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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체면민감성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체면민감성의 구성개념을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63개의 예비
문항을 제작하였다. 대학생 263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최종 5개 하위요인, 20문
항을 추출하였다. 최종 20문항은 자괴 민감 5문항, 평가불안 5문항, 능력 노출 4문항, 감정 노출 3문
항, 자기방어 3문항으로 확정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4년제 대학생 343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
석과 타당화 검증을 진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이 모형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렴 및 변별타당도, 공존 타당도, 증분 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4주 간격을 두고
재검사한 결과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척도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시사
점과 제안점을 논의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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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에 맞추어 체면을 세우고 잃는 경험을 하

서 론

며,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비합리
체면은 한국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최상진, 유승엽, 1992).

한 문화심리적 현상 중 하나로서, ‘남을 대하기에

드러난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위

떳떳한 도리나 얼굴’로 정의한다(최상진, 김기범,

를 잃지 않으려는 방편으로 체면을 사용할 경우,

1998). 한국 사회에서의 체면은 자신의 경제적 능

위기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회피와 같은 부정

력을 넘어서는 소비,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일

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김영욱, 양정은, 2011).

을 억지로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지나치게 타인

반면 체면이 비언어 행위를 통해 정감을 나타내

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등에서 쉽게 관찰되고 부

거나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며(박현구, 2005), 타인

적응적인 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중앙일보와 한국

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게 하는 등의 긍정적

심리학회가 공동기획한 ‘한국인 맞춤형 행복지수’

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이경근, 2014). 더하여 한

연구에서도 우리 사회의 체면 문화가 행복에 부

국 사회는 예절과 형식을 중시하기에 타인을 의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배영대,

식하는 경향이 있고(박상룡, 김선아, 2007), 이는

심새롬, 2010.8.18.).

개인이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규태(1991)는 한국의 체면과 서양의 명예를

체면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이정찬,

구분하는데, 서양의 명예가 자신의 지위와 그에

서현석, 2010). 이처럼 체면은 단순한 일시적 반응

따른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면, 한국의 체

이 아니라, 한국인의 심리와 행동을 파악하고 이

면은 이익보다는 지위에 따른 당위를 중시하고

해하기 위해 중요한 심리학적 개념이자 현상이다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한국인

(유민봉, 심형인, 홍혜승, 2011).

의 체면은 유교 문화의 영향과 관련이 있는 독특

체면이라는 개념은 한국 사회에서 독특한 특징

한 문화심리적 현상으로서, 개인 혹은 가문의 이

을 가지고 있지만, 유교문화권의 다른 국가에서도

익과는 별도로 일상생활에서의 대인관계와 상호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이루어진 체면

작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량적 측정이라기보다는

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최상진, 김기범,

체면이 갖는 질적 특징 및 개념 분석을 사회학적

2000). 사회적 상황에서의 체면의 형태는 크게 두

으로 하였다(Chan, 2006; He & Zhang, 2011; Ho,

가지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체면

1976). 실험을 통하여 체면에 대해 알아본 논문들

을 지키고 세우는 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상대의

또한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더라도 아시아 문

체면을 지켜주고 세워주는 형태다(최상진, 김기범,

화 안에서도 체면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1998). 따라서 체면은 상황과 관계에 따라 사실과

특정 문화를 겪고 있는 개인과 상황에 관한 연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이나 상대의 지위나 외

구는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Kim

적 명분을 높여주는 행동의 과정 또는 현상을 지

& Cohen, 2010; Kim, Cohen, & Au, 2010; Leung &

칭하는데,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대우와 관련된 자

Cohen, 2011).

존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최상진, 유승
엽, 1992).

심리학적 관점에서 체면은 사회적 자아 이미지
로 간주하며(최상진, 2000), 대인관계에서 나타나

한국인들은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

는 자존심으로도 볼 수 있는데(최상진, 유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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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체면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관찰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받

이에 따라 체면을 대신하여 체면민감성이 척도로

을 부정적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두

개발되어(최상진, 김기범, 2000) 다양한 심리학 분

려워하는 것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야의 체면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다(김기범, 차영란,

2013). 공적 자의식과 사적 자의식은 체면과 일부

2003; 김흥렬, 2018; 손은정, 2013; 이경근, 조용현,

겹치는 개념이나 문화적인 기원을 가진 체면과는

2009; 이충원, 김효창 2006). 체면민감성은 일상생

구별될 수 있는 개념이다.

활에서 사회적 얼굴이자 자존심인 체면에 대해서

체면민감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가장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특성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척도는 최상진과 김기범

이며(이충원, 김효창, 2006), 다른 사람의 시선을

(2000)의 체면민감성 척도이다. 이들은 체면이라는

의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최상진, 김기범, 2000).

개념이 가진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 선행연구들

체면민감성은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지위, 인격 혹

의 결과를 종합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먼저 체

은 도덕성, 능력에 대한 타인의 승인이나 인정 및

면의 개념 분석 및 현상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사회적 불안에 대한 민감성으로(최상진, 2000) 인

위해 조사연구와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최상진,

지, 정서, 행동적인 요소를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유승엽, 1992). 그리고 체면의 심리적 구조를 파악

있는 개념으로 정의된다(최창호, 1993). 그리고 체

하기 위해서 대학생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자

면민감성이 높으면 자신의 능력이 노출되는 사회

유기술식 질문지와 구조적 질문지를 통해 체면에

생활 속에서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관한 생각을 분석하였고(최상진, 김기범, 1998), 체

민감하고 의존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낮은 자신

면의 내적 구조와 MMPI와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

감, 자기방어적 제시방법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

였다(최상진, 양병창, 1999). 마지막으로 최상진과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상진, 유승엽, 1992).

