회적 상황의

Scale: SCCS)를 국내에서 김대익(1988)이 번안한 것

특징에 있어서 서로 구분된다(김향숙, 2001). 즉,

을 사용하였다.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는 처음에는

전자는 타인이 자신을 지켜보는 가운데 수행을

2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였다. 그러나 요인분석 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후자는 타인과

12문항으로 단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대익

서로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측

(1988)이 번안한 12 문항을 사용하였다. 6번과 11

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높은 거부민감성

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며, 1점(전혀 그렇지 않

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에 미치는 영

다)부터 5점(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향과 조절을 탐색하고자 하였기에 두 가지 척도

평정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

를 모두 활용하였다.

명확성 수준이 높으며,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있
다고 확신하는 정도와 자기에 대한 지식 간의 내

거부민감성

적 일관성이 높으며, 자기 지식이 시간적으로 안

Downey와 Feldman(1996)이 인간의 거부민감성을

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Campbell 등의 연구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거부민감성 질문지(The

(1996)에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6이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를 국내에서

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한 문항내적합치도의 계

이복동(2000)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RSQ를

수(Cronbach's α)는 .87이었다.

사용하였다. 검사에서 성인 초기에 일상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18개 상황을 제시하는데, 개인에

정서인식 명확성

게 중요한 타인인 부모, 친구, 연인, 교수 등에게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으로 정서인식 수준을 측

요구하는 상황들이 포함된다. 응답자는 각각의 상

정하기 위해 Salovey 등(1995)이 개발한 정서인식

황에서 ‘자신의 요구가 거부될까봐 불안한지’와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국내에서 이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

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 이는

사용하였다. 특질 상위-기분 척도는 정서주의에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매우 그렇다)로 6

대한 5문항, 정서인식명확성에 대한 11문항, 정서

점 Likert 척도 상에서 평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

개선에 대한 기대에 대한 5문항으로 총 21문항이

(Downey & Feldman, 1996)에서 보고된 내적합치도

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 11문항만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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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정서인식명확성에 대한 문항은 ‘나는

여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확

쉽게 감정을 느낀다.’, ‘나는 거의 늘 내가 어떻게

인하였다. 또 정규성을 측정하기 위해 왜도 및 첨

느끼는지 정확히 안다.’와 같은 문항내용이 포함

도를 산출하고 확인하였다. 셋째, 각 변인들 간의

되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로 5점 Likert 척도 상에서 평정할 수 있다. 이수

실시하였다. 넷째,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 사이

정과 이훈구(1997)의 타당화 연구에서 보고된 척

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검증 절차를 채택하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와 더불어 Baron과

.81이었다.

Kenny(1986)의 분석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

정서인식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특질

류를 파악하기 위해 Sobel(1982)검증을 실시하였다.

상위-기분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는 정

다섯째, 거부민감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에

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정서인식, 정서 표현과 조

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확인

절, 정서의 적절한 사용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하기 위해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 명확성을 평균

Mayer, Goldman, Turvey 그리고 Palfai(1995)에 의해

중심화하고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위계적

고안된 척도이다. Salovey와 Mayer(1990)는 정서 지

회귀분석 절차를 따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 및 감정을 관찰하고,

SPSS Macro 프로그램으로 거부민감성이 자기개념

다양한 감정들을 잘 파악하며, 정서와 관련된 정

명확성을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매

보들을 자신의 사고 및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적

개모형이 정서인식 명확성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절히 활용하는 능력이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하였다.

정서관련 정보를 다루는 능력 중에서도 신체감각
과 같은 단서들을 통해 정서를 자각하는 능력인

결 과

정서인식 명확성이 거부민감성과 자기개념 명확
성, 사회불안의 매개 모형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기에 TMMS의 하위 요인인 정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서인식 명확성에 대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의 다변량 정규분포를 검증하
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각 주요 변인들

자료분석

의 왜도와 첨도,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2에 제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다음

시하였다. 정규성을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의 모

의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든 변인의 왜도가 -2와 2 사이에, 첨도가 -7과 7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확인하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볼 수

으며, 거부민감성, 정서인식명확성, 자기개념명확

있다.

