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이란 나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더 중요할 때이다. 

－ H. Jackson Brown, Jr., 1991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은 삶을 알게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Harry Harlow, 1970

“어떤 요소가 충족되면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줄까요?”라는 물음을 던진 한 연구에

서, 대부분 사람이 “사랑”이라고 답했다(Freedman, 1978). 사실 성인 다섯 명 중 네 명

은 사랑이 자신의 행복에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유사하게 그들에게 ‘자신에게 일

어난 가장 나쁜 일’을 기술하도록 했을 때, 미국 응답자의 대다수가 의미 있는 관계의 

파탄 혹은 상실을 꼽았다(Veroff, Douvan, & Kulka, 1981).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

는 관계에 있거나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더 좋은, 더 만족

스러운 인간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고는 있다(Hojjat & Cramer, 2013). 

진화심리학자들은 사회적 연결이야말로 행복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종의 생존을 결

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요인이라고 주장한다(Berscheid, 2003; Buss, 2006). 우리 선

조들은 머릿수로 이득을 얻었다. 사냥이든, 주거지를 만드는 일이든, 포식자로부터 자

신들을 보호하는 일이든, 2명보다는 12명의 손이 낫다. 작은 협동체로 사는 사람들이 

생존이나 종족 보존에 더 유리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 연결 성향을 갖는 유

전자를 가지게 된 것이다.  

애착

사랑 탐구

친밀한 관계의 확립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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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을 더 읽기 전에, 다음의 사고 실험을 해보자.  

당신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기억 한 가지를 떠올려보라. 그것은 무엇인가? 그 기억에 

포함된 사람은 누구인가? 

다음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한 가지를 떠올려보라. 마찬가지로 그것은 무엇인가? 

거기에도 어떤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가?

만약 당신의 기억에 삶에서 의미 있는 사람 혹은 사람들이 포함된다면 이는 사회진

화 이론가의 믿음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들은 사랑 같은 사회적 유대가 전반적 웰빙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본다. 삶에서 타인과 형성한 유대를 탐구하는 동안 이 기억들을 

마음에 담아두라.  

애착

유아는 어른이 기본 욕구들을 해결해줄 때만 생존이 가능하다. 인생의 초기에 우리는 

양육자와 유대를 형성한다. Deborah Blum(2002)은 “사랑은 시작부터 시작된다.”라

고  말했다. “아마 어느 누구도 아이보다 사랑을 더 잘하고 더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

다”(p. 170).

가장 중요한 첫 질문은, 나의 양육자가 내가 필요로 할 때 가까이 있으면서 즉각 반

응하리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질문에 대한 세 가지 가능한 대

답이 있다－그렇다, 아니다, 아마도(Hazan & Shaver, 1994). 어린 시절로 돌아가 생각

해보라. 어떤 대답을 얻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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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평가

첫 애착

다음의 세 단락을 읽고, 당신이 어린아이였을 때 어머니와의 관계를 가장 잘 기술한 단락을 선

택하라. 그다음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장 잘 기술한 단락을 선택하라.

  1.   따뜻한/반응적인－그녀/그는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반응적이었다. 나를 지

지해줘야 할 때와 스스로 하게 놔둬야 할 때를 알고 잘했다. 우리 관계는 항

상 편안했고, 내게는 어떤 심각한 의구심이나 불평이 없었다. 

  2.   냉담한/거부적인－그녀/그는 꽤 냉담했고, 거리감이 있거나 거부적이었으

며 별로 반응적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그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다. 그녀/

그의 관심은 흔히 다른 곳에 가있었다. 차라리 나를 낳지 않는 편이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3.   양가감정적/비일관적－그녀/그는 나에 대한 반응에 일관성이 전혀 없었다. 

때로는 따뜻했고, 때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그는 자신의 의도가 있었고, 

그것이 때때로 내 욕구들에 대한 수용성과 반응성을 방해했다. 그녀/그는 

분명히 나를 사랑하긴 했지만, 언제나 최선의 방식으로 그것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출처：Hazan & Shaver, 1986. Reprinted with permission of the author.

연습문제에 대한 대답들은 선천적인 요인(우리의 내재적 유대 경향성)과 후천적 

요인(양육자의 반응성)이 어떻게 사회적 연결을 형성하는지를 보여준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어린 시절 상호작용은 세 가지 상이한 방식의 애착을 

산출한다－안정 애착, 회피 애착, 불안 애착.

따뜻하고 반응적인 부모를 경험한 유아는 안정 애착(secure attachment)을 보인다. 유

아들은 실험실의 놀이방에 양육자와 함께 있게 되었을 때 친숙하지 않은 환경을 행복

하게 탐색한다. 만약 양육자가 자리를 비우면, 유아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양육자가 다

시 돌아오면 달려가 안긴다. 그러고는 편안해져서 다시 놀이로 돌아간다. 북미 유아의 

약 60% 정도가 이런 패턴을 보인다(Hazan & Shaver, 1994).

냉담하고 거부적인 양육자의 아기들은 회피 애착(avoidant attachment)을 보인다.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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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하지 않은 놀이방에서 아기들은 엄마와의 분리나 재회에서 거의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아기들은 낯선 이에게도 부모에게 했던 똑같은 무반응적 방식으로 반

응하고 장난감에만 주의를 둔다. 북미 유아의 약 25% 정도가 이런 유형에 속한다. 