김기범(2000)은 이전 자료를 재분석하여 체면민감

자의식(self-

성 척도의 요인분석과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consciousness)은 세 개의 하위요인인 공적 자의식,

보고하였으며, ‘창피의식성’, ‘자괴의식성’, ‘사회

사적 자의식, 사회불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적

격식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의 총 16개의 문항으

자의식은 사회적 대상인 자기(self)가 타인에게

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체면민감성과

유사한

개념인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의식하는 것으로(Fenigstein,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체면민감성 척

1979) 공적 상황에서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자신의

도를 대학생에게 사용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모습에 민감하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Scheier

있다. 첫째, 기존 체면민감성 척도는 하위요인이

& Carver, 1977). 주로 자기표현과 관련된 측면에

불안정하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에서는 기존의

집중하는 성향을 뜻하며, 외현적인 행동방식, 예

체면민감성 척도를 원래 문항대로 사용하지 않고

의, 혹은 개인의 인상형성이 해당한다. 사적 자의

문항을 수정하거나 요인분석을 다시 해서 사용하

식은 자신의 내적 측면에 집중하는 성향이며, 사

고 있다(원가현, 2016; 이충원, 김효창, 2006). 최상

회불안은 다른 누군가의 앞에 있는 상황에서 자

진, 김기범(2000)은 창피의식성 체면(5문항), 자괴

신에게 시선이 주목될 때 나타나는 심리적 불편

의식성 체면(6문항), 사회격식성 체면(5문항)을 사

함으로 정의한다(Fenigstein, 1979). 사회불안(social

용하였고 진양호, 김예영, 안상훈(2016)은 타인의

anxiety)은 다른 사람이나 주위의 누군가에 의해

식성 체면(3문항), 창피의식성 체면(3문항), 사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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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성 체면(3문항)으로 요인을 재분류하였고, 김광

‘격식’은 전통 사회에서의 신분이나 계급 관계에

용(2017)은 창피의식성 체면(2문항), 자괴의식성 체

서 비롯된 것으로서 상대방과 거의 대등한 입장

면(9문항), 사회격식성 체면(4문항)으로 묶였다. 이

에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의 상하에

처럼 연구에 따라 체면민감성 척도의 하위요인

따라서 눈치를 봐야 하고, 신분 혹은 지위를 고려

구조와 구성이 이질적(김영린, 이기학, 2012)이었

하여 처신함으로써 발달한 것이다(박명석, 2000).

기 때문에 요인 구조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그렇지만 현재 대학 생활에서 신분이나 계급에

있다(탁진국, 2007).

따라서 상하로 나누어져 소통하는 상황이 자주

둘째, 기존 체면민감성 척도는 타당도와 신뢰

나타나지 않는다.

도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척도 개발에서 타당

그리고 기존 척도의 문항에서는 체면이 깎일

도와 신뢰도 확인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결

것 같은 상황에서 짜증이나 초조함이 나타나는

과를 토대로 구성 타당도, 준거 타당도, 내적 일

등 대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상황이나

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확인 등을 확인한다(문

체면이 손상당했을 때 대응하고 회복하기 위해

수백, 2009). 특히 요인구조가 다른 표본에서도 적

수행을 감추거나 극복하려는 등의 행동에 대한

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다른

문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체면민감성

척도와의 관련성 확인하는 공인, 수렴-변별타당

은 인지, 정서, 행동적 특징을 가지며, 자신의 행

도 확인, 그리고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확보는

동이 타인에 의해 관찰되고, 평가받을 것이라는

타당화의 중요한 절차이다(문수백, 2009; 탁진국,

사실을 의식하면 더욱 민감해진다고 한다(김경호,

2007). 하지만 기존 체면민감성 척도는 확인적 요

2002; 이상희, 임영대, 2014). 대학생들은 대부분

인분석, 공인타당도, 수렴-변별타당도, 검사-재검

성인진입기를 보내고 있으며, 성인진입기 시기의

사 신뢰도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

특징은 정체감의 탐색, 불안정함, 자기초점적, 사

서 체면민감성 척도는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해

이에 끼인, 가능성의 시기로 설명하고 있다(Arnett,

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속연구가

2016). 대학생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필요하다(송지연, 박기환, 2009).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이

셋째, 기존 체면민감성 척도는 대학생의 특징

과정에서 불안정함을 경험하고 자기초점적인 행

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동을 하게 된다. 또한,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정

사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체면의 개념화 및

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자기표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32세부터 50세

을 하고 주변의 반응을 살피게 된다. 이처럼 체면

까지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체면 욕구

이 민감해지는 상황에서는 행동을 의식하게 되어

및 체면민감성 척도 개발을 위한 조사에서는 대

불안을 느끼거나(김경호, 2002), 의존적이고 소극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렇듯 기존 연구

적인 특성(최상진, 유승엽, 1992) 등의 행동적인

의 개념화 단계에서 체면민감성 척도는 대학생들

특징들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기존 척도에서는

만을 대상으로 한 척도가 아니었기에 대학생 시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에 나타나는 체면민감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데

틀리게 해서 당황해한 적이 가끔 있다’나 ‘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남의 눈치를 보는 편이다’처럼 체면이 손상되거

서 행동할 때, 격식을 차리는 편이다’에서 나타난

나 예상이 될 때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문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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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대학 생활에서 체면이 손상당했을 때 나

는 ‘간접거절전략’을 사용하는 등 사회적 상호

타날 수 있는 행동적 측면을 반영한 문항은 없다.

작용에서 나타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안정근,

네 번째로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의 문화가 세대

2015). 따라서 2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학생

를 거쳐 달라졌다는 점이다(안정근, 2015). 체면민

집단에서는 대인관계의 문화적 변화에 따라 체면

감성 척도의 개발은 약 20년 전인 1990년대 이루

민감성이 기존 특성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어졌다. 최상진과 김기범(2000)이 한국인의 근원을

이다. 기존 척도의 문항에서 현재 대학생들의 문

유교적 문화의 영향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우리

화와 맞지 않는 점과 현재 대학생들의 특징을 반

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유교적인 영향은 현대 사

영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회에서 남아있기는 하지만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척도의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동희, 2005). 현재 체면민감성에 대한 개념은

따라서 시대적 변화와 대학생 특성 등을 고려

기존의 개념화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존

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 체면민감성 척도 요인들이 현대의 대학생들이

한 체면민감성의 요인구조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

인식하고 있는 체면민감성의 개념화와 일치하는

요하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점들을 보

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완하고 이론에 바탕을 둔 대학생 대인관계 체면

체면에 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0

민감성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 하고자 한다. 본

년대와 달리 현대 사회의 대인관계는 기존 방식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대

과 더불어 온라인 대인관계인 SNS를 통해서 이루

인관계 체면민감성 척도의 요인구조 및 문항 구

어지고 있다. SNS는 인간관계를 선택적으로 맺을

조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 대인관계 체면민감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관계는 회피할 수 있고

성 척도의 요인 문항의 구성 및 신뢰도는 어떠한

자신의 좋은 모습만을 보일 수 있기에(박정숙,

가? 셋째, 대학생 대인관계 체면민감성 척도의 개

2017), SNS상에서 체면은 자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념 타당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넷째, 대학생 대

과시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이홍균, 2006). 즉, 자

인관계 체면민감성 척도는 사회비교 경향성에 대

신의 체면이 손상당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긍정적

해 기본 척도에 더하여 증분 타당도를 갖는가?

