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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first step of this study is to collect appropriate words from the list of words in the relationship. All 

vocabularies that are unfamiliar-but capable of guessing the meaning and express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were 

collected from three Korean dictionaries. Consequently, a compilation of 2,725 words was created; overlapping 

words were selected; and 910 words were chosen. Only grammatical forms were found; however, words with 

similar meanings-or identical meanings-were also found, and a reclassification process was required to reflect this. 

These procedures were repeated seven times, resulting in a total of 249 words being screened.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is study, the number of words needs to be reduced because the meaning of words is more 

specific and summarized, and the overall interpersonal aspect is well expressed. Therefore, the process of 

reclassifying 249 words by their familiarity and appropriateness was subsequently undertaken, and the word with 

the highest level of familiarity and appropriateness was finally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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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어 인 계 단어 도구를 제작하는 것으로, 그 첫 과정으로서 인 계 단어 목록에 포함시킬 한 

단어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먼 , 생소하지만 의미를 짐작해볼 수 있고 인 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되는 

모든 어휘를 3종의 국어사 으로부터 수집하 다. 그 결과, 총 2,725개의 단어로 구성된 인 계 단어 총집을 제작하

고, 복되는 단어를 선별하여 총 910개의 단어를 선정하 다. 그 에서도 문법 인 형태가 다를 뿐, 의미가 비슷하거

나 동일한 단어가 발견되어 이를 반 한 재분류 작업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차는 총 7회 반복하여 실시하 으며 

그 결과, 총 249개의 단어를 선별하 다. 한편, 표 단어 도구를 개발하는 본 연구의 특성 상, 단어의 의미가 보다 

구체화되고 집약되어 체 인 인 계 양상을 하나로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 구성이 필요하므로, 단어의 수를 

축약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단어 선별의 마지막 단계로, 앞서 추출한 총 249개의 인 계 단어에 한 친숙성과 

성 평가에 따라 재선별하는 차를 수행한 후, 친숙성과 성의 평정치 결과가 서로 공통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단어들을 최종 으로 선별하 다.

주제어: 인 계, 인 계 단어, 친숙성,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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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은 출생 시부터 사회  존재라고 불리우는 만큼, 

 생애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호작용하며 

원만한 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근본 인 내  동기를 

지니고 있다(Kwon, 2004). 인간의 삶은 타인과의 계 

속에서 성장하게 되고, 그 계의 질에 따라 개인의 

응은 물론 독특한 정체감 형성과 바람직한 발달에 지

한 향을 미친다(Gazda, 1973). 실제로, 진행된 다수

의 연구에서는 정신건강(Choi, 2011; Kim & Kim, 

2020; Kim & Na, 2017), 인 계문제(Choi & Ju, 

2020; Heo & Rhee, 2017), 삶의 만족(Kyung & Tak, 

2019; Lim et al., 2014), 인 계 척도(Chung, 2004; 

Kim et al., 2012), 인 계능력(Kim, 2012; Oh et al., 

2013) 등의 역에서 그 요성이 다루어지고 있다. 연

구들에서는 인간의 계가 친 하고 만족감이 높을

수록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으나, 인 계에

서 갈등을 경험할수록 정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과 연결되어 슬픔, 우울, 망 등의 심리  장애를 

래하기도 한다. 이는 타인과의 계를 더욱 부자연스

럽게 만들어 인 계를 회피하게 되고, 사회  상황에

서 요구되는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쉽

게 축된다는 을 보고한다(Fung & Yeung, 2009; 

Kwon, 2004). 이처럼 인 계의 어려움이 심리  안

녕감을 비롯한 인격 성장  발달에 부정  향을 미

치게 된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도록 하고 사회  응을 도와 건강하고 

정 인 삶을 할 수 있게 하는 상호작용의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성이 충분히 인식되면서도 부

분의 사람들이 원만한 인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인들은 주요 스트 스 

원인으로 인 계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어 교

육  상담 장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데(Jang, 2005), 

외견상 인 계와 련이 없어 보이는 문제들, 컨  

개인의 정서, 성격, 응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맥락

을 살펴보면 인 계 인 어려움을 배후에 가지고 있

는 경우가 부분이다(Chung, 2004; Kim & Park, 

2010).

이처럼, 인 계는 타인에 해 인식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으로, 정서와 성격 그리고 행 가 상호작용

한 결과이다(Heider, 1958). 정서는 인 간 의사소통에 

요한 수단이 되는 주요 요인이므로 정서를 얼마나 

자각하고 어떻게 표 하느냐에 따라 인 계의 질이 

달라진다.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잘 표 할수록 타

인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사회  지지를 받으며 심리  

안녕감과 인 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반면

(Emonns & Colby, 1995; Kim & Kim, 2015),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스트 스에 보다 취약하고 신경증을 유

발하며 인 간 갈등이 심화되는 부정  결과를 래

한다(Salovey & Mayer, 1990). 이러한 정서는 직 이

고 즉각 으로 상황  환경에 반응하려는 생득 인 

반응으로 내면화하거나 표출되며,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Frijda, 1986). 이와 더불어, 인 계에 

요한 요소인 정서에 향을 미치는 것은 성격으로, 환

경에 한 개인의 고유하고 독특한 응을 나타내는 

정서와 행동의 역동  조직이다(Allport, 1937). 

Allport(1937)에 따르면, 성격에 따라 정서 체계에 차이

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환경에 한 응 즉, 인 계

의 차이를 결정한다. 한, 성격은 정서에 민감하고 

근/회피 행동에서 다양하게 작용한다(Gray, 1987). 이

와 련하여 Rosers(1951)는 인 계는 타인과 계

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그 계의 주체자가 되는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체  조건, 정서, 태도, 생각, 가치 , 인 계의 양

과 질, 성격 등과 같은 반 인 사항이 포함되며 이에 

한 실 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 

Lange & Jakubowski(1976), Rakos & Schroeder(1980)

에 의하면,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은 잘 

기능할 수 있다. 한, 인간의 인 계 행동은 소극  

행동, 주장  행동 그리고 공격 인 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인 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타인에

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개인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

이다. 따라서 인 계에서 문제가 되는 소극  혹은 

공격  행 는 인 계와 계된 능력 부족으로 발생

한 행동  원인, 비합리  사고와 련된 인지  원인, 

두려움이나 불안 등의 정서  원인으로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인 계는 개인 내의 정서, 성격, 행  간에 

조화로운 련을 맺음으로써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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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호 계의 역동이다. 따라서 이를 보다 논리 이고 

심층 인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탐색할 수 있다면, 새로

운 과 사고를 통해 능동 이고 극 인 자세로 

정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Heider, 1958). 그러

나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인 계의 흐름을 포

으로 다루고 있고, 발견된 문제 을 제거하거나 그와 

련된 인 계기술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데 

을 두었다. 이러한 문제 심  방법은 인 계에서 

자신의 갈등을 강조하여 교육에 의해 제시된 내용을 

수동 으로 따르도록 한다(Sharry, 2007).

한편, 인 계와 련된 많은 연구에서는 주로 문항 

심의 척도가 가장 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 련된 

척도로 국외에서는 Schlein et al.(1971)이 7개의 하  

역(만족감, 신뢰감, 민감성, 의사소통, 이해성, 개방

성, 친근감)을 통해 개인의 인 계 양상을 평가하기 

해 개발한 인 계변화 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CS)와 Horowitz et al.(1988)의 인 계문제 척

도(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IIP)가 있다. 

한, Leary(1957)가 Sullivan의 향을 받아 우호-냉담의 

‘친애’ 차원과 지배-순종의 ‘통제’ 차원으로 이루어진 

평면 에 인 계 행동을 원형으로 배열한 인 계 

원형 모델이 있으며, 이에 근거를 두고 Wiggins et al. 

