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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애착이 도움추구 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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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애착이 도움추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성인애착의 질적 특
성인 애착불안, 애착회피의 도움추구 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과, 성인애착과 도움추구 의도 사이
의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잠재적인 매개변인으로는 자
기노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 은폐, 심리적 불편감을 설정하였다. 대학생 427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해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 본 연구모형이 변인들간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형수정을 통해 최적의 모형을 도출하였다. 성인애착은 도움추구 의
도에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애착불안은 도움추구 의
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애착회피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잠재적인 매개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
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심리적 불편감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자기노
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가 매개하여 심리적 불편감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
적 불편감은 도움추구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요어 : 성인애착, 도움추구 의도 , 자기노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 심리적 불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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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역학조사에(2001) 따르면

상담에 대한 태도, 가능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

알콜과 니코틴중독을 포함한 정신질환의 평생 유

심리적 불편감 노출, 대처양식, 귀인양식 등이 있

병율이 30.9%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의료서비스

다(신연희, 2004; 유성경, 유정이, 2000; Cepeda-

이용실태는 매우 저조했다. 정신질환자로 이환된

Benito & Short, 1998; Cramer, 1999; Kelly & Achter,

모든 환자의 8.9%만이 년간 의사와 정신건강 전

1995; Vogel & Wei, 2005).

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도움추구 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

경우에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 중에

인중의 하나는 성인애착이다(Lopez, Melendez, Sauer,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1/3을

Berger, & Wyssman, 1998). Bowlby(1988)에 따르면

넘지 못한다(Andrew, Issakids, & Carter, 2001). 상담

애착체계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활성화되며, 불

과 같은 전문적 도움 서비스의 이용이 보편화되

안정한 애착의 활성화는 개인의 적절한 도움추구

고 용이한 선진국에서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행동을 방해하며(Florian, Milulincer, & Bucholtz,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움을 추구하지 않는 n

1995), 또 도움을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 Kottler, 1995). ‘서비스 갭(service gap)’ 현상이 발

방해한다(Coble, Gantt, & Mallinckrodt, 1996).

생하고 있다(Brinso

애착의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사람들은 심리적인 서비스를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에 대한 표상과 타인에 대한 표상으로 나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Hinson & Swanson, 1993),

어지는데, 자신에 대한 표상이 부정적일수록 자신

우울증의 치료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응답자 중

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더 크게 지각하고

27.1%는 ‘가족과 의논하겠다’, 22.4%는 ‘휴식 또

(Lopez, Mitchell, & Gormely, 2002), 타인에 대한 표

는 여행을 하겠다’, 25.8%만이 ‘전문가에게 치료

상이 부정적인 사람은 도움을 청했을 때 받을 수

를 받겠다’고 답하였다(윤충한과 김광일, 1991).

있는 도움에 대해 더 작게 지각하게 된다(Lopez

심리적인 서비스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

등, 2002).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이론적 개념을

과 도움을 추구하지 않아 더 심각한 결과를 보여

잘 반영하고 있는 Brennan 등(1998)의 애착척도는

주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 갭 현상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도움추구 행동에 미치는

은 지속된다(조성진, 2004). 결과적으로 전문가들

영향을 잘 설명할 수 있다. Feeney와 Ryan(1994)에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서는 회피형 애착유형을 보인 사람들이 전문적인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개인의 도움추구 행동에

도움추구를 별로 원하지 않았다. Dozier(1990)는 심

영향을 주는 변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한 심리적 장애를 가진 성인 중에 표현된 회피

초기의 연구자들은 도움추구를 예언하는 인구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치료를 거부함을

사회학적인 변인으로 성별, 인종, 교육수준, 사회

보여주었다. Vogel과 Wei(2005)에서도 애착불안을

경제적 지위, 이전 상담경험, 심지어는 종교를 가

보이는 사람들은 도움을 추구하지만 애착회피를

지고 설명하고자 하였다(Cramer, 1999). 하지만 최

보이는 사람들은 도움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에는 심리적 문제에 어려움을 지각하고, 실제

애착회피는 심리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지지의 매

도움추구 행동을 결정하는 것 간에 중재하는 변

개과정을 통해서 도움추구 의도가 증가됨을 보여

인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을 고려한

주었다.