인 인상을 주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김길호 외,
2013)하려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체면민

연구 1

감성의 특성 중 자신의 행동이 공개되는 상황에
서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자기방어적인 태도로

방 법

자신을 표현하며 평가받는 상황에 대해서 불안함
을 느낀다는 특징(김경호, 2002)과 연관 지을 수
있어서 새로운 하위요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구성개념 정의

또한, 20대는 상대방에게 극단적인 한 마디 거
절을 하는 ‘직접 거절’이나 상대방을 탓하는 ‘비

본 연구에서는 체면민감성의 특징들을 인지적,

난하기 거절’ 등 체면이 손상되기 쉬운 전략을

정서적, 행동적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체면민감성

많이 사용하지만 3, 40대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이 높으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의해서 관찰되

‘이유 대기’, ‘사과하기’, ‘회피하기’가 주를 이루

고, 평가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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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희, 임영대, 2014). 그리고 체면을 지키지 못하

면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대한 구성요소의 특성

면 부끄러움과 불안을 느낀다(최상진, 유승엽,

을 나타내는 요인인 자기방어로 분류하였다.

1992). 또한, 자신의 수행이 공개되면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더욱 민감하게 된다(최상진,

문항 개발

유승엽, 1992). 이는 인격이나 도덕성이나 자신의
능력을 노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발현된다

본 연구의 예비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1차로 개

(Hofstede, G. 1984; 김경호, 2002에서 재인용). 그

방형 설문지를 실시하여 예비문항을 선정한 후에,

리고 자신의 능력이 노출되기 때문에 자기방어적

2차로 경험적 방법 및 문항선별작업을 거쳐 최종

인 제시방법을 사용하게 된다(김경호, 2002).

예비문항을 결정하였다. 대인관계에서는 체면 외

따라서 체면민감성에 대한 구성개념을 첫째,

에도 자의식, 대인관계 어려움, 사회적 내향성 등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의해 관찰되고 또한 평가

다양한 원인으로 신경이 쓰거나 불편한 순간이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는 평가불안, 둘째,

있지만, 본 척도에서는 ‘체면’, 그리고 ‘체면민감

자신의 체면을 지키지 못할 때 나타나는 파국적

성’에 의한 불편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일상

사고에 관한 자괴 민감, 셋째, 자신의 인격이나

에서 체면과 관련된 상황을 명확하게 떠올릴 수

도덕성을 노출하는 것에 관한 불안감인 감정 노

있도록 지시문에 ‘체면’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였

출, 넷째, 자신의 능력을 노출하는 것에 관한 불

다. 개방형 설문의 질문은 ‘대인관계에서 체면을

안감인 능력 노출, 다섯째, 자신을 안전한 방식으

차리는 것에는 어떤 게 있나요?’, ‘대학 생활에서

로 노출하기 위해 자기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자

나의 어떤 면이 체면을 깎을 것 같나요?’, ‘대학

기방어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체면민감성이

생활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의 체면이 깎일 것 같

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나요?’, ‘대학 생활에서 체면이 깎이면 어떻게 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정도가 높고, 자신의 행

것 같나요?’, ‘대학 생활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동이 타인에 의해서 관찰되고 평가받을 것을 불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나요?’의 5가지로 구성하였

안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능력이 노출되는 것을

다. 개방형 설문을 통해 수집한 응답 내용은 초기

두려워하며 자신을 안전한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에 설정한 구성개념과 하위요인의 내용에 부합하

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

였으며 대표성을 가지는 문항을 선별하여 최종

하위요인들을 인지, 정서, 행동적 차원으로 분

예비문항을 정하였다.

류하면 다음과 같다. 인지는 자신의 체면이 손상
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생각과 신념에 관한 내

1차 예비문항 선정

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체면에 관련된 상황에

체면민감성에 대한 개념 정의를 근거로 경남에

대한 사고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요인인 자괴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53명에게 개방형

민감과 능력 노출이 해당한다. 정서는 자신의 체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대표적인 문항들을 선별

면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와 감정에 관한 내용을

하여 총 82개의 1차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예비

포함하며, 체면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겪는 정서적

문항 선정을 위해 심리학 교수 1명, 상담심리 박

인 측면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평가불안과 감

사 1명, 상담심리 박사과정 1명, 및 상담심리 석

정 노출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행동은 자신의 체

사과정 5명으로부터 문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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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척도의 예비문항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고 사례 수가 예비척도

같은 기준을 준수하였다. 첫째, 대학생 대인관계

문항 수의 3배 이상이거나(박해용, 2000), 최소

체면민감성의 구성개념 및 하위요인의 개념에 수

200명 내외로 해야 한다(Crocker & Algina, 1986)는

렴할 수 있도록 예비문항의 내용을 구성한다. 둘

기준을 참고하였다. 설문 문항에 대해 불성실하게

째, 국내 대학생의 문화적 특성과 대학 생활을 고

응답한 데이터 7부를 제외하고 총 256명의 자료

려한 문항을 구성한다. 셋째, 실시자들이 문항을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

이해하기에 쉽고 간단하게 만들며, 이중 부정문을

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19세에서 29세(M = 21.13,

문항에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예비문항을 수집

SD = 1.88)였고, 성별은 남자 118명(46.1%), 여자

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였

138명(53.9%)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45명(17.6%),

다. 다섯째, 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은

2학년 123명(48.0%), 3학년 64명(25.0%), 4학년 17

문항은 삭제한다.

명(6.6%), 5학년 이상 7명(2.7%)이었다. 전공별로
는 인문사회계열 26명(10.2%), 자연과학계열 26명

최종 예비문항 선정

(10.2%), 예체능계열 5명(2%), 공학계열 54명

선정된 1차 예비문항 82개에 대한 내용 타당도

(21.1%), 농학계열 17명(6.6%), 사범계열 96명

를 본 연구자, 상담심리전공 교수 1명, 척도 개발

(37.5%), 상경계열 13명(5.1%), 기타 19명(7.4%)이

연구 경험이 있는 석사 1명, 상담심리사 1급 소지

었다.

