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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성인 기 학생을 상으로 사회불안과 우울에 해 탐색하고 그 원인과 개

입방법을 설명하기 해 실시되었다. 구체 으로 학생의 성인애착이 불안정할수록 회피 분

산  정서조  경향은 높아지고 자기자비 수 은 낮아지는 것에 향을 미쳐 사회불안과 우

울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 다. 가설 검증을 해 서울, 경기  충청권 소재 

학에서 모집한 340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성인애착과 사회불안, 우울의 계에서 

회피분산  정서조 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구조방정식을 통한 연구모형 검

증결과 첫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모두 회피 분산  정서조 과 정 계 자기자비와 부

계가 나타났다. 회피분산  정서조 은 사회불안과 정 계가 있었고, 우울과는 유의한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자비는 사회불안 우울과 부 계가 있었다. 둘째, 매개효과 검

증 결과 불안정 성인애착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회피분산  정서조 을 완 매개로 사회

불안을 설명하 고, 자기자비를 완 매개로 사회불안과 우울을 설명하 다. 본 연구결과가 

학생의 정신건강문제에 갖는 함의 과 상담실무  교육에 갖는 제안  그리고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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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한국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20  

청년들의 수가 차 증가하고 문제의 정도도 심

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신보험심사평

가원의 정신건강질환 진료 황 분석결과에 따르

면 최근 5년 간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수는 20

에서 가장 많은 비율(44%)이 증가했으며, 진료비 

증가율 역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 20 가 경

험하는 정신건강 질병  가장 높은 비율은 우울

과 불안장애 다(동아일보 기사, 2019년 9월 17

일; KBS 뉴스, 2018년 12월 12일). 특히 국내 

학생은 경쟁이 치열한 학입시를 마무리하고 새

로운 장에서 낯선 인 계를 자율 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변화를 경험한다. 학생은 성인 기로 

진입하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상황에서의 수행과 

진로탐색  결정, 친 한 계 맺기 등의 발달단

계 과업을 완료해 나가는 때로 이 과정에서 인

계 문제와 심리  스트 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이시은, 이재창, 2005; 이은지, 서

석, 2014). 이 과정에서의 사회불안  우울 증

상은 후기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완수하는데 

험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이후의 안정 인 성인

기로의 이행에도 지속 으로 부정 인 향을 미

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20  학생들의 사

회불안과 우울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심리  기

제에 한 연구가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다.

애착은 사회불안과 우울을 설명할 수 있는 근본

인 변인 에 하나로 자기 자신과 타인, 일반  

인 계에 한 표상인 내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이후 발달과정에 따라 변화

된 다른 계에도 지속 으로 향을 미친다. 애착

은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불안장애를 통합 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제시되었으며(Vertue, 

2003), 특히 불안정 애착은 자신  타인에 한 

부정  표상을 형성하고, 우울을 유발하는 인지도

식을 활성화시켜 이후 우울증으로 발달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Beck, 1979). 본 연구는 국내 

성인 학생이 경험하는 우울과 사회불안에 해 

탐색하고 그 원인과 개입방법을 살펴보기 해 

실시되었다. 구체 으로 학생의 성인애착과 사

회불안  우울의 구조  계를 밝히고자 하

으며 애착유형에 따라 정서조  양식이 달라지고

(Searle & Meara, 1999), 내 작동모델에 따라 

자기 자신을 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 자기

자비 수 에도 향을 미친다는 Neff(2003)의 선

행연구에 근거하여 회피 분산  정서조 과 자기

자비가 이 계를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인 역할

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 다. 