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고통의 수준, 전문적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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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매개 변인을 통한 간접

노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자기

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매개 변인을 심리

노출을 포함한 회피요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적 불편감, 자기노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

의 유의한 예측변인이었으며, 전문적 도움추구 의

폐를 설정하였다. 이들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한

도에 대해서는 여러 변인들 중에 도움추구 태도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

와 자기노출만이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회피형 애

로 이루어졌다.

착유형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파트너에게 노

먼저, 도움추구 의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

출을 덜 하고, 개인적인 주제나 실망스러운 주제

는 변인으로는 심리적 불편감이다. 심리적 불편감

에 대해 이야기를 덜 한다(Kobak & Hazan, 1991).

을 더 크게 지각한 사람일수록 도움추구 행동을

또한 Wei와 Russell, Zakalik(2005)에서도 자기노출

보였으며, 불안정한 성인 애착과 심리적 불편감의

이 애착회피와 우울, 외로움 등을 효과적으로 매

밀접한 관련이 보고되고 있다. 성인애착 차원인

개하였다. 애착회피가 증가할수록 자기노출이 감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우울증, 불안(Lopez 등,

소하고 자기노출의 감소는 외로움과 우울의 증가

2002), 정서적 불편감과 긴장(Collins, 1996), 일반적

를 가져왔다.

인 불편감의 증상(Lopez 등, 2002)들과 같은 다양

은폐성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불안정 애착

한 심리적 어려움과 정적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유형을 강하게 보이는 사람은 자기은폐 경향이

그리고 심리적 불편감에 대한 지각은 전문적 도

강하다는 둘간의 정적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움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필수적으

(Bartholomew & Horowithz, 1991), 자기은폐 성향

로 선행되어 나타나고 있다. 증상에 대해 더 심각

은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 모두에 관련된다

하게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정신 건강 서비스를

(Cramer, 1999; Kahn & Hessling, 2001; Kelly &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epeda-Benito

Achter, 1995). 자기은폐 성향이 낮을수록 심리적

& Short, 1998).

불편감을 증가시키며, 결국 전문적인 도움추구의

성인애착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

가능성을 증가시킨다(Hinson & Swanson, 1993;

면 불안정한 애착유형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제공

Kelly & Achter, 1995; Vogel & Wester, 2003). 하지

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 안정적 애착유형의 사

만 회피형 애착유형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람들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지각한다(임수진, 2003).

개인적인 정보를 감추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자

Larose, Bernier, Soucy와 Duchesene(1999)에서는 회

기은폐 성향은 자신을 솔직하게 들어내야 하는

피형 애착유형의 학생들이 사회적 지지망의 효

전문적 도움추구의 가능성을 낮추었다(Cepeda-

용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대를 보이며, 이러

Benito & Short, 1998). 이렇게 자기은폐 성향에 대

한 부정적 기대는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할 가능

한 연구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성을 감소시켰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에 대한 낮

성인애착은 이렇게 도움추구 의도에 직접적으

은 지각이 심리적 불편감을 증가시키고(Powell &

로 또는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Kotschessa, 1995), 이러한 증가된 심리적 불편감이

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애착의 두 차원인 애

도움추구 태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어떻게 도움추구 의도에 영

(Vogel & Wei, 2005).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애착과 도움추구

Vogel과 Wester(2003)는 상담의 회피요인에 자기

에 대한 연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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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애착과 도움추구 의도의 연구모형

가들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측정도구

하고, 상담의 과정에서도 이들이 지각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성인애착 척도

여진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인애착의 질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Brennan 등(1998)이 개발한 친밀관계 경험검사

다음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 ECR-R)를 국내
에서 김성현(2003)이 번안하고 확증적 요인분석과

방 법

문항반응이론을 통해 타당화한 친밀관계 경험검
사(ECR-R)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36문항으로 7