일관성 없는 양육을 경험한 유아들은 불안 애착(anxious attachment)을 보인다. 친숙

하지 않는 장면에서 그들은 불안하여 엄마에게 매달리고 엄마가 자리를 뜰 때 울지만 돌

아왔을 때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다. 이 유아들은 환경을 거의 탐색하지 않는 경향이 있

다. 많은 유아들이 엄마에게 안긴 후에서도 계속해서 울고 쉽게 진정이 안 된다. 이 유형

은 세 유형 중 가장 드물긴 한데, 북미 표집에서 보면 약 15% 정도가 여기에 속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당연히 초기 양육 경험은 우리의 사회적 세상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 그들이 보호와 지지를 제공한다고 믿을 수 있는가? 나는 사랑

받을 만한 사람인가,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 어떻게 접근할지를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식으로 

대답했는가가 (1) 친밀감을 편안해 하는 수준과 (2)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 형성한 정서적 유대는 성인이 되어서 맺는 애정 관계를 위한 

기초가 된다. 심리학자들은 삶에서 핵심적 친밀한 관계인 성인 애착이 어린 시절 애착

의 특징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자기평가

낭만적 관계

특히 현재 혹은 잠재적 낭만적 사랑 관계에 적용했을 때 다음 중 어떤 문항이 당신의 현재 느

낌들을 가장 잘 기술하는가?

 1.   안정적(secure)－나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비교적 쉽고,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도 편안하게 느낀다. 흔히 버림받을까 봐 혹은 누군가가 너무 

친해지려 하는 것에 관해 걱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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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피적(avoidant)－나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좀 불편하다. 그들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 너무 친하게 

다가오면 불안하고, 흔히 나의 애정 파트너들은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것보

다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3.   불안한(anxious)－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만큼 가까워지기를 꺼

려한다고 생각한다. 자주 내 파트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

가 혹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걱정한다. 

출처：Hazan & Shaver, 1990. Reprinted with permission of the author. 

낭만적 관계에 대한 자기평가가 당신의 부모에 대한 앞선 평가와 얼마나 일치했는

가? 성인의 애정 관계는 유아기의 애착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Myers, 2002).

 ●  안정적 성인들은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너무 의지하게 되

거나 버림받게 될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 관계의 특징은 행복, 신뢰, 우

정이다. 그들은 파트너가 잘못을 한 경우에도 파트너를 수용하고 지지할 수 있는 

듯하고,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된다. 성인 애착 연구에서 보면 약 55%가 안정적 성인

으로 분류된다. 

 ●  회피적 성인들은 관계에 덜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 더 쉽게 관계를 떠난다. 두려워

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나는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불편하다.”), 중요하게 여

기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다(“내게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라고 느끼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그들 관계의 특징은 정서적 기복이다. 그들은 또한 사랑 없이 짧게 

성적 만남을 갖기도 쉽다. 대략 25%가 회피적인 성인이다.  

 ●  불안한 성인들에게 사랑은 집착이다. 이 성인들은 사람을 덜 믿고, 보답을 요구하

며, 일반적으로 더 소유욕이 강하고 질투를 보인다. 그들은 같은 사람과 여러 번 헤

어질 수도 있다. 의견 차이를 논의할 때, 그들은 흔히 감정적이 되고 화를 낸다. 연

구에 따르면 성인의 20% 정도가 불안 범주에 속한다. 

안정적인 상대와 비교해서, 회피적 애착의 남성과 불안 애착의 남녀 모두는 낮은 관

계 만족도를 보고한다(Tucker & Anders, 1999). 안정적 애착인 사람들은 덜 안정적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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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의 사람들보다 더 좋은 정신 건강을 보인다(Haggerty, Hilsenroth, & Vala－Stewart, 

2009). 사실 불안정 애착인 사람은 흔히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뿐만 아니라 불안, 분노, 

원망, 외로움, 우울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와 상승된 자의식을 보고한다(Cooper et al, 

2004; Mikulincer & Shaver, 2003).

애착의 발달

선천적 요인(유아의 타고난 유대와 소속 욕구)과 후천적 요인(부모의 반응성) 둘 모두 

애착에 기여한다. 비록 많은 심리학자들이 한때는 부모의 성격이 양육 방식을 결정했

다고 가정했었지만, 더 최근 연구에서는 유전에 기반을 둔 유아의 기질이 부모의 다른 

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이 애착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명백히 선천적 요인

과 후천적 요인이 상호작용한다.  

세 가지 요인이 애착에 기여한다－친밀감, 돌봄, 헌신. 친밀한 신체적 접촉(close 

physical proximity)은 유아와 성인기 애착이 펼쳐지는 맥락이다. 동기는 다르다. 유아

에게는 안전이고, 성인에게는 성적 끌림이 더해진다. 두 유형의 관계에서 친밀한 신체

적 접촉은 정서적 유대를 발전시킨다. 유아와 성인 모두 일반적으로 신체 접촉을 좋아

하고 분리되면 스트레스를 느낀다. 그리고 재회했을 때 강한 감정을 표현한다. 우리는 

부모와 아이의 관계, 연인 간의 관계를 ‘가장 친밀한 관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 관계에서만 지속적인 신체 접촉이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친밀한 접촉에 대한 

욕구 강도는 점차로 감소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설명이 주어지진 않았

다(Hazan & Shaver, 1994). 