2. 이론  배경

1) 성인애착과 사회불안 및 우울의 관계

애착이란 인간이 유아기 주양육자와 형성하는 

정서  유 계이다(Bowlby, 1998). 인간은 양

육자와의 반복 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와 타인

에 한 표상인 내 작동모델을 만들고 발달시킨

다. 이는 삶의 반에 향을 미쳐 인간과 인간

계를 특정방식으로 느끼고, 경험하며, 사고  행

동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애착은 생의 기에 계를 형

성한 후 시간이 지나 상이 달라져도 계속 유지

되는 특징이 있어 애착유형을 근거로 성인기의 

응정도를 측하는 것이 가능하다(조화진, 서

석, 2010). 부모와의 애착은 래 계에서의 애착

으로 이어지고, 청소년기와 성인기 연인 계 애착

으로 확장되어가는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인다. 선

행연구 결과 부모애착과 래애착의 정 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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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났으며 부모와의 안정 인 계가 이후 래

와의 친 한 계형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구, 이기학, 2019; 주은지, 2011). 

한 아동기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할수록 불안정 

성인애착 수 은 더 낮은 것으로 밝 졌다(오가

, 한지 , 2019). 

성인기 애착의 주요 기원이 기 양육경험에 있

지만 2000년 이후 진행된 애착 변화에 한 종단 

연구 5편에 한 효과크기 분석결과 지지 인 양

육 경험에도 불구하고 성인기 불안정 애착을 형

성하거나, 이상 인 양육경험이 아니었음에도 성

인기 안정애착을 형성한 외들을 다수 발견하

다(Fraley & Roisman, 2019). 이는 부모와는 안

정 애착을 형성해도 성인기 다양한 애착 상이 

될 수 있는 친구나 연인과의 계맥락에서는 다

른 애착패턴이 나타나는 애착 유형의 불연속  

특징이 반 된 결과일 수 있으며, 생의 기 부모

와의 계보다 재 인 계 경험을 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애착 경험을 통해 성인기 애착을 

이해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기 성인 애착

연구에서는 애착을 안정, 회피, 불안-양가의 세 가

지 유형으로 구분하거나(Hazan & Shaver, 1987) 

안 , 몰입, 두려움, 거부 네 가지 유형으로 나 었으

나(Bartholomew et al., 1991) 이후에 Brennan, 

Clark과 Shaver(1998)는 이를 통합하여 불안애

착과 회피애착의 독립된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

하여 더 나은 설명력을 가진 성인애착 개념을 제

시하 다. 불안애착은 계에 지나치게 몰입하거

나 버림받거나 거 당하는 것에 한 두려움의 정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정 인 자기표상과 련

이 있고, 회피애착은 타인과의 친 감 형성에 

한 불편감으로 정서 으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자 하는 것으로 부정 인 타인표상과 련이 있다

(김성 , 2004; Mikulincer & Shaver, 2008).

애착 계의 형성은 다른 사람의 정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으로 인 계 내 자신이 원하

는 목표를 이루는 것과 련이 있으며 애착이 안

정 이지 않을 때 사회불안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모두 불안정 애착으

로 자신이 타인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인가에 

한 확신이 없어 거 당할 것을 미리 상하고 

사회 인 수행과 타인과의 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회피하려 할 수 있다. 사회불안의 주요 특

징이 거 에 한 공포, 높은 거  민감성  기

불안(Brennan & Shaver, 1995)으로 이는 거

에 한 높은 민감성, 높은 사회  회피 경향성

과 같은 불안정 애착유형의 특징과 한 련

이 있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artholomew et al., 1991; Hazan et al., 

1987). 뿐만 아니라 불안정 애착은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  감정에도 향을 많이 미친다. 불안

정 애착의 경우 자신과 타인에 한 부정  표

상으로 인해 도움과 지지를 요청하기 어렵고 이

는 우울증상이나 낮은 안녕감으로 이어지기 쉽다

(Lopez, 2009; Lopez & Fons-Scheyd, 2008). 