(1988)이 인 계  문제를 진단하기 해 제작한 

인 계 형용사 척도(Interpersonal Adjective Scale-R: 

IAS-R)가 있다. 국내에서는 Yun(1975)의 인 계 지

향성 이론을 토 로 제작된 인 계 태도 유형 척도와 

Ahn(1985)이 Leary(1957), Krech et al.(1962)과 Schutz

(1958)의 이론에 근거하여 제작한 인 계 성향 검사, 

Kim et al.(2012)의 인 계 반향메시지 원형모형 검사

(Impact Message Inventory-Circumplex: IMI-C) 등이 있

다. 이러한 척도는 심리 ·정서  문제를 다루는 상황

에 있어 문제 증상의 개선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체 인 기능의 호  수 을 확인하는 임상

 유의성의 평가를 가능  한다(Lee & Lee, 2014). 

한, 인 계의 특성을 악할 수 있고, 제3자에 의한 

평정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에서 유용한 도구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척도들은 주로 

외국의 척도를 번안하거나 수정한 것이므로, 실질 으

로 개인의 상황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해 제약이 많다. 

한, 개인의 반 인 인 계 측면을 복합 으로 살

펴볼 수는 있으나 이를 발생시키는 근원 인 특성이 

어떠한지를 세 하게 악하기 어렵다. 즉, 인 계

인 측면에만 을 둘 것이 아니라, 인 계 상황에

서 개인의 정서와 같은 내면  특성들이 어떻게 역동

으로 작용하여 인 계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련된 정보는 주지 못하고 있다(Kim & Park, 2010). 

이는 각 문항을 통해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검사자 개인의 반응에 해 평정하는 것으로부터 발생

하는 문제이다. 즉, 인 계 경험을 다양하고 세부

으로 다루기보다 평정 결과만으로 악되는 체 인 

인 계 상태에 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에서는 

다양한 인 계 단어들을 제시하는 것이 인 계의 

구성 개념을 다루는 데 보다 충실하다. 특히, 인 계

를 설명하고자 기존의 척도에서 단어를 선별할 경우, 

오히려 인 계를 나타내는 요한 단어가 제외될 수 

있으며, 필요시마다 한 단어를 다시 도출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시간과 경제  비용 측면에서 불편

하고 비효과 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인 계는 상호 간의 어떤 특징 인 심리  

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삶이 계속되는 동안 인간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상호작용이라도 여러 문화권에 따

라 이를 인지 으로 해석하고 지칭하는 용어가 다르며, 

번역 내용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Hahn 

& Kang, 2000). 다시 말해, 단어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일 성 없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결

정하기가 쉽지 않으며(Park & Min, 2005), 인 계를 

나타내는 합한 단어는 무엇이고, 어떤 기 에 따라 

선별되는지에 한 견해가 다르다는 것이다(Jang & 

Kim, 2020). 그러나 이러한 단어의 제약은 친숙성이나 

성이 높은 요한 어휘가 락되거나 사용 빈도가 

하게 낮은 어휘가 포함되었는지에 한 검토 작업

을 거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인

계를 정확하게 나타내면서 일상생활에서 보편 으로 

사용 가능한 단어를 선별한다면 충분히 효율 으로 해

결할 수 있다(Plutchik, 2003).

이처럼 언어가 다양성과 포 성을 갖고 있는 가운데

(Min & Koo, 2002), 자극의 형태가 단어라는 특성 상, 

연구 목 에 따라 변인을 조작하기 용이하면서도 엄격한 

통제 하에 다양한 조작을 할 수 있다(Hong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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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berg(1990)의 기본 어휘 가설(fundamental lexical 

hypothesis)에 따르면, 인간의 계  삶에서의 요한 

개인 간 차이는 부분의 언어권 속에 자리잡고 있는 

어휘에서 비롯되므로, 성격 뿐 아니라 정서에도 용할 

수 있다. 인 계가 이러한 요인들과 요한 련성이 

있다는 에 근거할 때, 인 계 단어를 선정하는 작업

은 이와 같은 기본 어휘 가설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특히, 단어의 어휘로 구성된 검사는 인

계문제 척도와 비교했을 때, ‘문제’가 아닌 ‘특성’을 평가

하여 검사자의 항을 일 수 있으면서 보다 간편하게 

실시하고 측정할 수 있다는 에서 가치가 크다(Chung, 

2005). 따라서 인 계의 경험과 그 가운데 발생하는 

개인의 내  상태나 행동을 보다 상세하게 나타낼 수 

있는 구체 인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

계 문제나 측정 과정 등의 경험  내용을 문 으로 

다루는 사람의 민감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요구되는 

이기도 하다(Chung, 2004).

그러나 개인의 인 계 상태나 호소 문제를 나타내

는 어휘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기술할 수 있도록 제시 

가능한 단어 도구의 개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수행된 인 계 연구는 개 문항 심의 척도

를 활용함에 따라 단어를 활용한 도구를 찾아보기 어

렵다. 이는 인 계 연구의 요한 한계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히 개인의 인 계 성향을 

악하기 함이 아닌, 인 계가 어떠한 내  특성과 

반응으로 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해 실

질 으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인 계 단어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 다. 인 계에 한 근본 이고 체계

인 인식과 이해를 통해 정 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이를 수행하기 해 먼  

인 계 단어 총집을 만든 후, 각 단어가 나타내는 

인 계 단어로서의 친숙성과 성에 한 자료를 얻

고 일련의 선별 과정을 통해 최종 인 계 단어를 선

정하 다.

2. 연구방법  차

2.1. 표 인 계 단어 도구 개발

인 계 단어 도구를 만들기 한 첫 과정으로써, 

먼  인 계 단어 목록에 포함시킬 한 단어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단

어 수집  선별 과정 동안 ‘ 복없이 그리고 빠짐없이

(exclusive and exhaustive)’라는 기본 인 원칙을 만들

어 용하고자 하 다. 이를테면, 인 계 단어로 보

기에 합하지 않은 단어는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친

숙하게 사용하는 단어를 선별하는 것으로, 단어 수집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단어의 락과 복 등의 문제 을 

최 한 배제하기 해서이다. 이와 련하여, Seo et al.

(1998) 한 교육용 기본 어휘를 선정하기 한 학습자

의 요구 사항으로 ‘언어 사실에 근거하고 그 근거가 명

백할 것, 개별 인 목 에 따라 기  수 이 다르므로 

이에 응할 것, 양 으로 충분할 것, 경제 인 정성

이 확보될 것, 사용  리가 용이할 것’ 등의 기 을 

제시한 바가 있어 본 연구에서의 기본 인 단어 선정 

원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표 인 계 단어 

선정에 한 구체 인 차와 결과는 다음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2.1.1. 인 계 단어 총집 구성

본 연구에서는 3종의 국어사 으로부터 발췌한 

인 계 단어들에 기반하여 인 계 단어 총집을 구성

하 다. 지 까지 진행된 단어 도구의 개발은 주로 정

서 어휘에 한 연구에서 이루어져 왔고, 인 계와 

련된 선행연구들 한 문항 구성의 인 계 척도에 

을 두고 있어 인 계를 보다 체계 이고 정교하

게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 도구의 개발을 비롯

한 련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한계 에 한 안으로써 국

어사 에서 인 계 단어를 수집한다면, 다양한 단어

를 범 하고 포 으로 아우를 수 있는 총집 구성

의 가치가 있다고 단되기에 이러한 방식을 우선 으

로 고려하 다. 정서 단어 도구를 개발한 Jang & 

Kim(2020)에 의하면,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한 단어들

은 특정 연구에만 한정되어 있거나 제한 이고 다양하

지 못한 문제 을 가지고 있다. Jang & Kim(2020)은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고자 국어사 에서 자료를 수

집한 일부 선행연구(Ahn et al., 1993)로부터 단어를 수

집하 다. 이러한 을 비추어 보아, 다양한 국어사

에 기 하여 단어를 수집하는 것은 단어의 구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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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한계 을 최 한 보완할 수 있는 효율

인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인 계 단어 총집에서부

터 시작하여 표 인 계 단어를 최종 선정하는 과

정은 다음과 같다.