성, 사회불안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거부민감성, 정서인식명

Cronbach’s 계수를 산출했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확성, 자기개념명확성, 사회불안 간의 관련성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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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M

SD

Emotional Clarity

3.48

Self-Concept Clarity

Skewness

Kurtosis

Estimate

SE

Estimate

SE

5.00

-0.109

0.091

-0.41

0.183

2.99

4.83

0.244

0.091

-0.302

0.183

Social Anxiety

2.63

4.74

-0.06

0.091

-0.682

0.183

Rejection Sensitivity

9.06

19.83

0.197

0.091

-0.481

0.183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먼저 거부민감성은

조절된 매개효과 기본 가정 분석

정서인식 명확성(r=-.50, p<.001), 자기개념 명확성
(r=-.44, p<.0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

Muller 등(2005)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

으며, 사회불안(r=.70, p<.001)과는 유의미한 정적

계에서 조절변인의 조절효과의 존재에 따라 조절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정서인식 명확성은 자기

된 매개모형과 매개된 조절모형이 결정된다고 하

개념 명확성(r=.59, p<.001)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

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

관을, 사회불안(r=-.55, p<.0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을 검증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의 기본 가정

인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자기개념 명확성

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은 사회불안(r=-.57, p<.001)과 부적상관이 유의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

게 나타났다.

증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인 거부민감성과 종속

즉 이를 종합하여 본다면, 거부민감성이 높을

변인인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인 정서인

수록 정서인식 명확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아

식 명확성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사회불안은 높아지는 경향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있었다. 반대로 거부민감성이 낮을수록 정서인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 중심화하여 분석한

식 명확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2단계에서 거부민

있었으며 사회불안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감성과 정서인식 명확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Rejection Sensitivity

Emotional Clarity
***

-.500

Self-Concept Clarity

Social Anxiety

***

-.436

.700***

Rejection Sensitivity

1

Emotional Clarity

-.500***

1

.593***

-.552***

Self-Concept Clarity

-.436***

.593***

1

-.570***

Social Anxiety

.700***

-.552***

-.570***

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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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Cla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Moderating Variable: Social Anxiety

Stage

1

β

t

Rejection Sensitivity

.104

.565***

Emotional Clarity

-.347

-.270***

Rejection Sensitivity

.105

.566***

Emotional Clarity

-.350

-.272***

.011

.035

2

Rejection Sensitivity×
Emotional Clarity



∆ 

∆F

.545

.545

425.484***

.546

.001

1.955

***

p<.001

였을 때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β

확성의 매개효과 분석



=-.011, p=.162),  변화량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  =.001, ∆F=1.955, p>.05). 이는 거부민감성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정서인식 명확성이 조절하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 않는 것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실시하기 위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하는 위계적 중다회귀

해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

분석 절차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으

인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며,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가정을 만족시켰다.

거부민감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β=.70, p<.001). 2단계에서 거부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

민감성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

Table 5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Stage
1
Self-Concept

2

Clarity
3

Rejection Sensitivity→ Social Anxiety
Rejection Sensitivity→ Self-Concept Clarity

B

β

.129

.700

-.075

-.436





***

.490

684.50

***

.190

166.81

.577

484.89

t
26.163
-12.92

***

Rejection Sensitivity→ Social Anxiety

.103

.557

20.572

Self-Concept Clarity→ Social Anxiety

-.352

-.327

-12.08***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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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44, p<.001). 3단

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

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을 동시에

다. 이를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시한 위계

투입하였을 때, 자기개념 명확성이 사회불안에

적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β=-.33,

Cohen 등(2003)이 말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

p<.001), 거부민감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화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인 거부민감성과 조절변

력이 1단계(β=.70, p<.001)에 비해 3단계(=.56,

인인 정서인식 명확성을 평균 중심화 하였다. 결

p<.001)에서 감소하였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자기

과는 Table 6과 같다.

개념 명확성을 낮추고, 낮아진 자기개념 명확성은

1단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 명확성을

사회불안을 높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부민감성

투입한 후, 2단계에서는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

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대학생의 자기개념 명확성

명확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거

이 부분매개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매개효과의

부민감성과 정서인식 명확성의 상호작용항이 통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Sobel(1982) 검증을 실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078, p=.008). 또

시한 결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부분매개효과가 통

한,   변화량도 유의하지 않았다(∆  =.006, ∆

계적으로 유의하였다(Z=12.08, p<.001).