애착은 우울에 직 인 향을 미치며 특히 불

안정 애착은 안정애착 보다 우울 수 이 높게 나

타났다(Cole-Detke & Kobak, 1996). 선행연구

에 따르면 사회불안과 우울증상은 공병률이 높고

(Chartier, Walker, & Stein, 2003) 내재화 문제

라는 공통 이 있다. 성인기 기 사회불안과 우

울증상은 이 시기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정신건

강 문제로 서로 향을 주고받지만 두 변인 사이

에 명확한 인과 계를 가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2)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불안정 애착은 정서조 에 향을 미치고 특히 

회피분산  정서조 의 사용은 이후 높은 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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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과 우울과 같은 심리  응 수 의 차

이로 나타날 수 있다. 정서조 은 정서  유

계인 애착의 주요한 특징  하나로 안정애착의 

경우 비 의존 이고 원활하게 감정을 잘 표 해 

감정의 해소가 쉽고 강한 부정감정에 집 하지 

않아 감정경험을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하는 반

면 불안정 애착은 부정감정을 과하게 표 하거나 

혹은 제한한다(Searle et al., 1999). 선행 연구결

과 애착유형에 따라 정서조  방식에 차이가 나

타났다. 구체 으로 높은 회피애착의 경우 능동  

정서조 은 어렵고, 회피 분산  정서조 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서지 , 2012) 안

정애착일수록 회피 분산  정서조 을 덜 사용하

는 것과 련이 있었다(이시은, 2009).

정서조 은 정서를 어떻게 경험하고 표 할 것

인가에 향을 미치는 시도이자 과정으로(Gross, 

1998) 심리  고통에 처하는 방식  하나로 

정서조 이 효과 이고 한 정도에 따라 응 

 정신 건강의 수 이 달라진다(이지원, 이기학, 

2014). 개인이 사용하는 정서조 방략을 구분하고

자 한 결과 윤석빈(1999)의 연구에서는 이를 능

동 , 회피분산 , 지지추구  정서조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 다. 회피분산  정서조 은 직

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행동하는 것과 같은 정 이고 응 인 능동  

정서조 과 달리 부정  정서를 일으키는 자극에 

노출되는 동안 경험하는 정서의 강도를 이기 

해 이를 떠올리지 않으려고 회피, 주의분산하거

나 환, 부인하는 양식을 의미하고 신경증과 정

인 련성을 나타난다(민경환, 김지 , 윤석빈, 

장승민, 2000). 정서는 응에 필요한 개인 내, 외부

의 정보를 제공하는 요한 역할을 하는데, 회피 분

산  정서조 의 사용은 정서처리  정서조 을 

방해하고, 부정  정서에 한 한 반응을 학습

할 기회를 회피함으로써 심리  부 응으로 이어지

게 된다(Campbell-Sills & Barlow, 2007). 선행

연구 결과 회피분산  정서조 의 사용은 불안, 

우울과 같은 증상과 련이 높은 것으로 밝 졌

으며(Flett, Blankstein, & Obertynski, 1996), 

부정정서 조 에 한 정서조 양식의 효과성 차

이를 살펴본 결과 분노와 불안 정서에 있어 회피

분산  정서조 이 다른 양식에 비해 덜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민경환 외, 2000).

3)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자기자비(self-compassion)는 불안정 성인애

착과 사회불안  우울의 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매개변인이다. 선행연구 결과 불안정 애착

과 자기자비 간의 부  련성이 일 되게 나타났

으며(차지연, 김정규, 2018; Mikulincer, Shaver, 

Gillath, & Nitzberg, 2005), 낮은 자기자비 수

이 높은 수 의 사회불안과 우울로 이어지는 자

기자비와 사회불안  우울 간의 부  련성이 

확인되었다(손재환, 2017; 차지연 외, 2018; Neff 

& Mcehee, 2010). 자기자비는 회피분산  정서

조 과는 달리 불안정 애착과 사회불안, 우울의 

계에 응 인 정서조 략으로 개입이 가능

한 변인이다. 자기자비는 실패나 고난이 있을 때 

자기비 인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게 따뜻하고 비 단 인 이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Neff, Kirkpatrick, & Rude, 2007). Neff 