먼 , 모든 국어사 의 단어들  생소하지만 의미

를 미루어 생각해볼 수 있고 어도 한 번 이상 들어본 

이 있는 단어로서, 인 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

되는 모든 어휘를 수집하 다. 그 가운데, 인 계는 

타인과의 모든 계를 포 하는 것으로서, 정서, 성격, 

행 가 서로 간에 한 향을 주고받는 상호 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표 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어를 포

함시켰다. 이는 Chung(2004)이 Wiggins et al.(1988)의 

인 계 원형모델에 근거하여 문항을 번역하고 척도

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Hahn(1992)의 성격 용어와 Hahn 

& Kang(2000)의 정서 용어  인 계를 의미하는 문

항을 포함시켰다는 에서 한 차라고 본다. 이와 

같은 기 에 따라 본 연구자가 3종의 국어사 에서 수

집한 어휘들을 조  통합하여 얻은 인 계 단어 

총집은 총 2,725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복되는 단

어가 거 구성되어 있어 반드시 선별할 필요가 있었

고, 그 결과 총 910개의 단어를 선정하 다.

2.1.2. 주요 인 계 단어 목록 구성: 249개 

앞서 진행된 인 계 단어의 총집 구성 과정에서 

선별한 단어는 총 910개이다. 한편, 그 에서도 문법

인 형태가 다를 뿐, 의미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단어

가 발견되어 이를 반 한 재분류 작업이 요구되었다. 

이처럼, 인 계 단어는 다양하고 복잡한 계 양상

에 따라 상이한 어휘가 서로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

므로, 그 의미  련된 상황  맥락을 구별하여 용

하는 것이 쉽지 않다(Yi,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규 을 마련한 후, 이에 근거하여 인 계 단

어를 검토하고 재구성하 다. 인 계를 비 있게 다

루고 련 연구를 수행해 온 상담학 교수 1인  국문

학 공자 1인이 동시 참여한 선별 작업을 통해 인

계 단어로 보기에 치 않은 단어가 포함될 가능

성을 최 한 배제하여 신 하고 일 된 과정에서의 단

어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이에 한 구체 인 

기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투리는 표 어로 변경하

다. 둘째, 비속어, 은어, 속한 조어는 사회를 비롯

한 시 가 요구하는 형 이고 바람직한 어휘의 수

이 아니므로 제외하는 신 이를 충분히 표할 수 있

는 단어를 선별하 다. 셋째, 의미가 가장 유사한 단어

들은 동일하게 다루어 하나로 통합하 다. 넷째, ‘뜻이 

맞다’, ‘손을 끊다’ 등의 동사구는 제외하고 동사 혹은 

형용사만을 취하 다. 단, 다른 품사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명사의 경우에는 원형 그 로 사용하 다. 이

는 우리말에서 용언을 이루는 품사가 동사와 형용사임

을 고려한 것이다. 다섯째, ‘부담되다’를 ‘부담하다’와 

같이 능동태로 변경 시, 본래 의미가 확연히 달라지는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 ‘만족스럽다’를 ‘만족하다’

로 바꾸듯이 수동태의 구조로 된 용어는 능동태로 변

경하 다. 여섯째, 선별된 단어는 모두 명사나 동명사 

형태로 변경하여 사용하 다. 일곱째, 고어나 문 용

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친숙하지 않은 낯선 단어를 

제외하고 보다 익숙한 단어를 선별하 다. 이러한 

차는 총 7회 반복하여 실시하 으며 그 결과, 총 249개

의 단어를 선별하 다.

2.2. 인 계 단어의 친숙성, 성 평정

표성을 띤 인 계 단어를 최종 으로 선정하기 

해서는 주요 단어 목록을 다시 정리하여 보다 익숙

하고 의미를 정확하게 달하는 단어들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되었다. 신 하게 선별한 단어

일지라도 다른 일반인들의 에서는 인 계 단어

로서 얼마나 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

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사용하는 빈도가 서

로 달라 생소하거나 복된다고 생각하는 유사한 단

어가 있을 수 있다(Hahn & Kang, 2000). 이는 최종 선

정된 표 단어를 일반화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으

며, 인 계 단어로서 성과 경험 빈도를 나타내

는 친숙성이 서로 독립된 양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선별된 249개의 단어 수 자체가 다양한 인

계 단어들을 갖추고 있다는 에서 주요 단어 목록

으로 사용하기에 장 이 있으나 표 단어 도구를 개

발하는 본 연구의 특성 상, 단어의 의미가 보다 구체화

되고 집약되어 체 인 인 계 양상을 하나로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 구성이 필요하므로, 단어의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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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약시킬 필요가 있다. 인 계 단어에 한 기존의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비교  단어 도구 개발에 

활성화를 띄고 있는 정서 단어에 한 선행연구들(Ahn 

et al., 1993; Lee & Lee, 1990; Jang & Kim, 2020)을 

보더라도 최종 으로 선정한 단어가 100개 내외인 

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차는 요하다고 본다. 한, 

이후 선별된 인 계 단어의 구성 체계가 타당성과 

객 성을 안정 으로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근

거한 표 단어 목록을 최종 으로 완성하기 해서 

단어의 분포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수행하

기 해 유사성에 따른 단어 분류 작업이 요구되는데, 

연구 참가자가 249개의 단어를 분류하기에는 물리 ·

시간 ·심리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축약시킬 필요

가 있다(Jang & Kim, 2020). 

그러나 249개의 단어로는 이를 악하는 데 사용되

는 통계 로그램의 분석 가능한 변인의 수를 과하

여 실행이 불가능하고, 만약 가능하더라도 그  일부

를 무작 로 선정하여 일부만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

문에 유사성에 따라 단어가 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를 시각화하여 보기 어려우므로 표성을 띈 단어 배

치의 양상을 보여  수 없다(Park & Chung, 1998).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고 친숙

하며, 다양한 연령 집단에서도 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보편 인 표 단어 도구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

으로, 연구 목 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경험

하는 인 계 단어를 선별하는 일이 요하다. 따라

서 단어 선별의 마지막 단계로, 앞서 추출한 총 249

개의 인 계 단어에 한 성과 친숙성 평가에 

따라 재선별하는 차를 수행하 다. 인 계 단어

로서의 친숙성이란 제시된 단어를 평소 인 계 상

황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한 수 을, 

성은 제시된 단어가 인 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얼마나 한지에 한 수 을 나타낸다. 단어가 지

닌 친숙성과 성의 측정치는 연구 목 에 따라 평

 수 을 정하여 단어를 선별할 수 있는 동시에 단

어의 수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때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문가들에 의한 인 계 단어의 

선별과 일반인들에 의한 친숙성  성 측정의 이

원  근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논리 이면서 심리

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Park & Min, 2005). 이

에 249개 단어 , 친숙성과 성의 평정치 결과가 

서로 공통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단어들을 최종

으로 선별하 다.