자 1명, 2급 소지자 3명, 총 7명이 함께 내용 타
당도를 검증하였다. 문항 적절성은 1점이 ‘전혀

측정 도구

적절하지 않다’, 5점이 ‘매우 적절하다’의 5점 척

대학생 대인관계 체면민감성(예비). 대학생 대

도였고, 문항 이해도는 1점이 ‘전혀 이해되지 않

인관계 체면민감성에 대한 63개의 문항으로 이루

는다’, 5점이 ‘매우 잘 이해된다’로 점수가 높을수

어진 예비척도를 탐색적 요인분석용 측정도구로

록 해당 문항이 대학생 대인관계 체면민감성을

사용하였다. 설문 응답 방식은 1점의 ‘전혀 그렇

대표하는데 적절하고 이해가 쉽다는 것을 의미하

지 않다’부터 5점의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

였다. 그리고 문항이해도와 적절성이 ‘보통이다’

도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들의 대

인 3점보다 낮은 문항은 이해도, 적절성 낮은 것

인관계에서 체면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으로 판단하여 예비문항에서 삭제하였다. 이 과정
에서 2문항을 삭제하여, 총 63문항을 최종 예비문

분석방법

항으로 결정하였다.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신뢰도, 문항-총점
간 상관 등을 검토한 이후 63개의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사회과학 현상의 경우에 추출

탐색적 요인분석

된 요인들 간에는 현실적으로 상관이 존재하기
연구대상

때문에 사회과학연구에서는 사각회전을 사용하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진주의 4년제 대학교에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며(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재학 중인 263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대인관계 체

2009), 사각회전 방법 중에서 널리 쓰이는 Promax

면민감성(예비) 척도를 실시하였다. 기관생명윤리

는 각 요인 간 상관을 전제한 상태에서 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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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모형을 알아볼 수 있기에(Hetzel, 1996), 본

1998)을 알 수 있었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

연구에서도 회전방법을 Promax로 결정하여 요인

해 요인 수를 지정하지 않고 주축 요인분석을 하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25.0, AMOS

였을 때, Kaiser 기준(Eigenvalue>1.0)을 충족하는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요인은 8개로 나타났으나, 스크리 도표(scree plot)
를 함께 고려했을 때 5개의 요인이 가장 적절하
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요인 수를 2개에서 8개

결 과

로 지정해서 주축 요인분석을 한 결과, 5요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석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5요인으로 결정하였다.

문항분석

커뮤넬리티(communality) .40 이하의 값을 가지
첫째, 문항의 평균값이 극단적이거나 지나치게

는 문항은 척도 요인구조에 적합하지 않다(우종

작은 표준편차를 가지는 경우에 문항의 분산이

필, 2012)고 판단하여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

적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탁진국, 2007)는 제

라서 감정 노출 3문항, 능력 노출 6문항, 자기방

언에 따라서 문항이 가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검

어 1문항, 평가불안 4문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이

토하였고, 평균의 경우 1.7 미만 4.3 초과, 표준편

순묵(2000)이 제안한 기준에 따라서 요인부하량이

차는 .09 미만(송보라, 이기학, 2010)이라는 기준에

.40 이하이면서, 다른 요인에 .30 이상 중복하여

맞추어 평균이 4.3을 초과하는 감정 노출 1문항

적재되는 문항에 대해서도 제거하였다. 이 과정에

(M=4.37), 능력 노출 2문항(M=4.25, 4.38)을 삭제

서 감정 노출 3문항, 자괴 민감 5문항, 자기방어

하였다. 둘째,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여 정규 분포

3문항, 평가불안 1문항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를 확인하였다. 왜도의 절대값은 최소 .57에서 최

최종 선정된 20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

대 1.12로 나타났고, 첨도의 절대값은 최소 .98에

해 요인 수를 5개로 고정한 후 사각회전(Promax)

서 최대 1.148로 나타났으며, 이는 왜도 절대값 2

방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이상, 첨도 절대값 7 이상보다 적은 수치이기 때

KMO=.884,

문에 정규성을 위반하지 않는 것(Curran, West, &

1841.564(p<.001)였고 최종적으로 하위 다섯 요인

Finch, 1996)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뢰도 분석을

중 1요인 5문항, 2요인 5문항, 3요인 4문항, 4요인

통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3문항을 삭제하였다.

3문항, 5요인 3문항으로 나타났다(표 1). 1요인은

넷째,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문항 간 상관값이 .7

35.554%, 2요인은 6.897%, 3요인은 6.057%, 4요인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1문항과 문항-총점 간 상

은 4.739%, 5요인은 3.244%를 설명하였고, 최종요

관이 낮은 3문항을 삭제하였다.

인은 전체변량의 56.49%를 설명하였다. 1요인은

Bartlett

구형성

검증결과

χ2=

자괴 민감, 2요인은 평가불안, 3요인은 능력 노출,
4요인은 감정 노출, 5요인은 자기방어로 명명하

탐색적 요인분석

였다. 5요인의 Cronbach’s α값은 1요인 .86, 2요인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증결과, KMO=.910,
2

.83, 3요인 .79, 4요인 78, 5요인 .81, 전체 .91로

Bartlett 구형성 검증결과 χ =5441.700(p<.001)로

전체 문항의 높은 신뢰도를 가진 것을 확인할

나타나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양병화,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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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종척도에 대한 문항 요인계수, 고유치, 설명변량 및 누적변량
요인

문항

자괴
민감

3

4

5

만약 체면이 깎이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것이다.

0.882

0.100

-0.090

0.024

-0.102

P10

만약 체면이 깎이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마무리하기 힘들다.

0.859

-0.065

0.016

-0.024

-0.057

P11

만약 체면이 깎이면,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 나를 욕할 것 같다.

0.745

0.083

0.042

-0.061

0.012

P13

만약 체면이 깎이면, 난 남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0.629

0.033

0.055

0.012

0.055

P15

만약 체면이 깎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다.

0.614

-0.022

-0.007

0.058

0.042

나는 발표를 하고 난 후 피드백을 받아야 할 때, 내 체면에 신경

-0.010

0.705

0.113

0.028

-0.047

0.100

0.703

-0.018

-0.114

0.031

교수님 앞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 체면이 깎일 것 같다.

0.083

0.697

-0.069

0.047

-0.030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체면이 깎일

-0.098

0.687

0.032

0.134

0.052

0.078

0.517

0.125

-0.055

0.109

0.017

0.084

0.779

-0.034

-0.111

P20

불안

2

P9

P18

평가

1

P22
P23

P25

P55

이 쓰인다.
만약 후배들이 전공 지식을 물어봤을 때 틀린다면, 체면이 깎일
까봐 신경이 쓰인다.

것 같다.
내 전공 지식이 부족함을 남들이 알았을 때, 나를 낮게 평가할
것 같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견을 말해야 할 때, 내 체면에 신경
이 쓰인다.

능력

P56

내가 모임의 진행을 해야 할 때, 내 체면에 신경이 쓰인다.