F=7.034, p>.05). 이와 같은 결과는 거부민감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가 정서인식 명확성의 수
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효과 분석

조절효과란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을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통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이다(정선호 외, 2019). 본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 조절된 매개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

효과의 기본 가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Cla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Concept Clarity
Moderating Variable: Self-Concept Clarity

Stage

1

2

β

t

-.186

-5.436

Emotional Clarity

.500

14.647***

Rejection Sensitivity

-.186

-5.478***

Emotional Clarity

.505

14.823

Emotional Clarity

∆ 

∆F

.378

.378

215.688***

.381

.006

7.034

***

Rejection Sensitivity

Rejection Sensitivity ×



***

-.078

-2.652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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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조절변인

이 관계가 정서인식 명확성에 의해 조절되고 있

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정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거부민

인식 명확성은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기에 매개

감성과 사회불안 사이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

된 조절효과가 아닌 조절된 매개효과가 적합하다

개효과는 정서인식 명확성으로 조절됨을 알 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 거부민감성과 자기개

있다.

념 명확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

매개효과가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변하

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고,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는 크기인 조건부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않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SPSS Macro를 이

Bootstrapping 방식으로 조건부 간접효과의 통계적

용하여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

유의성을 검증하였다(Peacher et al., 2007). 정서인

석하였다.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식 명확성의 값이 -1표준편차일 경우의 간접효과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 명확성의 상호작용효과

는 .0066, 평균일 경우의 간접효과는 .0118, +1표

는 자기개념 명확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

준편차일 경우의 간접효과는 .0155이다. 이는 거

며(β=-.02, p<.05), 자기개념 명확성은 사회불안에

부민감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에서 정서인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식 명확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와

다(β=-.35, p<.001). 즉, 거부민감성은 자기개념 명

달리, 정서인식 명확성이 커질수록 간접효과의 크

확성을 매개로 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각 수준의 모든

Table 7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Clarity
Variable

β

SE

t

LLCI

ULCI

Rejection Sensitivity

.049

.031

1.573

-.012

.110

Emotional Clarity

.815

.091

8.961***

.636

.993

.009

*

-.040

-.006

Rejection Sensitivity × Emotional Clarity
Variable
Rejection Sensitivity
Self-Concept Clarity
Emotional Clarity

*

p<.05,

**

Moderating Variable: Self-Concept Clarity

p<.01,

-.023

-2.652

Moderating Variable: Social Anxiety

β
.103
-.352

SE

t

.005

LLCI

ULCI

***

.093

.113

***

-.409

-.294

20.572

.029

-12.081

Moderated Mediating Effect according to Emotional Clarity value
Indirect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M-1SD

.0066

.0025

.0018

.0117

M

.0118

.0023

.0075

.0165

M+1SD

.0155

.0030

.0099

.0216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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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Moderated by Emotional Cla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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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 사이를 확인했을 때,

결과 및 논의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사이에서 자기
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의 목적인 조절된 매개모형을 분석하기에

자기개념 명확성은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 간의

앞서, 거부민감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에서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거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사회불안에 직접으로 영

부민감성과 정서인식 명확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개념 명확성을 매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모형인 조절된 매

로하여 사회불안에 간접적인 영향도 줄 수 있음

개모형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 명확성의 자

을 의미한다. 우선 거부민감성의 사회불안에 대한

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

직접적인 효과는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사회불

였다(β=-.02, p<.05). 이와 같은 결과는 정서인식

안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김나경, 양난미, 2016;

명확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경로에 대한 연구가

김나영, 조유진, 2009; 박명주, 조현주, 2013; 박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련, 손은정, 2012; Levy et al., 2001)와 일치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자신이 거부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Feldman & Downey,

논 의

1994)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어서

매개모형에서 나타난 거부민감성과 자기개념 명
본 연구는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사회불안에

확성의 관련성은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자기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념 명확성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

위해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사이에서 자기개

다(문홍주, 김태선, 2021; 유고은, 방희정, 2011;

념 명확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확인하였고

Ayduk et al., 2009).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

이를 바탕으로 자기개념 명확성을 매개로 하여

부당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마주할 때 자신을 바

거부민감성이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가 정서인

꾸고 숨기는 경향성이 있다(Ayduk et al., 2003;

식 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조절된

Purdie & Downey, 2000).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자

매개모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신을 표현하기 위한 기회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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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당하지 않는 자신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일