2.3. 연구 상

6개 행정구역에 소재 인 20 , 30 , 40 , 50 의 

남녀 450명이 참가하 다. 이들은 연구 참여에 자발

으로 동의한 자들로, 오 라인  온라인 설문 방식을 

통해 모집되어 연구를 수행하 다. 기존의 인 계 

연구가 주로 학생에 국한되어 수행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른 연령 집단의 성인에게 용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한, 학생을 비롯한 그 외 일반 성인들 역

시 인간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

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인 계는 매우 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 의 성인을 상으로, 

인 계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합하다(Bae, 

2015; Lee & Joeng, 2020). 한편, 사회인구학  특성에 

근거한 일반인의 을 최 한 반 하는 것이 요하

므로, 성별과 연령 그리고 지역에 따라 참가자를 균등

하게 선발하 다.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해 생명

윤리 원회(IRB)의 승인(INJE 2020-11-025-001) 차

를 거친 후에 연구를 실시하 으며, 연구 상에 한 

구체 인 사항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Division N Rate (%)

Gender
Male 225 50

Female 225 50

Age

20∼29 113 25.1

30∼39 113 25.1

40∼49 113 25.1

50∼59 111 24.7

Area

Seoul 76 16.9

Gyeonggi/Gangwon 75 16.7

Chungcheong 75 16.7

Honam 74 16.4

Gyeongbuk 75 16.7

Gyeongnam 75 16.7

Total 450 100.0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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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구 차

친숙성과 성에 한 평정을 실시하기 , 모든 

연구 상에게 미리 제작한 지시문을 배부하고 그 내

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해하도록 하 다. 지시문에는 

각 단어의 친숙성과 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한 련 시가 제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249개의 

인 계 단어에 한 합한 응답을 하도록 하 다.

2.5. 연구도구

국내에 아직 어휘의 친숙성  성에 한 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로, 이를 측정하고자 

Averill(1975)의 단어 선별 방식을 활용하 다. Averill

은 표 인 계 단어 목록을 만들기 해 Allport & 

Odbert(1936)가 사 에서 선별한 18,000개의 성격 단어

들 , 정서 용어로서 하다고 단되는 717개의 단

어를 선별한 다음, 학생들에게 정서성과 친숙성을 각

각 평정하도록 하 다. 각 단어에 해 “  정서를 

나타내지 않는다”(1 )부터 “분명히 정서를 나타낸

다”(7 )까지의 7  Likert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 으

며, 그 결과를 토 로 535개의 단어 목록을 제작하

다. 이는 Bush(1972)와 Ahn et al.(1993)의 연구에서도 

사용한 방식으로, 이들은 참가자들에게 단어 목록을 제

시하고 각 단어가 신체, 성격, 정서 상태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해 응답하도록 한 후, 한 정서 단어

들을 선별하 다. 이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1부 당, 249

개의 단어가 제시된 2부의 설문지를 통해 친숙성과 

성을 응답하도록 하 다. 친숙성의 경우, 7  Likert 

척도를 통해 각 단어가 인 계 상황에서 얼마나 자

주 사용하고 친숙하게 느끼는지를 “  사용하지 않

는다”(1 )부터 “매우 사용한다”(7 )에 평가하도록 하

다. 마찬가지로 성 한, 각 단어가 인 계를 

얼마나 하게 나타내는지를 “  하지 않

다”(1 )에서 “매우 하다”(7 )의 7  Likert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 다. 개인이 친숙성과 성을 모

두 측정하는 데 평균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3. 연구 결과

3.1. 인 계 단어의 친숙성과 성 

인 계 단어의 친숙성과 성에 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친숙성의 평균값 범 는 2.52(공갈하다)

부터 5.92(고맙다) 으며, 성의 평균값 범 는 

2.89(공갈하다)부터 5.92(고맙다)로 나타났다. 친숙성

의 평균값은 ‘공갈하다’, ‘후박하다’, ‘동무하다’, ‘낙

인 다’, ‘불화하다’, ‘부조화하다’ 등의 단어가 가장 

낮았으며, ‘고맙다’, ‘좋아하다’, ‘친하다’, ‘반갑다’, 

‘친 하다’, ‘보고싶다’ 등의 단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1, Fig. 2, Fig. 3). 한편, 성의 평균

값으로는 ‘공갈하다’, ‘낙인 다’, ‘후박하다’, ‘넘어뜨

리다’, ‘뜯어먹다’, ‘뜯기다’ 등이 가장 낮은 반면에 

Fig. 1. Familiarity of Korean interpersonal words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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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amiliarity of Korean interpersonal words (Man)

Fig. 3. Familiarity of Korean interpersonal words (Female)

Fig. 4. Appropriateness of Korean interpersonal words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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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보고싶다’, ‘사이좋

다’, ‘반갑다’ 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4, 

Fig. 5, Fig. 6). 반 으로 친숙성과 성의 평균값

이 가장 낮은 단어들은 부 인 인 계 특성을 나타

내고 있고,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단어들은 정 인 인

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친숙성과 성 평정치

의 범 에 따른 단어들의 빈도와 비율은 Table 2에 제

시한 바와 같다. 

 3.2. 인 계 단어의 친숙성과 성 간의 계 

   

인 계 단어의 친숙성과 성의 계를 살펴보

기 해서 249개 단어에 한 친숙성과 성의 평균

치들을 통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인

계 단어의 친숙성과 성은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r=.75, p<.01).  

Fig. 5. Appropriateness of Korean interpersonal words (Man)

Fig. 6. Appropriateness of Korean interpersonal words (Female)

Division 1∼1.99 2∼2.99 3∼3.99 4∼4.99 5∼5.99 6∼6.99

Familiarity 8(3.2) 63(25.3) 118(47.4) 60(24.1)

Appropriateness 1(0.4) 49(20) 131(52.6) 68(27)

Table 2. The range of familiarity, appropriateness of interpersonal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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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 계 단어의 친숙성과 성의 성별 차이

인 계 단어의 친숙성과 성 평정치에서의 성차

를 살펴보기 해 t-검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일부 

단어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

으로 인 계의 친숙성과 성을 평정하는 데 있어서 

남녀의 인식에서 차이가 나는 단어의 수가 다.

먼 , 친숙성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49개 단어 

 107개(43%)의 단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 남성의 평정치 평균이 여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

난 단어는 70개(28%)이며, 여성의 평정치 평균이 남성

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단어는 37개(15%)이다. 친숙성

에서는 남성이 ‘거느리다’, ‘넘어뜨리다’, ‘담쌓다’, ‘맞

서다’, ‘무자비하다’, ‘배척하다’ 등의 단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에 여성은 ‘복종하다’, ‘사이좋다’, 

‘살갑다’, ‘자상하다’, ‘좋아하다’, ‘터놓다’ 등의 단어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성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49개 단어 

 63개(25%)의 단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 남성의 평정치 평균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

난 단어는 17개(7%)이며, 여성의 평정치 평균이 남성

보다 더 높게 나타난 단어는 46개(18%)이다. 성에

서는 남성이 ‘가소롭다’, ‘거느리다’, ‘업신여기다’, ‘역

겹다’, ‘ 항하다’, ‘치열하다’ 등의 단어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난 반면에 여성은 ‘공감하다’, ‘단란하다’, 

‘배려하다’, ‘살갑다’, ‘친하다’, ‘함께하다’ 등의 단어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처럼 성차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난 단어들은 부록에 제시한 표에 * 표시를 하 다.