친밀감으로부터 두 번째 중요한 애착의 특징이 생겨난다. 안전한 안식처가 그것이

다. 접촉은 우리를 함께 연결시켜주고, 애착이 편안함과 정서적 지지를 포함하는 돌

봄(care)을 제공하는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진다. 부모와 파트너가 우리를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Kotler, 1985), 장기간에 

걸친 관계 강도의 훌륭한 예언자는 열정적인 애착이 아니라 민감하고 반응적인 돌봄

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헌신(commitment)을 통해 안전한 안식처는 안심의 토대가 된다. 

항상 곁에서 지지해주고 안심시켜주는 양육자와 함께 하면서 사람들은 삶에서 주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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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일의 도전에 자신 있게 직면할 수 있다. 관계에 대한 염려 없이 아이는 열심히 새

로운 세계를 탐색하고, 성인은 열정적으로 일과 지역사회의 기회에 관여한다. 헌신이

란, Cindy Hazan과 Philip Shaver(1994)에 따르면, 관계를 함께 결합시켜주고 장기간에 

걸쳐 안전과 안심을 보장해주는 접착제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이들에게 헌신한다. 반면 성인의 관계는 선택된 것이고, 우리는 삶의 파트너에 대한 

헌신을 발전시켜야 한다. 

친밀감, 돌봄, 헌신은 애착 그리고 이제 살펴볼 사랑을 만드는 요소를 이룬다. 

애착 양식은 변화 가능한가?

성인의 애정 관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연구로 넘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이 궁금해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보자. 대인관계 양식의 질에 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초기 애착 양식은 변화 가능한가? 회피 혹은 불안 애착은 안정 애착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 애착 양식은 유전과 환경 둘 다가 우리 삶의 과정을 어떤 식으로 조형하는가

에 대한 극적인 예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이들 양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연구자들

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경로를 제공한다. 이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과 

타인에 관한 믿음이 어떤 식으로 어린 시절 경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단순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회피적 애착이나 불안 애착을 변화시킬 중요한 첫 걸음을 떼게 

된다. 

연구자들은 애착 양식이 유아기부터 청년기 후반까지 다소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고 본다(Fraley, 2002). 그러나 삶의 사건들은 그러한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아동

의 애착은 부모의 이혼, 학대, 부모의 약물남용 및 부모 사망 등으로 인해 안정 애착에

서 불안정 애착으로 바뀔 수 있다(Waters et al., 2000). 성인의 애착은 파트너의 지지 

정도에 따라 더 강해질 수도 더 약해질 수도 있다(Shaver & Mikulincer, 2008). 흥미롭

게도 단기간의 치료적 개입이 개인으로 하여금 불안정 애착을 안정 애착 양식으로 바

꿀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Travis et al., 2001).

John Bowlby(1988)는 ‘교정적(corrective)’ 관계 경험 또한 더 안정적 애착을 조성한

다고 주장한다. 애착의 기능이 안정성을 획득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변화는 불

안정 애착보다는 안정 애착 쪽으로 일어나기 쉽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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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관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안정적 유대는 회피 혹

은 불안 애착보다 더 안정적이다. 우리는 이 점을, 후에 애정 관계를 기르는 더 구체적

인 전략을 검토할 때 다시 다룰 것이다. 

요약

사
회적 애착은 개인적 행복에 중요하고, 종으로서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다. 첫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애착 양식을 산출하는데, 안정적 애착, 회

피적 애착, 불안 애착이 그것이다. 생애 초기에 형성된 정서적 유대는 이후의 애정관

계를 위한 초석이 된다. 아동기 애착과 성인기 낭만적 애착은 신체적 친밀감, 돌봄, 

장기적 헌신이 특징이다. 선천과 후천 둘 다가 애착 양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

이고, 우리의 관계 양식은 변할 수 있다. 

사랑 탐구

사랑을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전형적으로 사랑을 보거나 혹은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열정적 사랑과 우애적 사

랑을 구분함으로써 사랑을 정의한다(Hatfield & Rapson, 1987). 열정적(passionate) 혹

은 낭만적 사랑은 특정 대상에 대한 갈망, 흥분, 욕구의 강렬한 느낌을 수반한다. 우애

적(companionate) 혹은 호감적 사랑은 친밀감, 상호 이해, 배려가 특징이다. 일반적으

로 열정적 사랑은 새로운 애정 관계의 불꽃과 출발을 표시하는 반면에, 우애적 사랑은 

장기적 결혼 관계와 다른 지속적인 관계에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먼저 사랑의 중요한 특징들을 검토하고, 그것들이 영향력 있는 사랑의 모델

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심리학자들이 광범위하게 연구한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랑을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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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특징

 
 생각해보기

어떤 연구자들은 응답자들에게 인간 특질의 중요한 속성 혹은 특징을 찾아보도록 요청함으로

써, 강점을 포함하는 인간의 특질을 연구해왔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에게 ‘외향성’이라는 개

념의 특징을 나열하라고 한다면, ‘활기’, ‘명랑함’, ‘사회성’ 등을 적을 것이다. ‘사랑’ 개념의 

중요한 속성 혹은 특징은 무엇인가? 1~2분 동안, 마음에 떠오르는 10가지 특징을 목록으로 작

성해보라.

1.    6.  

2.    7.  

3.    8.  

4.    9.  

5.  10.  

다른 응답자들은 사랑의 중요한 특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Beverly Fehr(1988)는 

141명의 남녀에게 질문한 결과, 가장 자주 언급된 특징이 배려(응답자의 44%), 행복

(29%), 상대와 함께 있고 싶어 함(28%), 우정(23%), 무엇이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음

(20%), 따뜻한 느낌(17%), 상대의 방식을 수용함(16%), 믿음(15%), 헌신(14%), 공유

(14%), 항상 상대를 생각함(14%), 희생(14%)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총 68개의 특징이 

한 명 이상에서 언급되었다. 