셋째, 거부민감성과 자기개념 명확성, 사회불안

관되고 안정된 자기개념을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

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 높아진다(Ayduk et al., 2009). 마지막으로 매개

를 검증한 결과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

모형에서 나타난 자기개념 명확성과 사회불안의

서 정서인식 명확성이 자기개념 명확성을 촉진하

관계는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불

는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박누리, 양재원, 2021;

구체적으로 정서인식 명확성 수준에 따라 매개효

옥주희, 김은정, 2015; 이보연, 이주영, 2020;

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해본 결과, 정서인식

Campbell et al., 1996; Stopa et al., 2010)와 일치한

명확성이 자기개념 명확성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다.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이 낮은 경우, 자기제시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아졌고, 이처럼 높아진 자기

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로 인해 내부갈등이

개념 명확성을 매개로 사회불안이 더욱 낮아지는

심해지고(이보연, 이주영, 2020), 자신의 부적응적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인식 명확성이 자기개

인 측면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

념 명확성을 높여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다(옥주희, 김은정, 2015). 안정된 자기개념 명확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거부민감성으

성은 부정적인 정보에 몰입하지 않으며, 위협도

로 거부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위협을 느끼는 사

덜 느끼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Campbell, 1990;

람이 정서를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정서의 과잉각

Campbell et al., 1996), 사회불안을 낮출 가능성이

성을 낮추고(신수진, 홍혜영, 2014), 부적 정서에서

높아진다.

빨리 벗어나며, 부적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높

둘째, 정서인식 명확성은 거부민감성이 자기개

아지기 때문에(Goldman et al., 1996) 자신을 인식

념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어 일관된 자

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서인식 명확성이 조절변인

기개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본

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정서 관련 정보 처리과

연구의 가설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상담의 가

정의 입체성 때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정서처

장 중요한 목표가 정서를 인식하는 것이며, 정서

리과정은 자신의 기분을 모니터하고, 다양한 감정

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치료적인

들을 잘 변별하여 다가올 과제상황에 적절히 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Greenberg(2002)의 주장과

현하며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이

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부민감

수정, 이훈구, 1997). 즉, 명확하게 인식된 정서정

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자신의 정서를 분명하게

보를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

인식함으로써 높은 거부민감성으로 인해 경험하

일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하게 인식된 정서를 적절

는 부적 정서와 회피적인 행동들을 조절하여 일

히 표현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거부민감성이 높

관된 자기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을수록 명확한 자기개념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의 의의를 제

관계는 충분히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거

서의 입체성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명확하

부민감성이 자신에 대한 인지구조인 자기개념 명

게 인식된 정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거부민감

확성 거쳐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성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모두 사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불안을 호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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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인 자기개념 명확성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확성을 높여주는 개입이 내담자의 안정된 자기개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안

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높아진 자

에 대처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하여 적응적인

기개념 명확성을 통해 사회불안을 조절할 수 있

삶을 살아간다(박미정, 박경, 2020). 그러나 거부민

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

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황을 회피하거나, 자신을

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일상생활과 대인

억누르면서 안정된 자기개념을 형성하여 적응적

관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거부민감

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어진다. 모호한 상황을 부

성은 성격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정적으로 평가하며,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 거부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변화는 쉽지 않다. 따라서

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바꾸며, 이는 안정된 자

거부민감성이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심리내적인

기개념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사회불안을 더 경험

과정에서 거부민감성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보다

하게 한다. 따라서 사회불안을 낮추기 위한 중요

긍정적 자기구성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자기개

한 요인으로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인

념 명확성과 정서인식 명확성을 통한 보다 현실

지구조적 측면인 자기개념 명확성을 고려한 개입

적인 개입의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이 요구된다. 둘째,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사

있다.