연구대상

점의 Likert 척도이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2개
의 하위척도를 갖는다. Brennan 등(1998)의 연구에

광주지역 소재 대학교 3곳의 심리학 개론을 수

서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각각에서 Cronbach's ⍺

강하는 학생들과 경영학 이해를 수강하는 학생들

는 .91, .94 를 보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

이었고 458명이 응답하였다. 그 중 전문적 도움추

는 애착불안이 .91이었고 애착회피는 .84로 이었

구 행동 경험이 있는 학생 28명을 제외하고 430

다. 본 연구에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잠재변인

명을 대상으로 기초통계결과를 확인하여 극단치

으로 사용하기위해 Kahn, Spoth, 그리고 Altmaier

에 해당하는 3명을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1998; 이정희, 2004에서 재인용)가 추천한 방법을

427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대상자

사용하였다. 먼저 두 요인을 각각 요인분석한 후

427명 중 남자가 229명(53.6%)이었고, 여자가 198

요인 부하량의 크기에 기초해서 문항에 순위를

명(46.4%)이었다.

매기고 이를 각 요인 부하량의 평균이 유사하도
록 3부분으로 나누었다. 애착불안 1, 애착불안 2,
애착불안 3은 애착불안의 측정변인으로 애착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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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착회피 2, 애착회피 3은 애착회피의 측정변

image: 다른 부호를 가진 같은 요인)가 아닌 전혀

인으로 사용된다.

다른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본 척도는 10문항으로
되어있으며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자기노출 척도

은폐 척도는 자기은폐요인과, 비밀유지 요인으로

자기 노출을 측정하기 위해서 Khan과 Hessling

구성되어 있다. Larson과 Chastain(1990)에서 보고된

(2001)에 의해 개발된 심리적 불편감 노출 척도

Cronbach's ⍺가 .83(N=306)이었으며 4주 간격의

(Distress Disclosure Index; DDI)를 사용하였다. DDI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는 12문항이고,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

Cronbach's ⍺가 .86으로 나타났다.

기노출의 측정변인으로 불편감 노출과 불편감 은
폐를 사용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0(2개월

심리적 불편감 척도

간격)과 .81(3개월 간격)로 나타났으며 DDI의 내

심리적 불편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artone,

적일치도 계수 ⍺는 .92에서 .95로 신뢰롭게 나타

Ursano, Wright & Ingraham(1989)이 개발한 증상 체

났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 계수 ⍺가 .88이

크리스트(Symptom Checklist; SC)를 사용하였다. SC

었다.

는 20문항으로 우울/철회(Depression/Withdrawal), 과
다각성(Hyperalertness), 범불안(Generalized anxiety),

사회적 지지 척도

신체적 호소(Somatic complains)의 4가지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측정하기 위한 척

구성되어 있다. SC는 4점 척도이고 Bartone, Ursano,

도로는 Vaux(1985)가 개발한 Network Orientation

Wright, 및 Ingraham(1989)의 내적일치도 계수 ⍺

Scale(NOS)을 사용하였다. NOS는 사회적 지지망에

는 .90에서 .93으로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86으

대한 긍정적 조망 10문항과 부정적 문항 10문항

로 나타났다.

의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고/ 독
립성(Advisability/Independence), 과거경험(History), 불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척도

신(Mistrust)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Vaux(1985)의 연구에서 NOS의 Cronbach's ⍺는 평

Cash, Begley, McCown, 및 Weise(1975, Vogel 등

균 .74(.60~.88범위)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2003에서 재인용)에 의해 개발된 상담 의도 목록

⍺는 .75이다.

(Intentions of Seeking Counseling Inventory: ISCI)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자기은폐 척도

있으며, Vogel과 Wester(2003)가 4점 Likert 척도로

자기은폐를 확인하기위한 척도는 Larson과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Vogel과 Wester(2003)

Chastain 이 1990년에 개발한 자기은폐 질문지(Self

에서 보고된 ISCI의 내적일치도 계수 α는 .84~.95

Concealment Scale; SCS)를 사용하였다. 자기은폐는

로, 이 연구에서는 3개의 하위요인인 약물복용

개인이 고통스럽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문제(Drug Use Concerns), 학업 문제(Academic

사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감추려는 경향성으로,

Concerns), 심리적/ 대인관계 문제(Psycho logical and

자기노출과는 질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Larson과

Interpersonal Concerns) Cronbach's ⍺는 각각 .64,

Chastain(1990)에서 요인분석결과 거울이미지(mirror

.68,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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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939는 모두 .90 이상이며, RMSEA=.066으로

각 .79, .83, .93이었다.