두 번째 집단에게는 이 68개 특징 각각이 사랑 개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하

게 했다. 1은 사랑의 매우 부족한 특징, 8은 사랑의 매우 좋은 특징을 나타내는 8점 척

도를 사용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진 특징들은 믿음(7.50), 배려(7.28), 정직(7.18), 

우정(7.08), 존중(7.01), 상대의 웰빙에 대한 관심(7.00), 충실(7.00), 헌신(6.92), 상대의 

방식을 수용함(6.82), 지원(6.78), 상대와 함께 있고 싶어 함(6.82)이었다. 좀 낮은 평가

를 받은 것들 중에는 따뜻한 느낌(6.04), 만짐(5.82), 성적 열정(5.81), 에너지(4.29)가 

있었다. 

사랑의 삼각형

요인분석이라는 정교한 통계적 도구를 사용해서, Arthur Aron과 Lori Westbay(199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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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개의 사랑의 원형적 특징이 열정, 친밀감, 헌신의 세 가지 범주로 조직화될 수 있음

을 발견했다. Robert Sternberg(1986, 2006)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는 이 세 가지 차

원을 사랑의 주요 요소로 보고 각각을 삼각형의 꼭짓점으로 봤다. 열정(passion)은 사

랑의 강렬한 동기적 요소로서, 매력, 로맨스, 성적 욕망을 반영한다. 친밀감(intimacy)

은 따뜻한 느낌, 가까움, 믿음, 아주 사적인 생각과 감정의 공유를 포함한다. 헌신

(commitment)은 매일의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실제적 결심이다. 헌신은 짧게 지속될 수도 있고(누군가를 사랑

하겠다는 선택) 혹은 더 길게 지속될 수도 있다(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하겠

다는 결심).

Sternberg의 사랑 척도에 답하는 데는 이 책의 다른 척도들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

지만 노력을 들일 만한 가치가 충분할 것이다. 척도에 답하고 점수를 매겨보면 사랑에 

대한 연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당신 자신의 친밀한 관계의 성질에 대한 통찰

을 얻게 될 것이다. 

  자기평가

Sternberg의 사랑의 삼각형 척도

당신이 사랑하거나 깊이 좋아하는 한 사람을 떠올린다. 그런 다음 9점 척도를 사용해서 각 항목

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평가한다. 척도에서 중간 점수인 5점은 중간 정도의 감정 수준을 나타

낸다. 

1          2          3          4          5          6          7          8          9

  전혀 아니다                                  중간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파트너의 웰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나는 파트너와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

   3.  파트너를 보기만 해도 나는 흥분한다.

   4.  내가 파트너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나는 하루에도 자주 파트너에 관해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6.  나는 힘들 때 파트너에게 의지할 수 있다. 

   7.  나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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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나는 파트너와의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확신이 있다. 

   9.  파트너와의 관계는 매우 낭만적이다. 

 10.  내 파트너는 힘들 때 내게 의지할 수 있다. 

 11.  나는 파트너가 매우 매력적이라고 느낀다. 

 12.  다른 사람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않도록 나는 파트너에게 헌신한다. 

 13.  나는 파트너와의 사랑이 남은 인생 동안 계속되리라 기대한다. 

 14.  나는 파트너를 이상화하고 있다. 

 15.  나는 파트너와 내 자신과 내 소유물들을 공유할 의사가 있다. 

 16.  나는 내 파트너만큼 나를 행복하게 만들 다른 사람을 상상할 수 없다. 

 17.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파트너와 함께 있고 싶다. 

 18.  나는 그 어느 것도 파트너에 대한 나의 헌신을 방해하게 놔둘 수 없다. 

 19.  나는 파트너로부터 상당한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다. 

 20.  나는 항상 파트너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21.  나는 파트너에게 상당한 정서적 지지를 주고 있다. 

 22.  내게 파트너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23.  나는 파트너와의 신체적 접촉을 특히 좋아한다. 

 24.  나는 파트너와 말이 잘 통한다.

 25.  나는 인생에서 내 파트너가 매우 중요하다. 

 26.  나는 파트너와 가깝다고 느낀다. 

 27.  나는 파트너에 대한 나의 헌신을 확고한 것으로 본다. 

 28.  나는 파트너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29.  파트너와의 관계에는 거의 마술적인 뭔가가 있다. 

 30.  나는 파트너와의 관계가 편안하다. 

 31.  나는 파트너를 아주 좋아한다. 

 32.  나는 파트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신한다. 

 33.  나는 파트너와의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본다. 

 34.  나는 파트너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 

 35.  나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36.  나는 파트너를 정말 이해하고 있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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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파트너와 나의 관계는 열정적이다. 

 38.  나는 파트너가 나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느낀다. 

 39.  나는 파트너를 향한 책임감을 느낀다. 

 40.  나는 내가 정말 파트너를 신뢰한다고 느낀다. 

 41.  낭만적인 영화나 책을 볼 때면 파트너를 생각하게 된다. 

 42.  나 자신의 매우 개인적인 정보를 파트너와 공유한다. 

 43.  나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계속 지속할 작정이다. 

 44.  파트너와 힘들 때조차도, 나는 관계에 계속 헌신할 것이다. 

 45.  나는 파트너에 대해 공상을 하곤 한다.

출처：Sternberg & Whitney, 1991, pp. 82－84. Copyright © Robert J. Sternberg. Reprinted by permission.