이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와 정서인식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점을 다

명확성의 조절효과가 결합된 조절된 매개효과 모

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첫째, 통계적 검증을 위해

형을 새롭게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온라인 리서치 회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김나경과 양난미(2016)는 거부민감성이 다양한 경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조사를 통해 발생되는 문

로를 통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

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연구에 참여한 패널

련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는 거

들은 유사한 변인에 대한 조사에 반복적으로 노

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사이에서 자기개념 명확

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결과 해석 시 이

성의 매개변인을 새롭게 확인함으로써 거부민감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성이 높은 사람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사회불안

에서는 안정적인 통계적 검증을 위해 오프라인

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 보다 다차원적인 이해

리서치 회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업체의

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표본비율이 맞지 않아 연구대상의 절반정도가 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자기의 구조적인 측면인

도권에 위치해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모든 지역

자기개념 명확성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

의 대학생으로 일반화시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서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과 사

인식 명확성이 안정된 자기개념의 형성에 미치는

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매개모형, 조절모형, 조절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셋째,

된 매개모형을 새롭게 검증하는 것에 의의를 두

상담 실제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

었는데, 조절된 매개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장면에서 대학생들이 호소하는 사회불안에 대한

거부민감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에서 정서

이해를 돕고, 사회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기

인식 명확성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여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정서인식 명확

의의가 있다.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정서인식 명

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경로에 대해 보다 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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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제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

김선미, 홍상황 (2014).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공격

으로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

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과 표현 능력의 매개

개념 명확성과 정서인식 명확성의 영향력을 밝힘

효과. 초등상담연구, 13(4), 409-429.

으로써 실제 상담 장면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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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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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rejection sensitivity and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13(4), 409-429.]

김수안, 민경환 (2006). 자신의 감정에 압도된 사

참고문헌

람들의 성격, 정서특성 및 주관적 안녕감. 한
국심리학회지: 사회 성격, 20(3), 45-66.

김나경, 양난미 (2016).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사회

[Kim, S. A., & Min, K. H. (2006). Personality,

불안의 관계: 거부민감성과 부적응적 인지적

emotional characteristics, and subjective well-being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

of individuals who are overwhelmed with their

(2), 217-238.

emotion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Kim, N. K., & Yang, N. M. (2016). The relationship

Personality Psychology, 20(3), 45-66.]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social anxiety in

김윤아 (2014).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초기 성인

college student: r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기 사회불안의 관계: 정서조절곤란과 안전행동

sensitivity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7(2),

[Kim, Y. A.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217-238.]

self-focused attention and early adulthood social anxiety:

김나영, 조유진 (200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

mediating effect of emotion dysregulation and safety

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개념의 매

behavior of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ster’s

개효과. 인간발달연구, 16(3), 149-162.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Kim, N. Y., & Cho, Y. J. (2009). The meditation

김향숙 (2001). 사회공포증 하위유형의 기억 편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effects of self-concep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The Korea

[Kim, H. S. (2001). Memory bias in subtypes of social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6(3), 149-162.]

phobia of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ster’s

김대익 (1998). 한국인의 자아개념 명료성에 대한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연구: 성격, 자의식, 행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혜원, 박영광, 김영근 (2020). 대학생의 거부민감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 및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아시아

[Kim, D. I. (1998). Self-concept clarity in Korea:
personality, self-consciousness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교육연구, 21(3), 779-806.
[Kim, H. W., Park, Y. G., & Kim, Y. K. (2020).

- 314 -

이소연 등 /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으로 조절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The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n interpersonal

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의 매개효과. 학

problems in college student: the Mediating effect

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6), 83-97.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ark, N. R., & Yang, J. W. (2021). Self-concept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Asian Journal of

clarity and social anxiety in (under)graduate

Education, 21(3), 779-806.]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intolerance of

김혜율, 김영근 (2018). 정신화, 고통 감내력 및 경

uncertainty and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험회피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된 조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6), 83-97.]

박명주, 조현주 (2013). 자기긍정확인이 거부민감

30(4), 1219-1238.

성이 높은 대학생의 대인불안과 심리적 안녕

[Kim, H. Y., & Kim, Y. K. (2018). The relationship
among

mentalization,

distress

tolerance,

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

and

experiential avoidanc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clarity of emotion recognition. The Korean

료집, 2013(1), 290-290.
[Park, M. J., & Jo, H. J. (2013). The influence of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0(4),

self-affirmation

1219-1238.]

psychological well-being in persons with rejection

류아영, 유순화, 윤경미 (2014). 대학생이 지각한

sensitivity.

부모의 심리통제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 자기제시의 매개효과. 열린교육연

Psychological

and

Association,

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

Mediating effe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relationship

Korean

anxiety

박미정, 박 경 (2020).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

[Lyu, A. Y., Woo, S. H., & Yun, K. M. (2014).
the

The

interpersonal

2013(1), 290-290.]