괜찮은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측정변
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있음으로

연구절차

이러한 측정모형을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검증하
본 연구의 조사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8월

였다.

까지 실시되었다.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3개 대학
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

연구모형 분석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PSS 12.0을 사용하고 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AMOS 5.0을 이용하였다. 연구모

측정모형이 적합하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에 변

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

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구조모형분석을 실시

석을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적합도

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분석결과 χ =492.855

지수 중 표본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

(p<.001)였으며 적합도 지수는 NFI=.981, TLI

을 고려하는 NNFI, CFI, TLI, RMSEA를 사용하였

=.983, CFI=.987은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났고,

다.

RMSEA=.071로 나타나 본 구조모형이 자료를 비

2

모형의 간명성을 추구하기 위해 모형 다듬기를

교적 잘 설명하고 있다. 각 변인들의 경로를 살펴

실시하였다. 모형 다듬기를 실시하여 생성된 최종

보면 17개의 경로 중에 6개의 경로를 제외하고

모형과 최초의 연구모형과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

11개의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살펴보면

때 두 모형은 한 모형이 다른 모형에 포함되어
2

2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χ 차이검사(χ difference

먼저 자기노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에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서 직접 도움추구 의도로 가는 경로들은 모두 유
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직
접적으로 심리적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결 과

유의미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노
출에서 도움추구 의도로 가는 경로는 회귀계수가
.155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측정모형 분석

서 도움추구 의도로 가는 경로의 회귀계수 역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에는 애착불안, 애

.241로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자기은폐에서 도움

착회피, 자기노출, 지각된 사회적지지, 자기은폐,

추구 의도로 가는 경로도 회귀계수가 .150으로 의

심리적 불편감, 도움추구 의도의 일곱 개의 이론

미 있는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심리

변인이 있다. 이들 이론변인간의 양방향적 관계를

적 불편감을 매개로 하여서는 의미있는 영향력을

가정한 측정모형을 구성하고 이 측정 모형의 확

나타냈다. 그리고 애착불안에서 심리적 불편감으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의 적재량은

로 가는 경로는 회귀계수가 .120으로 의미가 없었

.001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였다. 측정모형에 대

고, 애착회피에서 심리적 불편감으로 가는 경로는

2

한 적합도는 χ =422.684 (p<.001)로 유의하게

.080으로 역시 의미가 없었고, 지각된 사회적 지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인 NFI=.909, TLI=.922,

지에서 심리적 불편감으로 가는 경로의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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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의 표준화계수

증가할수록 심리적 불편감은 증가하였다(β=.166,

는 .294로 의미가 없었다.
반면에 유의미한 경로를 살펴보면 애착불안은

p<.05). 도움추구 의도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면,

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자기

심리적 불편감이 증가할수록 도움추구 의도는 증

노출이 증가하였고(β=.358, p<.001), 애착불안은

가되었고(β=.255, p<.001) 애착불안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에는 부적영향을 주어 애착불안이 증

도움추구 의도 역시 증가하였다(β=.342, p<.001).

가할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감소하였다(β=

하지만 애착회피가 증가할수록 도움추구 의도는

.098, p<.05). 애착불안이 자기은폐에는 정적영향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β=-.136, p<.001).