(2003)는 이론   경험 으로 자기자비의 개념을 

검토하여 3가지 차원 6가지 요인(자기친   자기

비 , 보편  인간성  고립, 마음챙김  과잉동

일시)으로 제시하 다. 자기친 (self-kindness)은 

자신을 친 과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으로 자

기의 부 함을 엄격하게 자기비난(self-criticism)

하지 않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 보편  인간성(common humanity)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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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려움에 해 피할 수 없는 인간 공통 경험으

로 인식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심리 으로 분리 

는 고립되지 않고 유 감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마음챙김(mindfulness)은 고통스럽고 부정 인 

감정과 사고에 몰입해 과한동일시를 하지 않고 균

형감을 갖고 자신과 부정정서를 수용하는 것을 뜻

한다. 

자기 자신과 타인 일반  인 계에 한 정

신  표상인 내 작동모델은 자기 자신을 하는 

태도인 자기자비에 향을 미친다. Neff(2003)는 

양육자의 비온정 이고 비 인 태도를 경험한 

개인은 이후 낮은 수 의 자기자비로 이어지고, 

온정 이고 지지 인 태도를 경험한 경우 높은 

수 의 자기자비로 이어진다고 제시하 다. 한 

자기자비 수 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균형 잡힌 조망으로 바꾸어 보다 응

인 정서조 략으로 고통의 수 을 명료하게 바

라보고 자기에게 친 하게 하는 것을 통해 정

 자기감정을 진한다(김경의 외, 2004; Neff, 

2003). 이는 자기자비가 부정 인 감정을 개선하

고 정 인 감정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하며 이를 근거로 자기자비가 개인의 주  

안녕감 수 을 높이는 것에 향을 미치고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 경험의 하에 도움을 

다고 설명할 수 있다(Wei, Liao, Ku, & Shaffer, 

2011). 실제 선행 연구결과 사회불안 증상이 높은 

집단은 정상인이 포함된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자

비 수 이 낮게 나타났으며(Werner et al., 2012), 

낮은 수 의 자기자비는 높은 수 의 우울, 불안

과 유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Neff & 

McGehee, 2010).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회피 애착은 사회불안. 우울과 어떤 

계가 있는가? 

둘째, 불안/회피 애착과 사회불안, 우울의 계를 

회피 분산  정서조 과 자기자비가 매개하는가?

3.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청권지역 학교에 재

학 인 학생 34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수

집된 설문지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1부를 제

외한 총 339명의 응답을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이  남자는 114명(33.5%), 여자 225명(66.5%)

이었으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2.41(SD=2.52)

세 다. 학년은 1학년 90명(26.5%), 2학년 42명

(12.4%), 3학년 74명(22.4%), 4학년 131명(38.6%)

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성인애착

성인애착은 Fraley, Waller와 Brennan(2000)

가 개발한 친 계 경험 개정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을 김

성 (2004)이 우리말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

로 측정하 다. 본 척도에서는 성인애착을 가까운 

인 계에서 느끼는 불안과 회피의 정도로 평가

하며, 한국 학생을 상으로 타당화한 김성

(2004)의 연구결과 ECR-R은 ‘불안애착’과 ‘회피

애착’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

다. 불안애착은 계에 과하게 몰두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 당하거나 버림받는 것을 두려

워함을 의미하고( :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심

을 갖는 것만큼, 그들도 내게 심을 가져주지 않

을까  걱정 한다), 회피애착은 친 함에 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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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낌이나 불편함을 의미한다( : 다른 사람들이 

내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 7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1=  그 지 않다, 7=매우 그

다) 각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차원 수의 총 이 높을수록 각각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 .8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분석을 해 일차원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

우 각 문항 꾸러미의 요인계수가 유사하도록 문

항의 요인 계수값에 따라 각 꾸러미에 포함하는 

균형할당방법(Matsunaga, 2008)으로 문항합산

(Item Parceling)을 실시하여 불안애착, 회피애

착 요인에 각각 두 개의 측정변인을 구성하여 분

석하 다. 