3.4. 인 계 단어의 친숙성과 성의 연령별 차이

인 계 단어의 친숙성과 성 평정치에서의 연

령차를 분석하기 해 F-검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일부 단어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 , 친숙성에서의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249개 

단어  82개(33%)의 단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 30 가 35개(14%)의 단어에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평정치 평균을 보 으며, 다음으로 20

가 31개(12%), 50 가 14개(6%), 40 가 2개(1%)의 순으

로 나타났다. 30 는 ‘나쁘다’, ‘다투다’, ‘미워하다’, ‘불

편하다’, ‘어색하다’, ‘지겹다’ 등의 단어에서, 20 는 

‘걱정하다’, ‘귀찮다’, ‘멀어지다’, ‘사귀다’, ‘설 다’, ‘실

망하다’ 등의 단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50 는 

‘가엾다’, ‘권태롭다’, ‘의좋다’, ‘포용하다’, ‘화합하다’, 

‘후박하다’ 등의 단어에서, 40 는 ‘가정 이다’, ‘애처롭

다’의 단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성에서의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249개 

단어  94개(38%)의 단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그 , 20 가 52개(21%)의 단어에서 다른 연령 집단

에 비해 가장 높은 평정치 평균을 보 으며, 다음으로 

30 가 39개(16%), 50 가 2개(1%), 40 가 1개(0.4%)

의 순으로 나타났다. 20 는 ‘껄끄럽다’, ‘멀어지다’, ‘보

기싫다’, ‘실망하다’, ‘질투하다’, ‘ 오하다’ 등의 단어

에서, 30 는 ‘귀찮다’, ‘그립다’, ‘데면데면하다’, ‘싫

다’, ‘원망하다’, ‘피하다’ 등의 단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50 는 ‘칭찬하다’, ‘평화롭다’의 단어에서, 40

는 ‘가정 이다’의 단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5. 인 계 단어의 친숙성과 성의 지역별 차이

인 계 단어의 친숙성과 성 평정치에서의 지

역차를 분석하기 해 F-검증을 실시하 다. 분석 결

과, 모든 단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결론

표 인 계 단어 도구를 개발하기 한 과정에서 

각 단어에 해 인 계 단어로서의 친숙성과 성의 

수 이 어떠한지를 조사하 다. 인 계 단어 목록에 

포함된 단어들이 일반인의 에서 얼마나 친숙하게 

느껴지고(친숙성)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가 인 계를 

얼마나 하게 나타내는지( 성)를 측정하 다. 친

숙성과 성 평정에서는 매우 낮거나(2.0 미만) 매우 

높은(6.0 이상) 단어는 모두 없었고, 간(3.0∼6.0 미만)

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참가자들의 

주 인 보고가 다양한 수 으로 평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정서 단어 목록 개발 과정에

서 형성을 측정한 Lee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측정 

범 가 3.09(교감하다)부터 4.65(슬 다)임을 보고하

으며, Park & Min(2005)의 연구에서는 원형성과 친숙성

의 평균치가 간(3.0∼6.0 미만)에 해당하는 단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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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 계 단어 

총집을 구성하고 주요 단어를 선별하기까지, 련 문

가들과 함께 인 계를 하게 나타내고 일상생활에

서 친숙하다고 단된 단어를 선정하는 차가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인 계 단어의 친숙성과 성을 각각 

평정해서 얻은 평균치로부터 상 계수를 구하 다. 그 

결과, 친숙성과 성 간에 높은 정  상 이 나타났

다. 이는 친숙성과 성에 사용된 249개의 단어가 일

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친숙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

어 나타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한, 친숙한 단어일

수록 인 계 단어로서의 정확한 의미 한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인 계 단어의 친숙성과 성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흥미로운 상은 해

당 단어들이 남성과 여성 간에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다. 남성은 인 계에서 ‘경쟁/지배’의 특

성이 뚜렷하게 발견되었고, 여성은 ‘친 /애정’의 특성

이 발견되었는데, 반 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부정

인 인 계 경험을 많이 하는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 인 인 계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나 개인에게 친숙한 상황과 련된 단어의 의미 한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남

성은 여성에 비해 부정  정서가 더 분화되어 있는 반

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  정서를 더 잘 구분한다

(Lee et al., 2008). Row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남성

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도구  계의 특성을 갖고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계 속에서 정 인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인 계 양

상이 다름을 보고하 다. Baumeister & Sommer(1997) 

한 남성은 집단 인 상호의존성을 나타내는 주도  

특성(경쟁 , 지배 , 공격 )을, 여성은 계 인 상호

의존성을 나타내는 친교  특성을 강조한다고 보고 있

어 이러한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처럼, 인 계는 

성별이나 사회  맥락 등에 따라 계의 표 과 양상, 

그 수 에 차이를 보인다. 즉, 개인이 사회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 계에 향

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Beck, 2000).

변화하는 사회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라는 

과정과 통합되면서 개인의 자기(self) 역시 형성하게 된

다. 즉, 자기는 개인 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개인 간의 

상황에서 존재한다(Cho & Bang, 2007). 인간과 사회의 

계를 설명한 Mead(1934)의 상징  상호작용에 따르

면, 인간은 상황을 주 으로 해석하고 그 의미를 부

여하며, 개인의 자기는 타인과의 사회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 즉, 인간은 자신이 처한 사회  상황에 합

한 의도와 목 에 따라 행동하며 자신의 의미인 자기

를 만들어간다. 이처럼 인간의 행동은 자율에 의해 행

동을 선택하는 주체  자기와 타인의 조직화된 태도가 

내면화된 사회  자기와 련되므로, 개인을 발 시키

는 것은 집단과 사회의 에서 이루어지고, 그 과정

과 결과에 따라 행동을 지속시킬 것인지 결정된다. 이

러한 개인의 사회  측면은 성별에 따라서 차이를 보

이는데, 남성은 독립 인 자기해석을 하는 반면, 여성

은 상호의존 인 자기해석을 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Cross et al., 2002). 남성과 여성은 모두 소속의 

욕구를 갖고 있으므로 사회  연결을 요시하여 계

를 지향하며, 사회  연결을 정체성의 기반으로 둔다

(Baumeister & Sommer, 1997; Gardner & Gabriel, 

2003). 사회 한 이들에게 요구하는 특성이 다르기 때

문에 남성은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높은 지 에 

도달하고자 보다 큰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계를 선호

하고, 여성은 친 한 계를 선호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이러한 자기개념 구조와 해석의 차이는 남성이 

본인의 직업 인 성취와 련하여 더욱 행복감을 지각

하고, 여성이 자녀의 행복과 성취 등의 요인과 같은 보

다 가정 이고 계 이며 집단 인 측면에서 행복감

을 인식한다(Park & Kim, 2011)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인간은 인 계를 통해 상

호의존 이고 계 인 자기를 형성하고 있지만 남녀

의 사회화 과정과 역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반 되

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이며 

계지향 인 문화권에 속한다.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

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문화에 비해 개인 간의 상호

의존성과 집단의 규칙  규범을 강조하는 문화인 것

이다(Hofstede, 1991). 따라서 일반 으로 우리나라의 

문화  요구에 합한 양상을 보일수록 정 인 인

계 경험이 많은 반면, 자율성이 높으면 문화  요구

와 마찰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부정  정서를 더 경험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개인주의나 

자율성을 덜 강조하기 때문에 인 계의 발달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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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 여긴다(Gilligan, 1993). 이와 련하여, Kim et 

al.(2001)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은 인생목표를 계획하

고 이를 실천하기 해 노력하는 활동, 이른바 삶의 목

이 요한 반면, 여성은 개인의 성장과 발 을 이루

었다는 믿음을 비롯하여 앞으로의 삶에 한 변화 의

지와 같은 개인  성장을 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밝

져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인 계 단어의 친숙성과 

성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과 마찬가지

로 연령에 따라서도 두드러지는 특성이 발견되었는데, 

20 는 ‘혼란’, 30 는 ‘갈등’, 40∼50 는 ‘권태/ 용’

으로 표할 수 있다. 반 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인

계에 한 부정 인 경향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 인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사회에서든 구성원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

나 행동 규범이 있다. 개인은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  가치를 구성하게 된다(Kim 

& Han, 1997).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사람들이 삶을 정상 으로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인 계를 잘 반 하 다는 이다. 물

론, 남녀 모두가 살아가면서 정 ·부정  경험을 하기

는 하나 시 ·문화 으로 남녀가 처한 환경  상황이 

상 으로 다름으로 인해 비롯된 고유한 특성임을 보

여 다. 둘째, 인간의 응 가치에 따라 발달된 정서가 

반 되었다는 이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인 계

는 정서, 성격, 행 와 한 향을 주고받는 상호 계

를 맺는 가운데, 삶의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요한 상황

에 해 불쾌감이나 두려움 혹은 욕구 불만을 경험할 

경우, 개인의 생존과 보호를 해 스스로 방어하고자 

한다. 이때, 정서는 그 상황에 합한 행 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시켜 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된 방

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심리  안녕감을 갖도록 

기능한다(Park et al., 2008; Roseman, 1984). 이 역시 

성별과 마찬가지로, 사회  맥락 속에 이루어지는 개인

의 성장과 역할  목표가 달라 나타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계를 형성

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삶의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 이때

의 상호작용 방식은 서로의 목 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규정되며 나아가 문화에 의해 

규정되어 진다(Fiske, 1992).