을 미쳐, 애착불안이 증가할수록 자기은폐는 증가
하였다(β=.479, p<.001). 애착회피의 영향을 살펴

모형의 수정

보면, 자기노출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쳐 애착회피
가 증가할수록 자기노출이 감소하였다(β=-.965,

연구모형(최초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모형의 적

p<.001).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영향도 애착

합도는 좋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여

회피가 증가하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감

러 경로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간명도가 높은 최

소하였다(β=-.854, p<.001). 애착회피는 자기은폐

적의 모형(best fitting model)을 구성하기 위해 모

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애착회피가 증가할수록

형 수정을 하였다. 모형의 수정은 모형다듬기를

자기은폐가 증가하였다(β=.311, p<.001). 심리적

통해 실시되었다. 모형다듬기는 자유스럽게 추정

불편감에 대한 경로를 확인해보면, 자기노출이 증

되는 모수를 0으로 설정함으로써, 관련효과를 모

가할수록 심리적 불편감은 증가(β=.323, p<.05)하

형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다(Kline, 1998). 본 분석

였다. 자기은폐 역시 정적영향을 미쳐 자기은폐가

에서는 그림 2에 나타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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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로를 제거한 경쟁모형과 연구모형의 비교

χ2(df)

제거된 경로
H0

⊿χ2(df)

492.855(156)

H1

애착불안 → 심리적 불편감

494.172(157)

1.317

H2

애착회피 → 심리적 불편감

492.943(157)

.088

H3

자기노출 → 도움추구 의도

494.096(157)

1.241

H4

지각된 사회적지지 → 도움추구 의도

494.081(157)

1.226

H5

자기은폐 → 도움추구 의도

496.484(157)

3.629

H6

지각된 사회적지지 → 심리적 불편감

498.333(157)

5.478

500.139(161)

7.284

애착불안 → 심리적 불편감
애착회피 → 심리적 불편감
H7

자기노출 → 도움추구 의도
지각된 사회적지지 → 도움추구 의도
자기은폐 → 도움추구 의도

그림 3. 최종모형의 표준화 계수

표 2. 연구모형과 최종모형의 적합도

χ2(df)

***

2

⊿χ (df)

***

연구모형

492.855 (156)

최종모형

500.139 (161)

***

1.321(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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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개의 경로들을 위계적으로 제거하였다. 그러

논 의

2

면서 χ 통계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가장 간명한 모형을 찾고자 한다.

성인 애착이 도움추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가지 차원에서 살펴보

않은 경로를 하나씩 제거했을 때의 모형(H1~H5)

았다. 애착불안이 도움추구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2

과 연구모형과의 χ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대해 살펴보면, 먼저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애착불

지 않았다. 하지만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서 심리

안이 증가하면 도움추구 의도는 증가하였다. 이는

적 불편감을 제외한 H6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Lopez 등, 1998; Vogel

보여주며 이는 다른 모형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등, 2003). 자신에 대한 불안정한 내적 작동 모델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서 심리적 불편감으로 가는

을 가지고 있는 애착불안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

경로를 제외하고 의미없는 경로를 삭제하였다. 결

한 안정을 찾기 위해 타인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

국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심리적 불편감에 영향

로 한다. 애착불안의 사람들은 타인의 관심과 도

을 주는 경로와 자기은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움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통스러운 사건에 과잉

자기은폐가 각각 도움추구 의도로 가는 경로를

반응 하는 경향이 있다(Cassidy, 2000; Lopez &

2

제거한 H7 모형이 χ 을 줄여주고, 적합도를 비교

Brennan, 2000; 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해 보았을 때 이 최종모형 역시 H0와 통계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괴로움을 부각시켜 자신은 타인의

차이가 없는 모형으로 수용되었다. 이 모형다듬기

도움이 필요하고 타인은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를 통해 수정된 최종모형(H7)을 도출하였으며, 이

생각한다.