(2) 회피 분산적 정서조절

회피 분산  정서조 은 윤석빈(1999)이 개발

한 척도를 임진옥, 장성숙(2003)이 신뢰도와 문항수

를 보완하여 개발한 정서조  체크리스트(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를 사용하여 측정

하 다. 이는 부정 인 정서를 느낄 때 사용하는 

정서조 방법을 측정하는 척도로 능동  정서조

 8문항, 회피/분산  정서조  9문항, 지지추구

 정서조  8문항의 세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에 회피/분산  정서

조  하 요인 9문항( : 그 일을 무시해 버린다)

만 사용하 다. 성인애착변인과 같은 방법으로 문

항합산을 실시하여 두 개(정서조  1, 2)의 측정

변인을 구성하여 분석하 다. 각 문항은 ‘거의 사

용하지 않는다(1)’에서 ‘자주 사용한다(5)’까지 5

 Likert식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 

상황에서 회피/분산  정서조 을 더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

도 계수(Cronbach's α)는 .73으로 나타났다.

(3) 자기자비

자기자비는 Neff(2003)가 개발한 자기자비 척

도(Self-Compassion Scale; SCS)를 김경의 등

(2008)이 타당화한 한국  자기자비 척도(Korean 

Self Compassion Scale; K-SCS)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총 26문항 6개 요인(자기친  5문항, 

자기비  5문항, 보편  인간성 4문항, 고립 4문

항, 마음챙김 4문항, 과잉동일시 4문항)으로 이루

어져 하 차원은 자기친   자기비 , 보편  

인간성  고립, 마음챙김  과잉동일시 세 가지

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단, 고립, 과

잉동일시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역채 한 후 

각 요인의 총 을 구해 자기친 , 보편  인간성, 

마음챙김 세 하 요인으로 구성하 다. 각 문항은 

‘거의 아니다(1)’에서 ‘거의 항상 그 다(5)’까지 5

 Likert식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자기자비의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자기친 , 보편  인간성, 

마음 챙김이 각각 .83, .74, .74 로 나타났다.

(4) 사회불안

사회불안은 W atson과 F riend(1969)가 개발

하고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재구성하여 타당

화한 한국  사회  회피  불편감척도(Korean 

Version of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K-SADS)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는 

사회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와 잠재

으로 오 인 사회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측정하며 2가지 하 요인 회피 14문항, 불편감 14

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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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까지 5  Likert식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

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회피 .84, 불편감. 90

이 다.

(5) 우울

우울은 Derogatis(1977)가 개발한 간이정신진단

검사(SCL-90-R)를 김 일, 김재환, 원호택(1984)

이 표 화한 한국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사용하

여 측정하 다. 척도는 총 90개 문항으로 신체화, 

강박증, 인 민성, 우울, 불안, 감, 공포불

안, 편집증, 정신증 9개의 증상차원과 부가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우울

을 측정하는 13개 문항만 사용하 다( : 기분이 

울 하다).성인애착변인과 같은 방법으로 문항합

산을 실시하여 두 개(우울 1, 2)의 측정변인을 구

성하여 분석하 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에서 ‘매우 그 다(5)’까지 5  Likert식 척도

로 총 이 높을수록 우울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 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8과 Mplus7.4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차로 자료를 분석하 다. 첫째,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를 내 합치도(Cronbach's 

α)와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기술통계 분석으

로 자료의 이상치  정규성을 검토하 다. 둘째, 

잠재변인  측정변인 간의 련성을 상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셋째, 성인애착과 사회불안, 우

울의 계에서 자기자비와 회피, 분산  정서조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구조방정식을 이용

하여 모형을 확인하 다. 구조방정식의 2단계 

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측정

변인들이 잠재변인을 히 구인하는지 확인하

고 구조모형의 체 합도  간  경로의 유

의성을 검증했다. 연구모형의 합도 검정을 한 

χ² 검증의 경우 모형이 자료를 완벽하게 설명한다

는 가설의 내용이 엄격해서 쉽게 기각되는 경향

이 있으며 χ² 값이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

로 가설을 기각하여도 다른 합도 지수로 연구

모형의 합도를 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수 ,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  합도 지수인 