은 세 의 경우, 자기 수용과 개인  성장  환경

통제력이 요한 향을 미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 인 인 계가 더욱 요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

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Kim & Kim, 2000; Kim 

et al., 2001). 이러한 계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뚜렷하

게 나타나는 것은 많은 시사 을 제공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시하고 경쟁을 통해 성공

해야만 한다는 분 기가 고조되면서 은 층을 상으

로 개인주의가 격하게 성행하고 있다. 개인주의 문화

는 기술이 발달하여 자원이 풍부하고 부유하며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로, 이에 20∼30 가 해

당된다. 20∼30 의 성인은 가정과 학교에서 인 

보호와 교육을 받던 청소년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생

애 단계인 청년기에 어들게 된다. 이 시기에는 보

다 더욱 확장된 환경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 계가 

가장 활발하고,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동시

에 가정을 형성하는 일이 강조되어 독립성 획득이 

요한 발달 과업이 된다(Erikson, 1994; Lothaller, 2010). 

따라서 이들의 불안감과 압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

으며(Kim, 2016), 인 계의 속한 변화가 계 형성

을 어렵게 하여 불안, 갈등, 우울, 분노 등의 부정 인 

정서를 유발하고, 이는 곧 심리  부 응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심리  장애를 발생시킨다(Kwon, 2018). 특히, 

이들은 최근 경제 악화와 취업난 등이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다. 오늘날 청년층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험난한 사회분 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불안감이 더

욱 심화되어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기력해지기 쉽다. 동

아일보 2020 행복원정 의 조사(2017.4.4.)에 따르면, 

청년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경쟁 으로 

인간 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지만 정작 오 라인에

서는 이러한 계에 회의를 느끼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온라인에서의 모습과 실의 

모습은 동일하지 않기에 타인과의 계를 기피하고 우

울해하는 경향이 높다. 계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하기 해 요시해야 할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연령이 낮을수록 행복 지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20 의 행복 수 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앞

서 언 한 사회문제와 련성이 높다. 이 시기에 강조

되는 정체성이나 사회  역할의 확립은 삶의 목표이자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발 되어 개인의 안녕감

에 기여할 수 있으나(Kim & Park, 2017) 이처럼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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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짊어진 고민과 불안은 혼란을 가 시켜 개인의 행

복과 삶의 의미를 상실시키고, 인 계에도 고스란히 

반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 문화에서 한국인이 보이는 토착  특징은 

행복과 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들이 있다. Kim 

et al.(2003)은 한국의 성인 남녀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구성 요인을 탐색한 결과로, 경제력, 사회  지   

인정, 자립성, 사회·정치·문화 환경, 성취  자기수용, 

인 계 등을 제시하 다. 이들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

은 인간 계가 원만하고 가정이 화목하다. 청년층의 경

우, 행복의 삶의 구성 요인들을 충족시키는 데 만족스럽

지 못하므로, 행복감의 수 이 낮아지고 이는 곧 인

계에 어려움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 속에서 경험

하는 부정 인 정서들을 방치되고 반복될 경우, 지속

인 패턴으로 내재화되어 고착되고, 상실, 실패, 자기비 , 

정서박탈 등의 다양한 부정 인 사고로 악화될 수 있다

(Kim et al., 2011). 즉, 인 계에 해 역기능 인 양상

을 보일수록 더 많은 인 계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Hamamci & Esen-Coban, 2010). 청년기에 형성되고 유

지되는 새로운 계는 앞으로의 삶에 큰 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학교와 사회는 이들에게 극 으로 진정한 

계 형성의 요성을 알려  필요가 있다.

반면, 집단주의 문화는 자원이 부족하고 업이 필

수인 농업 사회로서, 력이 생존에 유리한 요인이었

다. 년기인 40∼50 는 이에 오래 응해온 세 로,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해 서로 양보하고 력하는 

문화가 익숙하다. 우리나라가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해

있기는 하나 지 의 은층에게는 타인과의 원만한 

계를 맺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비교  

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이는 노년층으로 갈수록, 

다른 연령층에 비해 사람을 그리워하고 개인 간의 신

뢰로운 계에 해 기 하는 바가 더욱 크다는 통념

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Kim et al, 2001). 년

기는 사회  가정에서 추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

로, 생애주기에서 매우 요하다(Seo et al., 2015). 성인

의 경우, 직업에서의 성취가 행복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 되는데(Park & Kim, 2009), 이 시기는 삶

의 목표를 성취해 가는 정기로서, 문성을 쌓고 사

회경제  활동의 결과로 안정 인 지 와 자원을 획득

하게 되어(McAdams et al., 1993) 심리  안녕감이 높

다(Park & Kim, 2011).

그러나 노화에 따른 변화와 삶에 한 무의미함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아울러 년기 

이 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우울, 불안 등

의 심리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지은주, 2018). 

이를 두고 년기를 기의 시기라고도 일컫기도 하지

만, 오히려 이러한 역설 인 상황이 자신의 삶을 되돌

아보고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

는 기능을 한다(Choi & Kim, 2018; Emmons et al., 

1998). 이들은 자신의 내·외 인 삶의 통합에 집 하고, 

삶의 의미와 목 이 비교  확립되어 있어 안정 이고 

생산 인 사회  기능을 수행하며(Kim & Park, 2017), 

신체 , 정서 , 사회문화 으로 새롭게 응해야 하는 

시기에서 인생의 변화를 수용하고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Choi & Kim, 2017; Lee 

& Lee, 2018). 이러한 신체 , 심리  건강에는 자기효

능감이 요한 향을 미치며(Bandura, 1997), 이를 향

상시키기 한 방안으로 타인과의 정 인 계 형성

이 요하게 작용한다(Park & Kim, 2006). 즉,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계를 맺을 때 년기 기

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Jung(1933)에 따르면, 

년기에는 외부에 집 되어 있는 외 자기를 내면의 

내 자기와 통합하는 과정이 요하다. 자신의 내면에 

심을 기울이고 진정성을 발휘하여 타인과의 계를 

형성하고 자기효능감을 발 시키는 데 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는 년기를 경험하는 개인이 타인과 친 한 

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상생하며 조화롭게 

지낸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되며, 그 계에서 안정

된 심리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한편, 지역에 따른 인 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

은 본 연구의 주요 목 이 아니므로, 이를 충분히 설명

하는 데 제약이 뒤따른다. 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

지만, 유사하게나마 지역별로 인애착 유형을 살펴본 

Rie(2004)의 연구와 부모-자녀 계의 지역별 차이를 

확인한 Park et al.(2013)의 연구에서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 

마련되고 그 결과를 심층 으로 다루어 볼 가치가 충

분히 있다고 본다.