채점  점수를 구하기 위해, 먼저 열정에 해당하는 하위척도(3, 5, 9, 11, 14, 16, 17, 22, 

23, 29, 31, 34, 37, 41, 45번 문항)의 점수를 더한다. 그런 다음 친밀감의 하위척도(1, 2, 6, 

10, 15, 19, 21, 24, 25, 26, 30, 36, 38, 40, 42번 문항)의 점수를 더한다. 헌신의 하위척도(4, 

7, 8, 12, 13, 18, 20, 27, 28, 32, 33, 35, 39, 43, 44번 문항)의 점수를 더한다. 세 가지의 총

점을 각각 15로 나눠서 세 요소의 평균 점수를 구한다. 

열정＝_______________    친밀감＝_______________    헌신＝_______________   

하위척도의 평균에서 5점은 하위척도가 나타내는 요소의 중간 수준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친밀감 척도에서 평균 5점은 당신이 선택한 관계의 친밀감이 중간 정도임을 나타낸다. 5보다 

더 높은 점수는 친밀감이 높음을 나타내고, 더 낮은 점수는 친밀감이 낮음을 나타낸다. 세 가

지 하위척도 각각의 점수를 검토하면, 당신이 사랑의 중요한 차원들의 관점에서 자신의 사랑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Sternberg의 사랑 모형(1988)에 따르면, 열정, 친밀감, 헌신의 세 가지 요소가 삼각

형의 꼭짓점을 이룬다. 이 세 요소들의 조합이 일곱 가지 사랑의 기본 하위유형을 만

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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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관계 유형 열정 친밀감 헌신

좋아함 낮음 높음 낮음

짝사랑 높음 낮음 낮음

낭만적 사랑 높음 높음 낮음

공허한 사랑 낮음 낮음 높음

우애적 사랑 낮음 높음 높음

얼빠진 사랑 높음 낮음 높음

완전한 사랑 높음 높음 높음

다음은 Sternberg의 사랑의 삼각형이다. 자신의 점수를 다시 살펴보고 이 삼각형 위

에 자신의 특정 사랑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가?

출처：Aron, A., Aron, E. N., & Smollan, D. (1992). Inclusion of other in the Self Scale and the structure of interpersonal 
clos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596－61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dapted with permission.

Sternberg가 설명한 완전한 사랑의 발전은 안정적 애착의 전개와 유사하다. 신체적 

접촉과 관련된 열정은 매우 빠르게 커지고 관계 초기에 두드러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은 감소한다. 근접성과 열정은 상호 공유와 배려를 촉발하고, 건강한 사랑 관계는 

느리지만 안정적인 친밀감의 증가를 보인다. 헌신은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는 단기적 

결심과 그 사랑을 유지하겠다는 장기적 결심 둘을 포함한다. 관계를 지속하면서 헌신

친밀감
(좋아함)

얼빠진 사랑
(열정＋헌신)

열정
(짝사랑)

헌신
(공허한 사랑)

우애적 사랑
(친밀감＋헌신)

낭만적 사랑
(친밀감＋열정) 완전한 사랑

(친밀감＋열정＋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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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가속화되어 그다음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연구에 따

르면 3－요소 모형은 이성 간 사랑 관계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낭만적 사랑 관계에도 

적용된다(Baumeister & Bushman, 2011).

실용적인 측면에서, 사랑의 삼각형 모형은 커플들과 치료자 모두에게 파트너가 관

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더 나은 분별력을 줄 수 있다. 삼각형 사랑 척도에서의 차

이는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를 알려준다. 

낭만적 사랑

Sternberg가 제시한 사랑의 유형 중에, 심리학자들은 낭만적 사랑과 우애적 사랑을 더 

광범위하게 연구했다. 낭만적 사랑의 구성요소들을 고려할 때, 먼저 짝 선호도(mate 

preference)를 생각해보자. 

  자기평가

짝 선호도

이상적인 낭만적 파트너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마음에 떠오르는가? 다음에 제시된 18개 

특성 목록이 수년간 짝 선호도를 조사하는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 다음 척도를 이용해 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도의 관점에서 각 특성을 평가해보자.

3＝필수적인    2＝중요하지만 필수적이진 않은    1＝바람직하지만 중요하진 않은    0＝무관한

   1.   야망과 근면함

   2.  순결(사전 성경험 없음)

   3.  믿을 만한 성격

   4.  가정과 아이에 대한 욕구

   5.  교육과 지능

   6.  정서적 안정과 성숙

   7.  유리한 사회적 지위 혹은 등급

   8.  좋은 요리와 살림꾼

   9.  좋은 재정적 전망

 10.  좋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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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좋은 외모

 12.  상호 끌림－사랑

 13.  기분 좋은 성향

 14.  세련되고 말쑥함

 15.  유사한 교육

 16.  유사한 종교적 배경

 17.  유사한 정치적 배경

 18.  사회성

출처：Buss, 1989.

David Buss(1989)는 37개 문화권의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연구에서 이 특

성 목록과 관련된 결과를 보고했다. 이 국제적 표집에서 남녀 모두, 상호 끌림－사랑

(12), 믿을만한 성격(3), 정서적 안정과 성숙(6), 기분 좋은 성향(13)을 가장 중요한 특

성으로 평가했다. 순결(2), 유사한 종교적 배경(16), 유사한 정치적 배경(17)은 가장 덜 

중요한 것이었다. 당신의 평가는 어떤가?