CFI와 TLI가 .90이상이고,  합도 지수인 

RMSEA가 .10이하 SRMR이 .08 이하이면 

한 모형으로 단하 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한 최종모형의 매개효과에 

한 통계  유의성 검증을 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 다. 부스트랩은 원자료(N=339)에서 무선

으로 만들어진 10,000개의 표본에서 간 효과를 

추정하여 95%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

면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단하 다(Shrout & Bolger, 2002).

4. 결 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 편차, 왜도, 첨도, 변

인 간 상 계수를 <표 1>에 제시하 다. 각 변인

의 왜도와 첨도의 값이 2와 7을 넘지 않아 다

변량 정상성 가정을 충족하 다(Curran, West, 

& Finch, 1996). 주요 잠재변인 간 상 분석 결

과 간의 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요 잠재변인 간 상 분석 결과 불안애착은 회

피애착(r=.35, p<.01)과 회피분산  정서조 (이

하 회피분산조 )(r=.22, p<.01), 사회불안(r=.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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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우울(r=.44, p<.01)과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났다. 반면 자기자비(r=-.55, p<.01)와 유

의한 부  상 이 확인되었다. 회피애착은 회피분

산조 (r=.21, p<.01), 사회불안(r=.57, p<.01), 

우울(r=.23, p<.01)과 유의한 정 상 이 자기자

비(r=-.34, p<.01)와는 유의한 부  상 이 나타

났다. 회피분산조 은 사회불안(r=.22, p<.01)과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났지만, 자기자비, 우울과

는 유의한 련이 없었다. 자기자비는 사회불안

(r=-.37, p<.01), 우울(r=-.58, p<.01)과 유의한 부

 상 이 나타났다. 사회불안과 우울(r=.20, p<.01)

은 유의한 정 계가 있었다. 

2) 매개효과 검증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자기자비 회피분산조

과 사회불안, 우울의 측정모형 검증결과 χ²(75)= 

187.53, p<.01, TLI=.953, CFI=.967, SRMR=.038 

RMSEA=.067(90% 신뢰구간=.055-.079)의 좋

은 합도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15개

의 측정변인으로 6개의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것

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Kline, 2015). 불안

애착, 회피애착과 사회불안, 우울의 계를 자기

자비와 회피 분산  정서조 이 매개할 것임을 

가정한 연구모형에 한 구조모형 검증 결과, χ² 

(80)=281.27, TLI=.922, CFI=.941, SRMR=.077 

RMSEA=.086(90% 신뢰구간=.075-.097)로 괜찮

은 합도(Browne & Cudeck, 1993)가 나타났

다. 한 각 측정변인에 한 요인부하의 표 화 

추정치가 모두 .6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각 지

표변수가 잠재변수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최종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회피분산

조 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

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을 해 원 자료에서 

무선할당으로 10,000개의 표본을 만들어서 부스

트랩 방법으로 간 효과를 추정하 고(Shrout & 

Bolger, 2002), 분석결과를 <표 2>에 제시하

다. 불안애착과 사회불안의 계를 자기자비가 매

개하는 간 효과의 비표 화 계수는 .118, 95% 

<그림 1> 성인애착과 사회불안 우울의 계에서 회피분산정서조  자기자비의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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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로
Bootstrap 

추정치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불안애착 → 회피분산  조 → 사회불안    .020**  .004 .050

불안애착 → 회피분산  조 → 우울 -.008 -.033 .004

불안애착 → 자기자비 → 사회불안    .118**  .072 .165

불안애착 → 자기자비 → 우울    .228**  .204 .378

회피애착 → 회피분산  조 → 사회불안    .042**  .004 .130

회피애착 → 회피분산  조 → 우울 -.016 -.069 .009

회피애착 → 자기자비 → 사회불안    .052**  .007 .119

회피애착 → 자기자비 → 우울   .02**  .027 .230

주. *p < .05, **p < .01, ***p < .001. Bootstrap 추정치는 비표 화 계수로 제시

<표 2>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회피분산  조 과 자기자비의 간 효과 검증 결과