평가의 목 이 무엇인지에 따라 단어 선정과 활용 

가치는 다양할 것이다. 단어를 통한 표 이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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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합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 단어의 

친숙성  성 등의 기 은 이를 평가하는 상의 

공통 인 특성이 무엇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교  다양한 연령의 성인 집단으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보다 익숙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는 단어를 측정하도록 하여 보편 인 단어 선정

에 기 와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 계 특성을 측정하기 한 

방법으로써, 척도를 심으로 진행된 기존의 연구들이 

가진 한계 을 보완하고자 단어라는 도구를 채택하

다. 표 인 계 단어 도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단

어에 한 친숙성과 성을 살펴 으로써, 연령과 성

별, 지역에 따른 차이를 탐색하 다. 이를 통해 한국인

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장 두드러진 인 계 특

성에 해 정 하게 악할 수 있었으며, 성별과 연령

에 따라 어떤 특정한 계에서 가장 많은 인 계를 

형성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즉, 단어에 한 해석과 

단에 따른 인 계의 경험 수 은 개인 , 문화  

다양성에 따라서 그 향이 크다. 물론, 한 문화권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문화  차원에서 같거

나 다르다고 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반복 연구

를 통해 차이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이가 문화에 따라 

나타나는 것인지 밝 지면 문화  합성을 반 한 새

로운 도구의 제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토 로 한국인의 사회인구학  특성

을 고려한 합한 인 계 모델 혹은 척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특성에 을 맞

추어 연구를 진행하 으나 타 문화권과의 비교연구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한국의 문화  특성이라

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본 도구를 활용하여 국가 간, 문화 간 비교 연구를 수행

한다면 한국인의 인 계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탐색

하고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  연구가 

없는 재 상황에서는 선별한 단어와 주 인 측정 

결과 자료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계를 

맺어가는 만큼, 인 계는 역동 이다. 이러한 계를 

순조롭고 만족스럽게 유지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건

강한 인 계 형성과 유지가 필요하다. 련 문가는 

개인마다 주 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세계를 최 한 

정확하게 악하는 것이 요하다. 그 계 속에서 도

움이 필요한 개인이 정 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

는 것이 요한데, 문가로서 이에 한 지식 없이는 

인 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내  상태나 행동을 구

체 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상황에 히 반 하기 어

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인 계 도구는 문가의 

태도를 발달시키고 보다 효율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본 연구의 인 계 단어 도구는 추후 기 심

리학  응용심리학 분야 연구에 유용한 재료로써 다

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컨 , 인 계가 정서, 성격 

그리고 행 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을 감안할 때, 개

인의 총체 인 인 계를 보다 정교하게 탐색하는 데 

실질 인 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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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단  어
친숙성 성

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가까이하다 5.05 * 5.34 **

가깝다 5.50 ** * (4<3) 5.49 **

가소롭다 3.26 (***) 3.45 (***)

가엾다 4.14 *** (2<5) 4.25

가정 이다 5.25 *** (2<4) 5.19 ** (2<4)

가차없다 3.79 (**) ** (5<2) 3.84

각박하다 4.04 (**) 4.01

각별하다 4.90 5.19 *

갈라서다 3.89 (*) 4.27 ** (4<2)

감싸다 4.84 4.98

거느리다 3.10 (***) ** (2<3) 3.39 (**)

거만하다 4.05 * (5<3) 3.94

거북하다 4.03 4.03

걱정하다 5.36 ** *** (5<2) 5.35 **

경계하다 4.09 4.30

경멸하다 3.15 (**) 3.70

경쟁하다 4.56 (*) 4.63

고맙다 5.92 ** 5.92 **

공갈하다 2.52 (***) 2.89 (*)

공감하다 5.54 *** 5.52 ***

공격하다 3.93 (**) 3.93

공들이다 4.14 4.43

심있다 5.52 ** 5.56 **

여하다 4.43 4.60

괘씸하다 4.21 4.12

괴롭히다 4.11 4.20 ** (5<2)

구박하다 3.98 ** (2<3) 4.20

권 이다 4.13 4.34

권태롭다 3.21 * (2<5) 3.70 * ** (4<2)

귀여워하다 5.31 *** 5.31 ***

귀 하다 4.59 ** (2<5) 4.82

귀찮다 4.95 *** (5<2) 4.58 *** (5<3)

그립다 5.30 5.41 * *** (4<3)

극찬하다 4.17 4.46 (*)

극친하다 3.38 4.10 * (4<3)

기고만장하다 3.56 3.70

기 다 4.81 *** (5<2) 5.05 ** (5<3)

껄끄럽다 4.34 ** (5<3) 4.48 *** (5<2)

* p<.05, ** p<.01, *** p<.001  (  ) 속에 유의도가 표시된 것은 남성 평균치가 여성보다 높은 단어임.

 2=20 , 3=30 , 4=40 , 5=50

이하의 표에서도 동일함.

Appendix. Mean and significance of familiarity and appropriateness of 83 interpersonal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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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어
친숙성 성

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끌어들이다 4.06 4.11

끔 하다 4.03 (*) 3.91 ** (4<3)

나쁘다 4.87 *** (5<3) 4.65 * (5<3)

낙인 다 2.82 (*) 3.13 * (4<2)

낯설다 4.88 ** (5<3) 4.85 ** (5<2)

낯익다 4.99 4.94 * (4<2)

냉정하다 4.75 ** (5<3) 4.78

그럽다 5.00 5.25 **

넘어뜨리다 3.29 (***) 3.20

다가가다 5.05 5.20 **

다정하다 5.48 ** 5.59 **

다투다 4.58 *** (5<3) 4.67 * * (5<3)

닦달하다 3.74 3.85 * (5<3)

단념하다 3.92 4.04

단란하다 4.26 4.78 ***

담쌓다 3.68 (***) 4.20 ** (5<2)

당하다 4.08 * (5<3) 3.90

견하다 4.93 ** 4.91 **

등하다 4.08 4.68

우하다 4.29 4.73

데면데면하다 4.07 ** (5<3) 4.50 *** (5<3)

도와주다 5.50 5.47 **

돌보다 4.70 4.83

돌아서다 4.04 * 4.34 ** (5<2)

동감하다 5.06 (*) 4.99

동맹하다 3.23 3.78 * (4<2)

동무하다 2.77 *** (2<5) 3.44 *

동정하다 3.96 4.17

두렵다 4.24 ** (5<3) 4.35

뒤틀리다 3.32 3.69

든든하다 5.40 5.42

듬직하다 5.24 5.41

따돌리다 3.40 (**) 3.85 ** (5<2)

따뜻하다 5.50 * 5.61 ***

딱하다 4.28 4.17

떠나다 4.25 ** (5<3) 4.38 ** (5<3)

뜯기다 3.35 (**) 3.24

뜯어먹다 3.27 (***) ** (5<3) 3.23 ** (5<3)

막역하다 3.69 (*) *** (2<3) 4.54

만나다 5.53 * *** (5<3) 5.52 **

만만하다 4.31 (*) 4.30

만족하다 5.32 5.33 *

맞서다 3.89 (***) 4.04

매정하다 4.13 (*) 4.36 *** (5<2)

Appendix. (Continue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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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어
친숙성 성

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멀다 4.36 (**) 4.24

멀리하다 4.45 ** (5<2) 4.51 ** (5<2)

멀어지다 4.60 *** (5<2) 4.64 *** (5<2)

멸시하다 2.96 (***) 3.55 (*)

모질다 3.79 (**) 4.12 ** (5<2)

못마땅하다 4.39 4.35

무뚝뚝하다 4.76 *** (5<2) 4.75 ** (5<2)

무시하다 4.45 *** (5<2) 4.50 ** (5<2)

무심하다 4.50 4.63

무자비하다 3.43 (***) 3.71 *** (5<2)

뭉치다 4.64 4.77

미심쩍다 3.89 (**) 4.08

미안하다 5.48 5.33

미워하다 4.81 *** (5<3) 4.90

믿다 5.47 ** (4<2) 5.53

믿음직하다 5.45 5.50

어주다 4.50 (**) 4.56 (*)

하다 4.12 (*) 4.54

반갑다 5.70 * 5.72 **

반하다 4.92 5.21

방어 이다 3.49 (**) 3.97 ** (5<3)

배려하다 5.44 * 5.52 ***

배신하다 3.92 (**) 4.26 ** (5<2)

배척하다 3.04 (***) 3.58 *** (4<2)