Buss는 또한 짝 선호도에서 중요한 성차를 발견했다. 좋은 외모(11)와 순결(2)은 남

자들에게 더 중요했고, 좋은 재정적 전망(9)과 야망, 근면함(1)은 여자들에게 더 중요

했다. 당신의 점수는 Buss의 발견들을 지지하는가?

진화심리학자들은 이 발견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설명을 제공한다. 그들에 따르

면, 자연은 유전자를 미래로 보낼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 경향성을 선택한다고 한다. 

분명히 짝 선택은 중요하다. 유전자가 생존할 가능성은, 관계에 헌신적이고, 믿을 수 

있고 협력적이고 비이기적인 짝을 가졌을 때 더 높아진다. 양성 모두 상호 끌림, 믿을 

수 있음, 안정성 및 기분 좋은 성향을 짝의 필수적인 자질로 여기는 것도 당연하다!

번식의 생물학에서의 성차는 짝 선호도에서의 중요한 성차로 이어질 수 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난자에 비해 정자는 저렴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여성은 한 아이를 품고 

키우는 반면, 남성은 다른 많은 여성들을 임신시켜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의 역사에서, 여성들은 대부분 현명하게(wisely) 짝짓기를 해서 자신의 유

전자를 미래로 보냈고, 남성들은 넓게(widely) 짝짓기해서 그렇게 했다(Myers, 2002). 

여성들은 짝에게서 자손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줄 속성을 찾는다. 따라서 야망, 근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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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아울러 좋은 재정적 전망(9)이 중요하게 된다. 생각해보라. 임신과 자녀 양육의 

부담 때문에, 제한된 전망을 가진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 위

험하고 대가가 큰 일이다(Buss & Schmidt, 1993). 반면에 남성은 좋은 생식력을 제공

받고 아버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속성을 바란다. 좋은 외모(11), 특히 젊음을 나타내는 

속성들은 번식능력을 암시하고, 순결(2)은 자신이 아버지임을 확신시켜준다. 왜 아버

지임을 확인하는가? 진화심리학자들은, 여성에게 있어 자신이 아이들의 어머니임은 

항상 확실하지만, 남성들은 자신이 아버지임을 결코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흥미

롭게도 연구에 따르면 남자들은 자신의 짝이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것에 가장 큰 

질투를 느끼지만, 여성들은 자신의 짝이 다른 상대와 정서적으로 애착관계가 되는 것

에 더 큰 질투를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Larsen & Buss, 2002).  

열정

남녀 모두에게서, 상호 끌림－사랑(12)은 짝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특성들의 목록에

서 최상위에 있다. 그 같은 끌림은 무엇을 수반하는가? 분명히 ‘사랑에 빠짐(being in 

love)’은 ‘사랑(love)’과 다르다. Ellen Berscheid와 Sarah Meyers(1996)는 대학생들에게 

세 가지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다－그들이 ‘사랑했던(loved)’ 사람, ‘사랑에 빠졌던(in 

love with)’ 사람, ‘성적으로 끌렸던 사람(sexually attracted to)’. ‘사랑’ 범주에 속한 사

람의 2%만이 ‘성(sex)’ 목록에도 나타났다. 그러나 ‘사랑에 빠짐’과 ‘성’의 중첩은 85%

였다. 유사하게 Pamela Regan과 동료들(1988)이 사람들로 하여금 낭만적 사랑의 특징

을 목록화하도록 했을 때, 2/3가 성적 욕망을 언급했다. 그것은 행복, 신의, 공유, 혹은 

헌신을 앞질렀다. 그렇다. 열정은 낭만적 사랑의 핵심요소인 것이다. 

이제 질문에 답해보자. 만약 한 남자 혹은 여자가 당신이 짝에게 바라는 모든 다른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이 사랑하지는 않는다면, 이 사람과 결혼하겠는가? 1967년

에는 미국 여성의 76%와 미국 남성의 35%가 “예”라고 답했다. 20여 년이 흐른 뒤에는 

단지 20%의 여성과 14%의 남성만이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과 결혼할 것이라고 대답

했다(Simpson, Campbell, & Berscheid, 1986). 나의 최근 학생 중 하나가, 자신의 친한 

이성 친구의 모든 뛰어난 자질을 자발적으로 나열한 후에, 무미건조하게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하지만 어떤 화학작용도 없고 스파크도 없고 … 우리는 결코 결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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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요.” 불꽃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Elaine Hatfield(1988)는 열정적 사랑이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은 강렬한 열

망의 상태”라고 썼다. 만약 사랑이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만족하고 황홀하기까지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절망하고 불안할 것이다. 열정적 사랑을 설명하면서 Hatfield

는 모든 생리적 각성 상태는 우리가 그 정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명명하는가에 따라 몇

몇 정서 중 하나로 경험될 수 있다고 했다. 쿵쾅거리는 심장과 땀에 젖은 손바닥은 환

경적 맥락에 따라 공포, 분노 혹은 놀람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상황이 잠정적으로 

낭만적이라고 해석된다면, 예를 들어 끌리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각성은 열정으로 

경험될 수도 있다. 