-0.104

0.128

0.736

-0.034

-0.071

노출

P57

강의실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때, 내 체면에 신경이 쓰인다.

-0.030

-0.043

0.681

0.025

0.131

조별과제에서 맡은 중요한 역할이 있을 때, 내 체면에 신경이 쓰

0.200

-0.137

0.567

0.064

0.106

P58

감정
노출

자기
방어

인다.

P32

나의 감정기복을 남에게 보이면, 체면이 깎일 것 같다.

-0.027

0.102

-0.027

0.798

-0.046

P33

내가 짜증내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면, 내 체면이 깎일 것 같다.

0.104

-0.198

0.119

0.744

0.000

P37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체면이 깎인다.

-0.062

0.136

-0.097

0.692

0.014

P46

나는 체면을 회복하기 위해 나 자신을 숨긴다.

-0.054

0.019

-0.006

-0.083

0.891

P47

나는 체면이 깎일 수 있는 내 수행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다.

-0.048

0.026

0.042

0.063

0.732

P48

나는 체면이 깎일 것 같은 상황을 회피한다.

0.273

0.091

-0.111

0.043

0.525

고유치

7.539

1.824

1.626

1.382

1.037

설명변량(%)

35.554

6.897

6.057

4.739

3.244

누적변량(%)

35.55

42.45

48.51

53.25

56.49

- 323 -

상담학연구

감 .84, 평가불안 .83, 능력 노출 .81, 감정 노출

연구 2

.75, 자기방어 .81, 전체 .94로 나타났다.

방 법
체면민감성
본 연구에서는 수렴, 공존, 증분 타당도를 확인

연구대상

을 위해 최상진과 김기범(2000)의 체면민감성 척
자료는 장훈장학회의 후원을 받아 온라인 리서

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구성

치회사인 “인바이트(www.invight.co.kr)”를 통한 온

되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라인과 진주의 만 19세 이상, 4년제 대학교에 재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

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으로

다. 점수가 높을수록 체면민감성이 높음의 의미한

수집하였다. 설문지 실시 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다. 최상진과 김기범(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IRB)의 승인을 받았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20개

는 창피의식성 체면 .82, 자괴의식성 체면 .70, 사

자료를 제외하고 총 32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

회격식성 체면 .7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창피의식

하였다. 이들의 연령은 19세에서 30세(M=23.26,

성 체면 .77, 자괴의식성 체면 .84, 사회격식성 체

SD=2.65)였고, 성별은 남자 144명(44.9%), 여자

면 .77, 전체 .88로 나타났다.

177명(55.1%)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41명(12.8%),
2학년 29명(9.0%), 3학년 69명(21.5%), 4학년 155명

사회비교 경향성

(48.3%), 5학년 이상 27명(8.4%)이었다. 전공별로는

본 연구에서는 수렴 및 증분 타당도를 측정하

인문사회계열 117명(36.4%), 자연과학계열 31명

기 위해 Gibbons과 Bunnk(1999)가 개발하고, 최윤

(9.7%), 예체능계열 18명(5.6%), 공학계열 74명

희(2003)가 번안한 사회비교 경향성을 사용하였다.

(23.1%), 농학계열 6명(1.9%), 사범계열 21명(6.5%),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능력과 의견 2요인, 총 11

상경계열 43명(13.4%), 기타 11명(3.4%)이었다.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1점(전
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응답
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비교 경향성

측정도구

이 높음을 나타낸다. 장은영, 조규판(2009)의 연구
대학생 대인관계 체면민감성

에서 Cronbach’s α는 능력 .81, 의견 .71, 전체 .83으

확인적 요인분석과 척도 타당화를 위해 대학생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능력 .78, 의견 .65,

대인관계 체면민감성(예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전체 .80으로 나타났다.

척도는 5개의 하위요인,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있다. 설문 문항은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을 잘 나타내는 정도에 맞게 응답하도록 하였으

본 연구에서는 수렴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Watson과 Friend(1969)가 개발한 30문항으로 구성

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점수의 의미는 점

된 FNE(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FNE)를

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체면민감성이 높음

Leary(1983)가 전체 점수와 .50이상 상관이 되는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자괴 민

문항만 축약하여 만든 척도를 이정윤과 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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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본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점(전

본 연구에서는 변별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훈진, 원호택(1995)이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정

는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점(전혀 그렇

윤,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이

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86으로 나타났다.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훈진, 원호택(1995)의

해

타인의식 인상관리동기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전체 .78로 나타났고 본

본 연구에서는 수렴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

연구에서는 .64로 나타났다.

김남재(1998)가

개발한

Self

Presentational

Motivational Scale을 김민규(2016)가 수정한 척도의

분석방법

타인의식 인상관리동기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의식 인상관리동기와 타인의식 인상

대학생 대인관계 체면민감성 척도의 구성 타당

관리동기의 2개 하위요인, 총 27개 문항으로 이루

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하위요인

어져 있다. 본 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간 수렴 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검증을 하였고 준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척도들과 수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

및 변별타당도, 공존 타당도, 증분 타당도를 검증

감하게 반응하는 자기감시도가 높은 정도를 의미

하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한다. 김민규(20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62

요인구조가 새로운 표본에서도 타당한지 확인하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전체 .91

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방식으로 확인적

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모형의 적합성은 표
준화된 χ2과 표본 크기의 민감성, 간명성, 해석

한국판 삶의 만족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TLI, CFI, GFI, RMSEA를 확

본 연구에서는 변별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인하였다(문수백, 2009). 표준화된 χ 값이 2.0∼3.0

Diener 등(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 척도를 조명

사이로 나타나면 적절한 모델로 판단하고(문수백,

한과 차경호(1998)가 번안하고 임영진(2012)이 타

2009).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8 이하면

당화한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Korean version of

보통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정하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K-SWLS)를 사용

며(김계수, 2010)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CFI,

하였다. 본 척도는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GFI 값이 .90이상으로 나타나면 좋은 적합도로 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까지

석한다(배병렬, 2011). 또한, 하위요인 간의 수렴

7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여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

록 삶의 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임영진(2012)

였다. 수렴 타당도는 유의한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고, 본 연

가지면서 개념 신뢰도가 .70의 값을 가질 경우가

구에서는 전체 .88로 나타났다.