Bias-corrected CI=[0.072, 0.165], 불안애착과 사

회불안의 계를 회피분산조 이 매개하는 간 효

과의 비표 화 계수는 .020, 95% Bias-corrected 

CI=[0.004, 0.050]로 나타나 간 효과가 유의하

다. 불안애착과 우울의 계를 자기자비가 매개하

는 간 효과의 비표 화 계수는 .228, 95% Bias- 

corrected CI=[0.204, 0.378]로 나타나 간 효과

가 유의하 다. 회피애착과 사회불안의 계를 자

기자비가 매개하는 간 효과의 비표 화 계수는 

.052, 95% Bias-corrected CI=[0.007, 0.119], 

회피애착과 사회불안의 계를 회피분산조 이 매

개하는 간 효과의 비표 화 계수는 .042, 95% 

Bias-corrected CI=[0.004, 0.130]로 나타나 간

효과가 유의하 다. 회피애착과 우울의 계를 

자기자비가 매개하는 간 효과의 비표 화 계수

는 .02, 95% Bias-corrected CI=[0.027, 0.230]

로 나타나 유의한 간 효과가 확인되었다.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불안애착, 회피 애착과 

사회불안의 계를 회피분산  조 이 완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안 애착, 회피 애착과 우

울의 계에서 회피분산  조 의 매개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다. 한 불안 애착, 회피 애착과 사회

불안, 우울의 계를 자기자비가 완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5. 논 의

 한국사회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20 의 

정신건강수 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특히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불안장애와 우울은 개인

의 심리  응뿐만 아니라 사회  응과도 

한 련이 있어 이후 개인의 삶 체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20  

학생들을 심으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사회불

안, 우울의 계를 살펴보고, 이를 회피분산조 과 

자기자비가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불안/회피 애착과 사회불안의 

계에서 회피분산  조 이 완 매개효과를 갖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 으로 불안애착과 회

피애착 수 이 높아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회피분

산  조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에 향을 

미쳐 사회불안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이어졌다. 

불안애착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거 당하는 것이

나 혼자가 되는 두려움에 계에 더 몰입하고 

심과 사랑을 요구하는 특성(조 미, 이희 , 2013)

으로 인해 안정 이고 응  정서조  사용에 어

려움을 겪고 회피분산  조 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사회불안에 노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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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애착의 경우 인 계에서 경험하는 친 감

에 한 불편감으로 정서 으로 일정거리를 유지

하고자 하는 특성(Mikulincer et al., 2008)으로 

인해 회피분산  조 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에 

향을 미쳐 이후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불안정 애착이 당면한 정서

의 어려움을 회피하는 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강수진, 최 희, 2011)와 회피애착이 회피분

산  조 의 사용을 정 으로 측한 결과(장미애, 

양난미, 2015), 회피분산  조 이 우울 불안과 같

은 증상과 높은 련이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결과

(Flett et al., 1996)와 같은 맥락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행연구 결과 회피분산  조 은 우울, 불

안과 같은 부정  정서성  신경증과 정  상 이 

나타났지만(박송이, 채규만, 2012; 윤석빈, 1999) 