몇몇 연구의 발견이 Hatfield의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Dutton과 Aron(1974)은 노

스밴쿠버에 있는 두 다리 중 하나를 건넌 젊은 남자들에게 기발한 현장연구를 실시했

다. 그들이 건넌 다리는 견고하고 안전한 구조물이거나, 혹은 가파른 절벽 230피트 높

이 지점에 있는 좁고 흔들리는 다리였다. 남자가 다리를 건넜을 때, 매력적인 여대생

이 그에게 접근해서 설문지에 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녀가 ‘수업 계획’을 나중에 설

명해주겠다고 제안하고 그에게 전화번호를 남겼다. 안전한 구조물의 다리를 건넌 남

자들에 비해 흔들다리를 건넌 남자들이 더 많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사하게 실

험실 연구에서도, 운동, 재밌는 비디오 혹은 경보 상황에 의해 각성되어 있던 남자들

은 여자 친구 혹은 그들이 방금 소개받은 여성에 대해 더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쿵쾅거리는 심장은 마음을 더 애틋하게 만든다. 

우리의 대중 매체가 사랑에 대한 ‘쿵쾅거리는 심장’ 사례를 어떻게 강화하는지를 생

각해보라. 처음에 낯선 남녀가 등장하는 스토리 라인의 액션 영화 제목을 몇 개나 댈 

수 있는가? 이 낯선 남녀는 대개 공통되는 게 거의 없는데, 때로는 무관심한 듯 보이

기도 하고 심지어는 서로를 싫어하기까지 하다가, 두려움, 분노, 종국에는 희열을 유

발하는 끔찍한 일련의 경험을 한 후에 결국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난다. 영화의 끝에서 

그들은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진다. 영화 테마곡과 함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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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감

그러나 Sternberg의 사랑의 삼각형 모형에 따르면, 낭만적 사랑은 열정만 있는 것이 아

니다. 친밀감 또한 있다. 

  자기평가

개방자

다음 척도를 사용해서 각 문항에 답하라.

1                2                3                4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1.   사람들은 흔히 내게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한다. 

   2.   나는 좋은 경청자라는 말을 듣곤 한다. 

   3.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매우 수용적이다. 

   4.   사람들은 내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다. 

   5.   나는 쉽게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게’ 만든다. 

   6.   사람들은 나를 편안하게 느낀다. 

   7.   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는 걸 즐긴다.

   8.   나는 사람들의 문제에 공감적이다. 

   9.   나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에 관해 내게 말하도록 격려한다. 

 10.   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게 할 수 있다.

출처：Copyright © 1983 by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Reproduced with permission. Table 1, p. 1235, from Miller, 
L. C., Berg, J. H., & Archer, R. L. (1983). Openers: Individuals who elicit intimate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6), 1234－1244. No further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is permitted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채점  채점을 위해, 10개 문항에 매긴 점수를 그냥 더한다. 점수의 범위는 10~50점이

고,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방을 끌어내는 경향이 큼을 나타낸다. 487명의 여

자 대학생과 253명의 남자 대학생 표집에서 평균 점수는 각각 40.68점과 38.01점이었다. 

Hatfield(1988)에 따르면, 친밀감은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려고 시도하는 과정이다. 

그들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탐색한다. 가장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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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친밀감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인가? 결정적 요소는 자기개방인 것 같다. 자기개

방은 한 사람이 상대방과 개인적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유하려 할 때 언제든 일어난

다. Lynn Miller, John Berg 그리고 Richard Archer(1983)에 의해 설계된 개방자 척도

(Opener Scale)는 타인에게서 친밀한 개방을 끌어내는 능력을 평가한다. 

어떤 사람들, 특히 여성은 능숙한 ‘개방자’이다. 그런 사람을 Carl Rogers(1980)는 

‘성장 촉진(growth promoting)’ 청자라고 불렀다. 그들은 진실하게 자신의 느낌을 드

러내고, 타인의 느낌을 수용하고, 타인의 관점을 기꺼이 가정함으로써 공감한다. 우리

는 특히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처럼 스트레스 상태에서 자기를 개방하기 쉽다. 우리의 

자아상에 대한 위협을 공유할 수 있는 친밀한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이겨

내는 데 도움이 된다.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연인과 부부는 관

계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더 잘 헌신하는 경향이 있다. 

친밀감은 사랑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다. 전형적으로 친밀감은 파트너끼리 서로 자

신을 더욱 더 드러내 보일 때 서서히 증가한다. 개방은 개방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고, 

이 과정을 적절하게 이르는 말이 개방의 상호성 효과(disclosure reciprocity effect)이다. 

한 사람이 약간 개방을 하면 다른 사람이 응답하고, 이 과정은 순환하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 대한 지식이 더욱 더 깊은 수준으로 침투하게 된다. 신뢰가 구축되고 

파트너는 수용됨을 느낀다. 가면을 내려놓고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사랑을 키워간다(Sidney Jourard, 1964).

우애적 사랑

전형적으로 낭만적 사랑의 열정은 멋지다. 그러나 친밀감은 우애적 사랑을 키울 수 있

다. 우애적 사랑은 우리의 삶과 엮여 있는 사람에 대한 정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

는 개념에 파트너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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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평가

자기와 타인

당신이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다음의 그림 중 어떤 것이 그 관계

를 가장 잘 설명하는가?

출처：Aron, Aron, & Smollan, 1992, p. 597.

Arthur Aron과 동료들(1992)에 따르면, 낭만적 관계가 얼마나 오래갈 것인가는 사

람들이 그들의 동반자 관계를 어떤 식으로 묘사하는지에 의해 예언될 수 있다. 겹치는 

부분이 많을수록, 즉 파트너를 자기에 더 많이 통합시킬수록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된

다. 겹치는 부분이 많을수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헌신을 더 잘한다. “사랑은 각자가 

다른 사람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두 본성의 확장이고, 각자는 상대방에 의

해 풍요로워진다.”라고 18세기 유럽 철학자 펠릭스 아들러가 주장했다. 