구, 22(3), 135-155.

in

on

between

the

지, 7(4), 297-314.
[Park, M. J., & Park, K. (2020). The internalized

parental

shame on social anxiety: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personal anxiety of

self-criticism.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Weolin Education,

7(4), 297-314.]

박혜련, 손은정 (201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거

22(3), 135-155.]

부민감성, 사회불안, 자기노출이 친밀감에 미

문홍주, 김태선 (2021).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3), 1083-1099.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

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20(1), 103-119.

[Park, H. L., & Son, E. J. (2012). The effects of

[Moon, H. J., & Kim, T. S. (2021). The mediating

rejection

sensitivity,

social

anxiety

and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on the relationship

self-disclosure on intimacy in the romantic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NS addiction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tendency.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13(3), 1083-1099.]

보건복지부 (2016). 2016 정신질환실태 조사. 서

20(1), 103-119.]

울: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박누리, 양재원 (2021). 대학(원)생의 자기개념 명
확성과 사회불안의 관계: 불확실성에 대한 인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2016 The

- 315 -

상담학연구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4(1), 61-77.]

survey of mental disorders in Korea. Ministry of

옥주희, 김은정 (2015). 부정적 자기개념과 자기개

Health and Welfare, Seoul, Korea.]

념 명확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

신수진, 홍혜영 (2014).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
과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

동치료, 15(3), 619-637.
[Ok, J. H., & Kim, E. J. (2015) The effect of

회지, 11(4), 95-116.

negative self-concept and self-concept clarity on

[Shin, S. J., & Hong, H. Y. (2014). The relationships

social anxiety: mediating role of maladaptive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anxiety in

self-focused attention.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Korea, 15(3), 619-637.]

emotional clarity and self-concept. Journal of Future

유고은, 방희정 (2011).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

Oriented Youth Society, 11(4), 95-116.]

신아영, 김정호, 김미리혜 (2010). 정서 마음챙김이

달, 24(2), 103-122.

여자 대학생의 정서인식의 명확성, 인지적 정

[Yu, G. E., & Bang, H. J. (2011). The relationship

서 조절과 스트레스 및 웰빙에 미치는 효과.

among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635-652.

and self-concept

clarity:

mediation effect

of

[Shin, A. Y., Kim, J. H., & Kim, M. R. H. (2010),

attachment security and rejection sensitivity. The

Effectiveness of emotion-mindfulness on emotional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4(2),

clarity,

103-122.]

regulation

of

emotion,

stress

and

well-being of r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이보연, 이주영 (2020). 대학생의 자기개념 명확성
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제시동기-기대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5(4), 635-652.]

차이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7(2), 19-34.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
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Ⅰ = 행동억제기질,

[Lee, B. Y., & Lee, J. Y. (2020). The mediating effect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

of a gap between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학회지: 임상, 22(3), 557-576.

and expecta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h, K. J., & Yang, Y. R. (2003). Psychological

self-concept clarity and social anxiety in university

Mechanism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and

students.

Maintenance of Social Anxiety in Adolescence II:

Psychology, 27(2), 19-34.]

A 6 month Follow-up Study. Korea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Rehabilitation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민
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

Clinical Psychology, 22(3), 557-576.]

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오수연, 박기환 (2014). 사후반추사고와 사회불안
의 관계: 사고통제방략과 중재효과. 인지행동

[Lee, B. D.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치료, 14(1), 61-77.

attachment and romantic relationships satisfaction of

[Oh, S. Y., & Park, K. H. (2014). The relationships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between post-event rumination and social anxiety:
the moderating effects of thought control strategy.

University, Seoul, Korea.]

이서정 (2006). 정서인식의 명확성, 인지적 정서조

- 316 -

이소연 등 /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으로 조절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절 및 정신건강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중앙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in male and

대학교.

female korea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Lee, S. J.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the emotional

effects of attentional focusing and moderating

clarity,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mental health

effects of attentional shifting. The Koran Journal of

of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ealth Psychology, 21(3), 641-660.]

이유정 (2018).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

Joongang University, Seoul, Korea.]

이서정, 현명호 (2008).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인지

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

적 정서조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13(4), 887-905.