좋으며, 변별타당도는 평균 분산 추출값이 각 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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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가진 값의 제곱한 값 이

C.R.(critical ratio)값은 모두 유의하였고, 표준화 요

상일 때 변별타당도가 존재한다고 본다(배병렬,

인부하량은 .529에서 .789사이로 .50이상으로 나

2011). 그리고 대학생 대인관계 체면민감성 척도

타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값이었고 개념 신뢰도

와 다른 척도들과의 관련성을 통해 준거 타당도

값도 .782에서 .864의 값을 보였기에 수렴 타당도

를 확인하였다. 상관분석을 통해 수렴 및 변별타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AVE 값이

당도, 공존 타당도를 확인하였고 위계적 중다 회

요인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φ2) 이상이었기에

귀분석을 통해 증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모든

모든 하위요인 간의 변별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

분석에는 SPSS 25.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

었다(표 3).

용하였다.
준거 타당도

결 과

먼저 본 척도와 다른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통
해 수렴 및 변별타당도, 공존 타당도를 분석한 결
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대학생 대인관계 체면민

확인적 요인분석

감성과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기존의 체
대학생 대인관계 체면민감성 척도의 확인적 요

면민감성 척도(r=.74, p<.01), 사회비교 경향성

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χ²은 452.840(df=160,

(r=.56, p<.0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61,

2

p<.001)으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 표준화된 χ

p<.01) 및 타인의식 인상관리 동기(r=.63, p<.01)

값은 2.830로 적절한 모형이라 볼 수 있었다. GFI

등과 .56에서 .74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 개념

는 .874, CFI는 .917, TLI는 .902로 나타났다. GFI

적으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개

는 .90을 넘지 못하였지만, GFI, CFI, TLI는 수용

념의 유사성이 낮은 삶의 만족도(r=-.17, p<.01)와

할만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RMSEA는 .076으로 적

자아존중감(r=-.15, p<.01)은 낮은 부적 상관을

합한 수치를 보였다. 모형에서 문항의 표준화 요

보여 변별 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부하량은 .529에서 .789의 값을 보였고 5개 하

또한, 본 척도는 기존의 체면민감성 척도와

위요인 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

.74(p<.01)의 높은 상관을 보여 두 척도 간에 공존

관을 보였다. 구체적인 상관계수는 자괴 민감은

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불안과 .61(p<.001), 능력 노출과 .42(p<.001),

다음으로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통해 증분

감정 노출과 .42(p<.001), 자기방어와 .62(p<.001),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독립변수로 투입할 기존 체

평가불안은 능력 노출과 .49(p<.001), 감정 노출과

면민감성의 상관은 .74로 높은 상관을 보였지만

.42(p<.001), 자기방어와 .64(p<.001), 능력 노출은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 값을 확인한

감정 노출과 .30(p<.001), 자기방어와 .42(p<.001),

결과,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는 각각

감정 노출은 자기방어와 .42(p<.001)의 상관관계를

.453과 2.208로 분석되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보였다.

것으로 확인하였다. 체면민감성과 사회비교 경향

다음으로 5개 하위요인 간 수렴 및 변별타당도

성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정서적 반응이 나

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타난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성개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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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 모형의 경로계수, 표준오차, C.R., AVE 및 CR
잠재변인

자괴 민감

평가불안

능력 노출

감정 노출

자기방어

관측변인

경로계수
비표준

표준

표준오차

C.R.

→

P10

1.000

.773

→

P9

.996

.765

.073

***

13.779

→

P11

.698

.529

.076

***

9.178

→

P13

.985

.779

.070

***

14.007

→

P15

.971

.767

.070

***

13.779

→

P23

1.000

.786

→

P18

.959

.717

.072

***

13.241

→

P20

.959

.733

.071

***

13.580

→

P22

.851

.709

.065

***

13.058

→

P25

.735

.577

.071

***

10.327

→

P58

1.000

.755

→

P55

.970

.734

.072

***

13.412

→

P56

.769

.658

.065

***

11.882

→

P57

.920

.726

.069

***

13.244

→

P37

1.000

.781

→

P32

.913

.758

.064

***

14.175

→

P33

.828

.635

.072

***

11.538

→

P48

1.000

.789

→

P46

.976

.775

.065

***

15.033

→

P47

.698

.752

.076

***

9.178

AVE

CR

.563

.864

.529

.848

.546

.782

.624

.833

.543

.826

주1. ***p<.001

그렇지만 체면민감성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과

고, 2단계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대학생 대인관

비교를 받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계 체면민감성 척도를 투입하였고 그 결과는 표

자신의 행동과 능력이 노출되는 것에 있어 다른

5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기존 체면민감성 척도

사람의 평가나 시선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을

는 사회비교 경향성을 약 29%를 설명하였고, 2단

의미한다(김경호, 2002)는 점에서 다른 점을 가지

계 분석에서 대학생 대인관계 체면민감성이 사회

고 있기에 증분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회비교 경

비교 경향성을 약 34.4% 설명하고 있어서, 약

향성을 종속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

5.4% 증가한 설명량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

석에서 1단계에 기존 체면민감성 척도를 투입하

학생 대인관계 체면민감성이 기존 체면민감성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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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판별타당도 검증

자괴 민감

<->

평가불안

자괴 민감

<->

감정 노출

자괴 민감

<->

자기방어

자괴 민감

<->

능력 노출

평가불안

<->

감정 노출

평가불안

<->

자기방어

평가불안

<->

능력 노출

감정 노출

<->

자기방어

감정 노출

<->

능력 노출

자기방어

<->

능력 노출

자괴 민감=.563
평가불안=.529
자괴 민감=.563
감정 노출=.624
자괴 민감=.563
자기방어=.543
자괴 민감=.563
능력 노출=.546
평가불안=.529
감정 노출=.624
평가불안=.529
자기방어=.543
평가불안=.529
능력 노출=.546
감정 노출=.624
자기방어=.543
감정 노출=.624
능력 노출=.546
자기방어=.543
능력 노출=.546

판별타당도

φ

φ2

0.613

0.376

있음

0.424

0.180

있음

0.619

0.383

있음

0.426

0.181

있음

0.417

0.174

있음

0.643

0.413

있음

0.487

0.237

있음

0.421

0.177

있음

0.296

0.088

있음

0.427

0.182

있음

개념 간 상관

해석

표 4. 타당도 검증을 위한 변인들 간 상관
1

2

1

-

2

.740

**
**

3

.555

**

4

.607

**

5

.633

**

6

-.171

**

7

-.152

3

4

5

6

7

**

.538

-

**

.508

**

.598

.694
.744

**

-.149

-.024

**
**
**

-.180

-.096

**

-

**

.140

-

**

-.069

.441

.756

-.290

-.214

*

**

-

주 1. 1. 대학생 대인관계 체면민감성, 2. 체면민감성, 3. 사회비교 경향성, 4.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5. 타인의식 인상관
리동기, 6. 삶의 만족도, 7. 자아존중감
*

주 2. p<.05,

**

p<.01

- 328 -

손진혁․양난미 / 대학생 대인관계 체면민감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표 5. 사회비교 경향성을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D

β

.549

.048

.538***

1단계
기존 체면민감성
사회비교

2단계

경향성

기존 체면민감성

.288

.069

.282***

대학생 대인관계

.284

.055

.346***

R2

△R2

130.268***

.290

.344

F

.054

83.468***

체면민감성
주.