본 연구결과 불안/회피 애착과 우울의 계에서 

회피분산  조 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 애착이 사회  상호작

용 불안에 향을 미쳐 ‘반추’ 정서조 을 통해 우

울을 설명했으나 ‘정서억제’ 정서조 은 우울을 설

명하지 못한 연구결과(김병직, 오경자, 2013)와 비

슷한 맥락이다. 억제나 회피와 같은 정서조  방식

이 불안정 애착과 우울의 계를 매개하지 못했지

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정서조  변

인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결과 학생의 불안/회피 애착과 사

회불안, 우울의 계에서 자기자비가 완 매개효

과를 갖는 것으로 밝 졌다. 구체 으로 자기자비

가 불안/회피 애착에서 사회불안  우울로 가는 

각 경로를 모두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자기자비 수 이 낮았고, 이

후 사회불안과 우울 정도가 심해지는 것에 향

을 미쳤다. 이는 불안정 애착이 스스로에게 따뜻

하고 단 이지 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자

기자비(Neff et al., 2007)에 부정 인 향을 미

쳐 사회불안과 우울 수 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가 국내 학생의 정신건강과 상담 

 교육에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는 성인애착과 사회불안, 우울의 계를 하나의 통

합 인 구조모형 안에서 살펴보았으며 이 계를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인을 제시하 다. 지 까지 

성인애착과 사회불안, 우울의 계를 따로 살펴본 

연구는 존재했지만(김나경, 양난미, 2016, 이지수, 

양난미, 2018) 성인애착과 사회불안, 우울의 계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연구결과 구체

으로 애착이 불안정한 것은 성인기 기 사회불

안과 우울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높은 수 의 회피분산  조 과 낮은 수

의 자기자비가 이 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성인애착의 특성을 변화시키긴 쉽지 않지만 

상담  교육을 통해 학생에게 회피분산  조  

방식의 사용은 지양하고 응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능동  정서조  방식(윤석빈, 1999)의 사

용을 권고할 경우, 불안정한 애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부정 인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한 

애착이 불안정할 경우 학생들에게 자기자비를 

증진시키는 치료  개입이 이후 사회불안과, 우울

을 감소시키는 것에 정 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자기자비는 정서를 조 하는 정서지능 역할을 하

는 상태요인으로(Neff, 2003) 상 으로 단기간 

동안 마음챙김 훈련이나 명상 등을 통해 발달시

키는 것이 가능하다. 정서조  방법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심리교육  개인/집단 상담 로그

램을 활용하여 개입하면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

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한다.

후속연구를 한 제언과 본 연구의 제한 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충청

권 일부 학의 연구 참여자를 상으로 실시되었

기 때문에 국내 체 학생을 표하는 것에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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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있다. 보다 다양한 표집을 통해 본 연구모형

이 재확인되는지 추후 연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애착에 따라 정서조 의 유형에 차

이가 나타나고, 회피분산  조 의 사용은 이후의 

심리  부 응을 측한다는(Campbell-Sills et 

al., 2007)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불안정 애착과 

우울의 계에서 회피분산  조 의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세웠지만 이를 검증

할 수 없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과 우

울의 계를 보다 구체 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매

개변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는 성인애착과, 회피분산  정서조 , 자기자비와 

사회불안  우울 변인을 한 시 에서 측정한 자

료를 분석하여 인과 계를 추론하는데 어려운 한

계 이 있다.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측정한 종단자료를 통해 인과 계를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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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Mediation Effect of Self-compassion and 

Avoidant-distractive Emotional Regulation

Sun-Young Park, Jee-Yon Le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cause and intervention towards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of Korean college students as well as interventions. Specifically, we hypothesized 

that greater insecurity in adult attachment among college students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tendency to avoidant-distractively regulate emotions and reduced self-compassion, leading to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To prove this we performed a survey 

on 340 college students to test the mediation effect of avoidant-distractive emotional regulation 

and self-compassion between adult attachment,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The result based 

on structural equation showed that insecure attachment and avoidant attachment were both 

negatively related to avoidant-distractive emotional regulation and self-compassion. Second, testing 

for mediation showed that insecure and avoidant adult attachment was completely mediated by 

avoidant-distractive emotional regulation and self-compassion towards social anxiety, respectively.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for college students’ mental health as well as counseling along 

with suggestions for later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Adult Attachment, Avoidant-distractive Emotion regulation, Self-Compassion, Social 

Anxiety,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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