효과.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Lee, Y. J. (2018).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Lee, S. J., & Hyun, M. H. (2008). The influence of
emotional

aware-ness

and

cognitive

sensit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on

emo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social

regulation to mental health. Korean Journal of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s of master’s thesis

Health, 13(4), 887-905.]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이서진, 김은하 (2016). 정서인식명확성, 정서표현,
심리적 수용에 따른 군집 비교: 긍정 정서,

Busan, Korea.]

이지영 (2009). 정서강도와 정서조절방략의 관계.

부정 정서, 불안 및 우울. 상담학연구, 17(3),
65-87.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4), 1217-1226.
[Lee, J. Y.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

[Lee, S. J., & Kim, E. H. (2016). Clustering by
emotional

clarity,

emotional

expression,

intensity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Korean

and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4), 1217-1226.]

psychological acceptance: group differences on

정선호, 양태석, 박중규 (2019). 조절회귀분석을 이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anxiety, and

용한 매개된 조절효과 검정에 관한 종합적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7(3),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3), 323-346.

65-87.]

[Jung, S. H., Yang, T. S., & Park, J. G. K. (2019).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 의 타

Testing mediated moderation using moderated

당화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multiple regression: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성격, 11(1), 95-116.

consideration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Lee, S. J., & Lee, H. K. (1997). The research on the

38(3), 323-346.]

validation of the trait meta-mood scale: the

정소현, 양난미 (2018).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대

domain exploration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인관계문제의 관계: 자기침묵과 정서인식명확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5), 137-159.

11(1), 95-116.]

[Jeong, S. H., & Yang, N. M. (2018). The

이영아, 이인혜 (2016). 남녀 대학생에서 거부민감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성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interpersonal problems in college student: the

건강, 21(3), 641-660.

mediating effect of self-silencing and emotional

[Lee, Y. A., & Yi, I. H. (2016). The relation between

- 317 -

clar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9(5),

상담학연구

137-159.]

student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0(6),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Publications,

585-593.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Inc.

self-concept.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538-549.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Washington DC: Author.

I. M., Lavallee, L. F., & Lehman, D. R. (1996).

Ayduk, O., Gyurak, A., & Luerssen, A. (2009).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Rejection sensitivity moderates the impact of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rejection on self-concept clarity. Personality an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11), 1467-1478.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Ayduk, O., May, D., Downey, G., & Higgins, E. T.
(2003).
rejection

Tactical

differences

sensitivity:

the

in

role

coping
of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Lawrence

with

prevention

prid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Davidson, R. J. (1994). Asymmetric brain function,

29(4), 435-448.

affective style, and psychopathology: The role of
early experience and plasticity. Development and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Psychopathology, 6(4), 741-758.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rejection sensitivity for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Bastian, V. A., Burns, N. R., & Nettelbeck, T.

intimate relationships.

1327-1343.

(2005). Emotional intelligence predicts life skills,

Downey, G., Freitas, A. L., Michaelis, B., & Khouri,

but not as well as personality and cognitive

H. (199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abilit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6),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1135-1145.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Bowlby, J. (1980). By ethology out of psycho-analysis:
An experiment in interbreeding. Animal Behaviour,

Psychology, 75(2), 545-560.
Downey, G., Mougios, V., Ayduk, O., London, B., E.,

28(3), 649-656.
Brewin,

C.

R.

& Shoda, Y. (2004).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2006).

Understanding

cognitive

defensive motivational system: Insights from the

behaviour therapy: a retrieval competition account.

startle response to rejection cues. Psychological

Behaviour Therapy and Research, 44(6), 765-784.

Science, 15(10), 668-673.

Brown, R. F., & Schutte, N. S. (2006).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s

between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WW

emotional

intelligence and subjective fatigue in university

Norton & Co.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 318 -

이소연 등 /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으로 조절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pplied Psychology, 69(2), 307-321.
Leary, M. R. (1983). A brief version of the Fear of

and

Negative Evaluation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pathology, 6(1), 231-247.

Psychology Bulletin, 9(3), 371-375.

Fernandez-Berrocal, P., Alcaide, R., Extremera, N., &

Leite, C., & Kuiper, N. A. (2008). Client uncertainty

Pizarro, D. (2006). The role of emotional

and the process of change in psychotherapy: the

intelligence in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impac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concept

adolescents.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4(1),

clarity and intolerance of uncertainty. Journal of

16-27.

Contemporary Psychotherapy: On the Cutting Edge of
Modern Developments in Psychotherapy, 38(2), 55-64.