***

p<.001

도가 사회비교 경향성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고유

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체

의 변량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증분

면민감성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새로운 척

타당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저 대학생 대인관계 체면민감성 척도의 타당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총
4주의 간격을 가진 이후에 실시한 대학생 대

5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자괴 민감 5문

인관계 체면민감성 척도에 대한 Cronbach’s α는

항, 평가불안 5문항, 능력 노출 4문항, 감정 노출

.931(p<.001)로 나타났다. 1차 실시한 검사와 4주

3문항, 자기방어 3문항의 총 20문항으로 나타났

후에 재검사했을 때 각 하위요인의 상관계수는

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가 적

자괴 민감 .916(p<.001), 평가불안 .938(p<.001), 능

절함을 확인하였다.

력 노출 .866(p<.001), 감정 노출 .914 (p<.001), 자

이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인 ‘자괴

기방어 .411(p<.01)로 나타났다. 모든 요인이 유의

민감’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대학생 대인관계 체

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5번째 요인인 자기방어를

면민감성 척도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으로,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높은 상관을 보여 검사-재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지 못할 때 경

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험하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관련한 요인이다.
이는 자괴적 감정이란 자신이 인간관계에서 규범
을 어겼다고 생각하며, 타인의 비난과 자기 자신

논 의

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루어진 자의식에서 발
생하는 자기 내적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상태(김기

체면을 중요시하는 우리 문화 내에서 성인 초

범, 김양하, 2004; 최상진, 김기범, 2000)라는 선행

기인 대학생 시기에 체면민감성은 대인관계에 영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기

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의 체면민감성

존 체면민감성 척도에는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제한적이었기에 본 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망하는 편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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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서 타인 앞에서 느끼는 부끄러움과 관련된 것 중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편이다’ 등 자신의 의견이

에서 능력과 관계되는 것이 많으며, 자기열등의식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느껴지는 정서에 관한 문

이 심리기제에 깔려 있고(최상진, 김기범, 2000),

항들이 있었다. 반면에 본 척도에서는 ‘만약 체면

자기 능력의 성숙을 인정받고자 하는 특성(김양

이 깎이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것이다’,

하, 2005)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

‘만약 체면이 깎이면,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 나를

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항을 살펴보면 ‘모임의

욕할 것 같다.’ 등 자신의 체면이 손상될 때 타인

진행자’, ‘조별과제의 중요한 역할’처럼 특정 집단

이 자신을 낮게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의 리더와 같은 역할에서부터 ‘다른 사람들 앞에

문항이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의견 등이 받아들

서 의견을 말하는 것’, ‘강의실에서 타인의 시선

여지지 않았을 때의 정서를 넘어서 현대 대학생

을 의식’처럼 단순히 타인 앞에서 일어나는 상황

들이 부끄러움에서도 체면이 손상당하면서 타인

을 모두 능력 노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게 낮게 인식될 때 느껴지는 두려움을 확인했

이는 특정 상황에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이 되었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시사한다.

을 때 체면민감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두 번째 요인인 ‘평가불안’은 누군가에게 보여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능력이 평가받는 상황

지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의해서 관찰되고 평

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모든 순간에 체면민감성을

가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여 느끼는 불안(이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희, 임영대, 2014)과 관련되는 요인이다. 대학생

네 번째 요인인 ‘감정 노출’은 타인에게 자신의

들에게 스스로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보다는 타인

인격이나 도덕성을 노출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상

을 통한 평가를 더 중요시한다(이성원, 양난미,

황에서 경험하는 내용에 대한 요인이다. 하위요인

2015; 한규석, 2011)는 것을 고려할 때 타인의 평

의 문항으로는 ‘감정 기복을 남에게 보이는 것’,

가는 현대 대학생에게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

짜증을 내면’ 문항이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타난 문항은 기존 척도의 문항보다 평가에 대한

짜증을 내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거나 자신의 감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장점

정 기복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

이 있다. 새로운 척도의 ‘나는 발표를 하고 난 후

는 것을 신경 쓰는 것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피드백을 받아야 할 때, 내 체면에 신경이 쓰인

있다. 감정 기복은 불안, 우울, 분노 등 다양한 감

다’, ‘내 전공지식이 부족함을 남들이 알았을 때,

정 상태의 변동을 거듭하는 경향성(김정호, 오지

나를 낮게 평가할 것 같다.’의 문항에서 대학생들

희, 김미리혜, 2017)이며, 짜증은 “마음에 꼭 맞지

이 발표 이후의 피드백을 받거나 전공지식의 부

아니하여 발칵 역정을 내는 것”(국립국어연구원,

족함이 드러나는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타인의

2010)이다. 즉, 감정 노출에서 나타난 감정은 주로

평가로 인해 불안을 느낌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

부정적이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할 수 있었다.

모습을 의미한다. 이는 체면이 손상되었을 때의

세 번째 요인인 ‘능력 노출’은 대학 생활에서

창피함, 수치심은 심리치료가 필요할 정도까지의

자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노출하는 상황에서 느끼

심각한 감정손상을 경험할 수도 있다(유민봉, 심

는 체면민감성에 대한 요인이다. 이는 일상생활에

형인, 2011)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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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숨기려하는 자기은폐는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

다섯 번째 요인인 ‘자기방어’는 대학 생활의 대

질 수 있기 때문에(김동민, 양대희, 2010; 임수진,

인관계에서 자신을 안전한 방식으로 노출하기 위

노안영, 2009; 정은선, 하정희, 2016) 현대 대학생

해 자기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요인이

들이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행동을 이해하는데

다. 내용을 살펴보면 체면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요

을 숨기거나 수행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으면서

인은 기존 체면민감성 척도에서는 없었던 요인으

상황을 회피하려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로 본 연구에서 새롭게 나타난 요인이라는 점에

대학생들이 체면이 손상당하거나 체면민감성이

의의가 있을 것이다.

