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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심리적 반발심, 정서적 회피 및 자기노출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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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심리적 반발심과 정서적 회피, 자기노출이 또래애착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는 보며 자기노출정도에 따라 또래애착의 차이를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자기노출의 중재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
년의 또래애착, 자기노출, 심리적 반발심, 정서적 회피는 성별,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의 심리적 반발심, 정서적 회피 및 자기노출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의 자기노출의 정도에 따라 또래애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청소년의 심리적 반발심, 정서적 회피가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노출의 중재효과는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남, 인천 3개의 중학교와 4개의 고등학교에서 총 1,543명의 학생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의 또래 애착 수준을 측정하기 옥정(1997)이
번안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의 개정본(Inver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erse:IPPA
-R) 중 또래 애착 척도를 사용하였고 신뢰도 Cronbach's α는 .89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자기
노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Jourard(1974)의 JSDQ(Fourard Self-Disclosure Questionaire)를 번안하
여 사용한 한병현(1996)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값이 .94로 높은 신
뢰도를 보이고 있다. 정서적 회피를 측정하기 위해 회피성 성격장애 척도와 수용행동 척도,
사고 억제 척도 이렇게 세 가지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정서적 회피의 세 가지 척도는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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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Cronbach's α값이 .91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반발심을 측정
하기 위해 Hong과 Page가 개발한 'Hong 심리적 반발심 척도(Hong Psychological Reactance
Scale)'를 홍서묵, 김선주, 이만영(1944)이 번안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는 .77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및 학년은 성별과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 또래애착은 성별에서, 정서적 회피는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리적 반발성은 학년과 성별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자기노출에서만 나타났다. 자기노출은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또래애착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정서적인 회피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심리적 반발심,
정서적 회피 및 자기노출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회피
중 회피성 성격과 사고억제가 높고 심리적 반발심이 높으면 또래애착은 낮아지지만 정서적
회피 중 수용행동이 높고 자기노출이 많으면 또래애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애착에 대해 자기노출과 회피성 성격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노
출 정도에 따른 또래애착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 노출과 부정적 노출이 모두 높을수록 또래와의 애착정도가 높았다.
넷째, 자기노출은 정서적 회피와 또래애착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노
출의 내용별로 살펴봤을 때 부정적인 자기노출은 정서적 회피와 또래애착에서 각각 중재역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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