Gara, M. A., Woolfolk, R. L., Cohen, B. D.,
Goldston, R. B., Allen, L. A., & Novalany, J.

Levinson, D. J.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NY: Knopf Publishers.

(1993). Perception of self and other in majo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1),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93-100.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Gohm, C. L., & Clore, G. L. (2002). Four latent traits
of emotional experience and their involvement in

In

well-being,

(pp.251-289).

coping,

and

attributional

style.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Liebowitz, M. R. (1987). Social phobia. Modern Problems

Cognition & Emotion, 16(4), 495-518.

of Pharmacopsychiatry, 22, 141-173.

Goldman, S. L., Kraemer, D. T., & Salovey, P.
the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relationship of stress to illness and symptom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reportinig.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1(2),

scrutiny

115-128.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4), 455-470.

(1996).

Greenberg,

Beliefs

L.

emotion-focused

about

S.

mood

(2002).
approach

to

moderate

Integrating

an

treatment

into

psychotherapy integration. Journal of Psychotherap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Milsum, J. (1984). Health, stress and illness: A systems
approach. New York: Praeger.
Mowrer, S. (2007). The role of emotional clarity in
impressions of the self and others (Unpublished

Integration, 12(2), 154-189.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Greenberg, L. S., & Safran, J. D. (1989). Emotion in

Muller, D., Judd, C. M., & Yzerbyt, V. Y. (2005).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44(1), 19.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Hambrick, D. Z. (2003). Why are some people more
knowledgeable than others? A longitudinal study

moderated.

Journal

of

of knowledge acquisition. Memory & Cognition,

Psychology, 89(6), 852-863.

Personality

and

Social

Purdie, V., & Downey, G. (2000). Rejection sensitivity

31(6), 902-917.
James, L. R., & Brett, J. M. (1984). Mediators,
moderators, and tests for mediation. Journal of

- 319 -

and adolescent girls' vulnerability to relationshipcentered

difficulties.

Child

Maltreatment,

5(4),

상담학연구

Stopa, L., Brown, M. A., Luke, M. A., & Hirsch, C.

338-349.

R. (2010). Constructing a self: the role of

Rapee, R. M., & Spence, S. H. (2004). The etiology
of social phobia: empirical evidence and an initial

self-structure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7), 737-767.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8(10),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Houghton
Mifflin.

and

self-certainty

in

social

955-965.
Swinkels, A., & Giuliano, T. A. (1995). The

Rosenberg, M. (1979). Components of Rosenberg’s self-esteem

measurement and conceptualization of mood

scale.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awareness: Monitoring and labeling one's mood

Salovey, P., Brackett, M. A., & Mayer, J. D. (Eds.).

st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9), 934-949.

(2004). Emotional intelligence: Key readings on the
Mayer and Salovey model. Dude Publishing.

Turner, S. M., Beidel, D. C., & Townsley, R. M.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1992). Social phobia: A comparison of specific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and generalized subtypes and avoidant personality

9(3), 185-211.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2),
326-331.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T. F. (1995). Motional attention, clarity,

Wu, C.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style and self-concept clarity: the mediation effect

the Trait eta-Mood Scale. In J. W. Pennebaker

of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pp. 125-154).

47(1), 42-4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lovey, P., Stroud, L. R., Woolery, A., & Epel, E.
S. (2002). 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reactivity,

and

symptom

reports:

Further

explorations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Psychology & Health, 17(5), 611-627.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원고 접수일 : 2021. 08. 24.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수정원고 접수일 : 2021. 10. 25.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게재 결정일 : 2021. 10. 26.

- 320 -

상담학연구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21, Vol. 22, No. 5, 299-321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in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Moderated by Emotional Clarity

1

1

1

2

Soyeon Lee ․ Gyuyeon Kim ․ Minji Lee ․ Youngkeun Kim
1

Candidate of Bachelor, Departemen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je University, Gimhae, Republic of Korea,
2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je University, Gimhae, Republic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moderated by emotional
clarity. For these, 714 college students completed a survey including measures of rejection sensitivity, social
anxiety, emotional clarity, and self-concept clarit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was fou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clarity was not fou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concept clarity. Thir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via self-concept clarity were significa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raising
self-concept clarity and emotional clarity is therapeutic to reduce social anxiety experienced by college students
with a high rejection sensitivity.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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