버리다 4.20 (**) 3.94 (*)

벅차다 4.21 4.24

보고싶다 5.65 ** *** (4<3) 5.78 ***

보기싫다 4.54 ** (5<3) 4.61 *** (5<2)

복수하다 3.61 ** ** (5<2) 3.75 *** (5<2)

복종하다 3.11 *** 3.54

본받다 4.81 5.10

부끄럽다 4.93 ** (5<3) 4.82

부담되다 4.77 ** (5<3) 4.70 * (5<2)

부럽다 5.31 5.11

부조화하다 2.85 (***) ** (2<5) 3.30

분열하다 2.91 (***) ** (2<5) 3.26

분하다 4.16 (*) ** (5<3) 4.03 (*) ** (5<2)

불만족하다 4.27 4.25

불 하다 4.67 ** (5<3) 4.51

불친 하다 4.70 ** (5<2) 4.73

불편하다 4.97 *** (5<3) 4.86

불화하다 2.84 (**) 3.36

불효막심하다 3.17 (**) 3.64

Appendix. (Continue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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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어
친숙성 성

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비교하다 4.68 4.47

비꼬다 4.07 *** (5<2) 4.00 ** (5<2)

비 하다 4.05 (***) 4.18 (*)

빌붙다 3.52 (**) ** (5<3) 3.79 *** (5<3)

삐치다 4.68 *** (5<3) 4.42 *** (5<2)

사과하다 5.20 5.18 *

사귀다 5.15 *** (5<2) 5.47

사랑하다 5.62 ** 5.84 **

사로잡다 4.22 4.56

사이좋다 5.56 *** 5.76 **

살갑다 4.88 *** 5.03 ***

상냥하다 5.11 ** 5.49 **

샘나다 4.21 4.43

서먹하다 4.78 * (5<3) 5.01 *** (5<3)

서운하다 5.18 ** (5<2) 5.12 *** (5<2)

설 다 5.11 *** (4<2) 5.24 * * (4<2)

섬뜩하다 3.57 (*) 3.61 * (5<3)

속다 4.32 (**) 4.26

속상하다 5.08 * 4.78

속이다 4.19 (*) ** (5<2) 4.31 * (5<2)

수용 이다 3.60 3.88

순종하다 3.48 (**) ** (2<5) 4.02

시기하다 3.73 4.29 ** (5<3)

시달리다 4.12 (**) 4.21 ** (5<3)

시들하다 3.65 4.02

실망하다 4.94 *** (5<2) 4.81 ** (5<2)

싫다 5.12 *** (5<2) 4.92 *** (5<3)

싸우다 4.69 *** (5<2) 4.76 *** (5<3)

맞다 4.37 ** (5<3) 4.59 *** (5<2)

아끼다 5.19 5.30

악독하다 3.05 (**) 3.42

안타깝다 4.99 4.77

알짱 다 3.55 (*) 3.62 *** (5<2)

애끓다 3.02 3.67 ** (5<3)

애처롭다 3.90 ** (2<4) 4.30

야박하다 3.96 4.20

야속하다 3.92 (*) 4.19 (*)

약오르다 4.37 4.33

얄 다 4.72 *** (5<2) 4.62 *** (5<3)

양보하다 5.30 *  (4<2) 5.26

얕보다 3.93 (*) 4.09 *** (5<2)

어 나다 4.04 4.36 ** (4<2)

어렵다 5.21 **  (5<3) 4.90 ** (5<3)

어색하다 5.14 *** (5<3) 5.10 *** (5<2)

Appendix. (Continue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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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어
친숙성 성

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어울리다 5.46 5.44 ** * (5<2)

억울하다 4.72 (*) *** (5<2) 4.52

업신여기다 3.23 (***) 3.75 (**) ** (5<3)

역겹다 3.78 (***) ** (5<3) 3.70 (**) ** (5<3)

엮이다 4.22 *** (5<3) 4.23 *** (5<2)

염치없다 4.24 (*) 4.18

쁘다 5.58 * 5.28

오해하다 4.90 *** (5<2) 4.84 ** (5<3)

외면하다 4.12 (**) 4.36 ** (5<3)

용서하다 5.02 5.13

우러러보다 3.70 (**) 4.24 (*) ** (4<2)

우호 이다 4.54 (*) ** (2<5) 5.07

원만하다 4.98 5.24

원망하다 4.26 4.43 *** (5<3)

원수지다 3.40 3.99 *** (5<2)

하다 4.79 4.93

의심하다 4.66 ** (5<2) 4.52 ** (5<2)

의좋다 4.12 *** (2<5) 4.99 **

의지하다 5.14 5.25

이기다 4.66 4.52

인정하다 5.36 5.25

자비롭다 4.10 (*) 4.65

자상하다 5.31 *** 5.38 **

항하다 3.46 (***) 3.65 (**)

이다 3.56 (*) 4.09 *** (5<2)

교하다 3.75 ** (5<2) 4.20 *** (5<2)

매다 3.47 3.89 *** (5<2)

친하다 4.69 5.07 * * (5<3)

정겹다 4.85 * 5.25 *

정들다 5.33 ** 5.45 *

정떨어지다 4.58 *** (5<2) 4.53

조종하다 3.34 (***) 3.57

조화롭다 4.51 4.88

존경하다 5.29 5.53

존 하다 4.16 4.70

존 하다 5.38 * 5.52

좋아하다 5.83 *** 5.86 **

증오하다 3.64 (**) 4.11 *** (5<3)

지겹다 4.73 *** (5<3) 4.40 ** (5<3)

지배하다 3.38 (***) 3.67 (*) ** (4<2)

질색하다 3.83 3.98 * (5<3)

질투하다 4.63 *** (5<2) 4.75 *** (5<2)

집착하다 4.36 *** (5<3) 4.50 *** (5<2)

짜증나다 5.00 * *** (5<2) 4.73 *** (5<2)

Appendix. (Continue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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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어
친숙성 성

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체 t값 유의도 F값 유의도

짝사랑하다 4.27 4.72 *** (5<2)

총애하다 3.48 (*) * (2<5) 4.20

추종하다 3.16 (***) 3.70 ** (4<3)

충성하다 3.81 (***) 4.33 (*)

충실하다 4.34 (*) 4.61

치열하다 4.05 (**) 4.15 (**)

친 하다 5.65 ** 5.62 *

친하다 5.76 ** ** (4<2) 5.70 *** ** (4<3)

칭찬하다 5.63 ** 5.50 * ** (2<5)

타산 이다 3.31 (***) ** (2<5) 3.78

타 하다 4.57 4.66

터놓다 4.85 *** 4.93 ***

통하다 5.23 * 5.33 **

편가르다 3.92 4.20 *** (5<3)

편들다 4.68 4.66 *** (5<3)

편안하다 5.62 * 5.63 *

편애하다 4.10 ** (5<3) 4.38 *** (5<2)

평화롭다 4.88 5.04 * (4<5)

포용하다 4.29 *** (2<5) 4.84 *

피하다 4.57 ** (5<2) 4.48 *** (5<3)

한심하다 4.51 4.14 ** (4<3)

함께하다 5.44 * 5.61 ***

해치다 3.48 (**) 3.82 ** (5<2)

행복하다 5.58 ** 5.52 *

헌신하다 4.33 4.72 * (5<2)

헤어지다 4.70 *** (5<3) 4.82 *** (5<3)

오하다 3.79 (**) 3.84 *** (4<2)

력하다 4.95 5.28

호의 이다 4.93 5.26

화나다 5.17 *** (5<2) 4.89 **  (5<2)

화목하다 5.23 5.42

화합하다 4.57 *** (2<5) 5.14

효도하다 5.00 5.09

후박하다 2.54 (***) *** (3<5) 3.17 (**)

흉보다 4.06 4.16

희생하다 4.61 (*) 4.80

Appendix. (Continued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