높아져서 체면을 보호하려고 할 때, 자신을 숨기

새롭게 도출한 척도는 기존의 체면민감성 척도

거나 방어적으로 자기제시를 하는 방식을 선택하

의 3가지 하위요인에서 2가지 요인이 추가되어 5

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존 척도의 문항에서는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체면민감성에 대

‘나는 사석에서도 교양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하

한 다양한 상황을 보다 세부적인 요인으로 관찰

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말실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척도는 현재 자신의 체

수를 할까봐 조심하는 편이다’ 등 체면이 손상당

면을 유지하는 방식과 체면이 손상될까봐 겪는

하지 않게 노력하거나 체면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민감한 상황에 관한 기술이 주를 이루었다. ‘나는

방법을 시도하는 문항이 존재했다. 하지만 본 척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실수를 할까봐 조심

도에서는 ‘나는 체면을 회복하기 위해 나 자신을

하는 편이다.’, ‘나는 대인관계에서는 번거롭더라

숨긴다’ 등 자신의 수행을 보여주지 않거나 자신

도 어느 정도 격식을 지켜야 한다.’, ‘나는 나의

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 통해 체면을 유지하려

위신 때문에 부탁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와 같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와는

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예절, 격식을 비

다르게 체면이 손상당하는 것은 현재 대학생들에

롯하여 체면이 손상당할까 봐 자신의 이미지를

게는 수치심이 느껴지는 상황으로 인식될 수도

견고히 하고 이로 인해 민감해져 있는 상황에 대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수치심이 유발되는 상황

한 문항이 주로 구성되어있었다. 반면 새롭게 개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보며

발한 대학생 대인관계 체면민감성 척도는 ‘만약

타인에게 자신의 수행을 드러내는 것을 감추기

후배들이 전공지식을 물어봤을 때 틀린다면, 체면

위해 자기은폐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결과가 나타

이 깎일까봐 신경이 쓰인다.’, ‘내 전공 지식이 부

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을 숨기려 하는 것

족함을 남들이 알았을 때, 나를 낮게 평가할 것

은 한국인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 갈등 상황에서

같다.’, ‘나는 체면을 회복하기 위해 나 자신을 숨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해 버리는 양상을 보인다(김

긴다.’, ‘만약 체면이 깎이면, 난 남들에게 사랑받

영욱, 양정은, 2011)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였

지 못할 것이다.’ 등 대학 생활에서 체면이 손상

다. 이렇게 자신을 숨기려 하는 것은 개인의 결점

되는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었다. 또한 체면이

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손상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감정적인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체면이

상태와 체면이 손상된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

손상됨으로 인해 개인의 사고와 행동 범위를 위

한 행동을 구체적인 문항으로 도출하였다.

축시킬 수 있으며(이경근, 조용현, 2009),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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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하여 대인관계에서의 체면민감성을

료 장면에서 내담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제(권지혜, 2010; 권진희, 2007)이고 대학생들의 생

점이다. 기존 체면민감성 척도 개발 연구(최상진,

활에서 주요한 고민이라는 점이 밝혀졌다(김남연,

김기범, 1998; 최상진, 김기범, 2000)에서는 개발과

양난미, 2012; 김태훈, 2018; 윤한슬, 2017; 장세풍,

정에서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연구의

2013). 특히 대인관계에서 자기개방이나 자기주장

대상으로 대학생과 직장인을 함께 선정하였고, 이

이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중

들의 체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었다. 하지만

요하다(윤진아, 송원영, 2013)는 점에서, 대인관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국

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

내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개방형 질문을

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

통해 구체적인 문항을 수집하였고 상황, 정서, 행

다. 체면민감성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눈

동적 하위요인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기존 척도

을 의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자기방어’라는 하위요인을

남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민감하게

새롭게 발견하여 현대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느낀다(전태준, 2009)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

대인관계 체면민감성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었다.

지고 있는 체면민감성이 높은 대학생들은 대인관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체면민감성 척도에

계를 만들어나가고, 지속하는데 존재할 수 있는

서 부족하였던 통계적인 측면을 보완하였다. 기존

관계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따라

체면민감성 척도는 개발과정에서 확인적 요인분

서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이 가진 체면민감성

석, 수렴 및 변별타당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등

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과 개입 방향 등에 대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부족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하였다. 이에 비해 본 척도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것이다.

하위요인 간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통해 구성 타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경험적 분석을 통

당도를 확인하였고 다른 척도와의 수렴 및 변별

해서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체면민

타당도, 공존 타탕도 및 증분 타당도를 통해 준거

감성의 요인구조와 요인들이 가진 시사점을 확인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종 척도에 대한

를 통해 검사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고유치와 설명 변량에 대한 값을 확인해 보았을

의의가 있다.

때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하위요인은 자괴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하위요인

민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

이 불안정하게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 탐색적 요

중 독립변인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하위요

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재

인이 자괴 민감성(최희경, 2014)이라는 결과와 일

확인하였다. 이때 기존의 3개 하위요인을 보완하

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세분화된 5개 하위요인을 통해 기존 척도에서 알

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기 힘들었던 대학생의 대인관계에서의 체면민감

사용한 모든 설문지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

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었다. 대학 상담

하였기에 응답에서의 편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실에서 대인관계와 정서 문제는 상담 및 심리치

있다. 또한, 면접이나 관찰 등 다른 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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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설문 조사만 사용한 것 역시 응답에

체면유지에 있어서 보다 민감한 특성과 동기를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가지고 있다(진승범, 1995)는 점에서 성별에서 발

자기보고식 설문지 이외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

생하는 체면에서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여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성별,

둘째, 신뢰도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척

연령, 경제적 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도들 중에서 자아존중감의 Cronbach’s α가 .64로 다

체면민감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

소 낮게 나타났다. 신뢰도에 문제가 나타날 정도

가 있다.

는 아니지만 다른 척도들에 비해 다소 낮은 신뢰
도가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확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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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emyon sensitivity scale for
college students. After reviewing of precedent studi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emyon sensitivity scale of 63
preliminary items was produced. A survey of 263 college students was conducted, final 20 items and five
sub-factors were derived from the collected data through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20 items were finally
confirmed such as; five items on shame sensitive, five on evaluation anxiety, four on ability exposure, three on
emotion exposure and three on self-defense. Nex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validation test were conduct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343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of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items were appropriate for the model. Also, the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the concurrent validity and
the incremental validity were confirmed. In addition, the test-retest reliability was verified in the four-week test.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emyon sensitivity scale, chemyon, chemyon sensitiv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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