우애적 사랑에서 헌신은 친밀감을 동반한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인 헌신은 

상이한 원천에서 비롯된다. 세 가지 꽤 다른 유형의 헌신이 Jeffrey Adams와 Warren 

Jones(1997)의 헌신 차원 목록(Dimensions of Commitment Inventory)에서 발췌한 다

음의 표본 항목에 나타난다. 

  자기평가

헌신

잠시 멈춰서 결혼 상황의 헌신에 대해 생각해보자. 당신이 지금 결혼했든 하지 않았든 다음 진

술문이 결혼 관계의 성질에 관한 당신의 믿음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생각해보라. 

T    F    1.  나는 나의 결혼을 최대한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해 헌신한다. 

타인자기 타인자기

타인자기 타인자기 타인자기

타인자기 타인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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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F    2.  나는 완전히 내 배우자에게 헌신한다. 

T    F    3.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은 평생을 가는 것이라고 믿는다. 

T    F    4.  결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한다. 

T    F    5.   만약 내 배우자와 내가 이혼한다면 내 가족과 친구들은 매우 힘들 것이다. 

T    F    6.  이혼은 내 평판을 망칠 것이다. 

출처：Copyright © 1997 by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dapted with permission. Table 1 (adapted), p. 1181, from 
Adams, J. M., & Jones, W. H. (1997). The conceptualization of marital commitment: An integrative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5), 117－1196. No further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is permitted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첫 두 문장에 대한 동의는 개인적 헌신(personal commitment)을 나타낸다. 즉 사람들

은 관계가 만족스럽고 파트너에게 끌리기 때문에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한다. 문장 3

과 4는 도덕적 헌신(moral commitment) 혹은 의무를 반영한다. 즉 사람들은 결혼이 중

요한 사회적 혹은 종교적 제도이고 약속이나 맹세를 깨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결혼

을 지속해야 한다고 느낀다. 문장 5와 6은 제약 헌신(constraint commitment)으로, 관

계를 끝내는 것에 대한 사회적, 재정적, 정서적 부담이 두렵기 때문에 관계를 지속해

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세 가지 유형의 헌신은 다르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Brehm, 

Miller, Perlman, & Campbell, 2002). 보통은 개인적 헌신이 더 만족스럽다. 장거리로 

낭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덕적 헌신이 개인적 헌신보다 지속 기간을 

더 잘 예측한다. 파트너 간에 만족 수준이 줄어들더라도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헌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  친밀감처럼, 헌신은 파트너로 하여금 ‘나’나 ‘그’, ‘그녀’가 아니라 스스로를 ‘우리’

로 생각하도록 한다. 파트너를 기쁘게 하는 이벤트는 그 자체로 간접적 이득을 만

들어내고, 파트너를 위한 희생은 덜 힘들게 느껴진다.  

 ●  사람들은 자신이 장기적 관계에 있다고 확신하면, 높은 비용과 낮은 보상의 시간을 

더 잘 참아낼 수도 있다. 마치 장기 주식 투자자가 낮은 수익의 기간을 참아내듯이 

말이다. 

 ●  헌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이 좀 되더라도 관계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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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게 행동하도록 동기화한다. 헌신적인 사람들은 파트너에게 화가 났을 때 더 

자제력을 가지고 반응하고, 좋은 관계를 위해 자기 이익을 더 기꺼이 희생하는 듯

하다.  

당신의 가장 친밀한 또래 관계, 즉 친구나 낭만적 파트너를 생각했을 때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당신의 파트너는 관계에 기여하는 바가 당신보다 큰가? 적

은가? 아니면 각자가 동등하게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흔히 조금 아는 사람은 주고받는 교환을 통해 관계를 유지한다. 운전을 번갈아 하

는 카풀 동료들부터, 연례 동네 파티의 호스트 역할을 번갈아 하는 이웃들까지, 사람

들은 유사한 이익을 거래한다. 그러나 가장 친한 친구나 연인관계를 떠올려보면 어떤

가? 아마 아닐 것이다.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는 즉각적 상환에 관심을 덜 갖는다. 연

인들은 즉시적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서로의 요구에 반응한다. 마더 테레사는 더 강하

게 이것을 표명했다－“만약 여러분이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득이 자발적이고, 파트너들끼리 자유롭게 주고받을 때만, 우리는 그 관계를 진실

한 우정 혹은 사랑이라고 본다. 사실 Margaret Clark와 Judson Mills(1993)는 관계가 비

교적 공식적일 때는 주고받는 교환이 호감을 증가시키지만, 둘의 관계가 친밀해질 때

는 동일한 사회적 경제논리는 호감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했다. 친밀한 혹은 공동체적 

관계는 상호적 사랑, 존중, 관심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한 사람이 상대방을 위해 한 것

에 대해 어떠한 보답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관계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열쇠 하나는 형평성(equity)이다. 즉 관계로부

터 얻는 결과는 각자가 관계에 공헌한 것에 비례한다. 장기간 동안 관계가 친밀할 뿐

만 아니라 공평하다고 지각될 때 헌신이 발전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고 지각하는 사람은 스트레스와 짜증을 경험하고 때로는 우울증까지 

올 수 있다. 자신이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죄의식을 느낄 수도 있

다. 그러나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이득을 보는 경우는 적은 이득을 보는 경우

보다 문제될 것이 적다(Brehm et al.,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