최종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

간접적으로 도움추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다. 표 2에 제시된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 보

펴보면 자기노출은 애착불안과 심리적 불편감 사

았을 때 최종모형에서 다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이를 매개하였다. 불안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자

수 있다. 따라서 모형의 적합도를 유지 하면서 간

기노출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통해 고통이 경

명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최종모형이 구성되었

감되는 이점을 얻는다고 하였다. 애착불안의 사람

음을 알 수 있다. 최종모형의 경로를 살펴보면,

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노출을 통하여 도움을

연구모형에 비해 제거된 경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받고자한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역시 애착불안과

경로들이 유의미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리적 불편감 사이를 효과적으로 매개하였다. 불

경로계수 값이 연구모형과 비교해 약간 차이가

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용한 지지자원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이 있더라도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거나

애착불안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자기노출, 지각

부정적으로 지각한다. 이렇게 애착불안의 사람

된 사회적지지, 자기은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들은 부정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였으며

도움추구 의도에 영향을 주었다. 애착회피도 직접

(Sarason 등, 1990) 사회적 지지를 부정적으로 지각

적으로, 자기노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

할수록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기

의 매개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도움추구 의도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한다(Powell

에 영향을 주었다.

등, 1995). 자기은폐 역시 매개효과가 있었다. 자
신에 대한 부정적 내적 작동모델을 가진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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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과 개인적인 정보를 감

의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적 불편감을 다른 유형

추려는 경향이 있다(김주미, 유성경, 2002; Vogel

에 비해 더 낮게 보고 하였다(Buren & Cooley,

등, 2003; Vogel 등 2005). 애착불안을 보이는 사람

2002). 즉 그들은 자신들은 어려움이 없거나 낮기

들은 자신의 부정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숨기려고

때문에 도움추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

노력하고, 이러한 자기 은폐는 타인으로부터 제공

고 애착회피의 사람들은 자기노출에 대해 불편하

될 수 있는 도움을 제한함으로써 심리적인 불편

게 여김(Vogel 등, 2003; Wei 등, 2005)으로써 자기

감을 더 강하게 보고한다(Lopez, 2002). 증가된 심

노출의 잠재적인 이익을 파악하지 못하여 결국

리적 불편감은 도움추구 의도로 이어진다. 심리적

전문적 도움추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은폐

불편감을 높게 지각한 사람일수록 도움추구를 더

에 의한 매개효과는 애착회피가 증가할수록 자기

많이 고려한다(Cepeda-Benito 등, 1998)는 선행연구

은폐가 증가하였고 증가된 자기은폐는 심리적 불

들과 일치하게 본 연구에서도 심리적 불편감을

편감을 증가시켰고 이러한 심리적 불편감은 도움

더 많이 보고한 사람일수록 도움추구를 선택할

추구 의도를 증가시켰다. 애착회피의 사람들은 자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애착불안의 증가는

기은폐와 강한 정적 연관성(Lopez 등, 2002)을 가

도움추구 의도를 직접, 간접적으로 증가시킨다.

지고 있다. 회피가 강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적

자신에 대한 부정적 내적 작동모델을 가지고 있

극적으로 감추려한다. 이렇게 자신을 감추는 사람

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

들은 타인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속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추구한다.

더 많은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러

애착회피가 도움추구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어려움들은 결과적으로 도움추구를 하도록 만

해 살펴보면 먼저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애착회피

들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은폐 경향성이 도움추

가 증가하면 도움추구 의도는 감소하였다. 타인에

구를 방해한다는 Cepada-Benito와 Short(1998)보다는

대한 부정적 내적 작동 모델을 가지고 있는 애착

은폐성향이 심리적 불편감을 증가시켜 도움추구

회피는 타인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며, 자신이 도

를 하도록 이끄는 결과를 보여준 Kelly와 Achter

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적 신

(1995)를 지지한다.

념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타인의 도움

애착회피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자기노출을 통

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타인의 중요성을 평가 절

해서는 도움추구 의도를 감소시켰으나 지각된 사

하하는 경향이 있다(Cassidy, 2000; Lopez 등, 2002,

회적 지지와 자기은폐를 통해서는 심리적 불편감

Mikulincer, 2003).

과 도움추구 의도를 증가시켰다. 타인에 대한 부

애착회피가 도움추구 의도에 미치는 간접적인

정적 내적 작동 모델을 가지고 있는 애착회피의

영향을 매개변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지각된 사

사람들은 타인은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이기

회적 지지는 애착불안과 같은 결과를 보였지만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감추고 이야기하기를 꺼

자기노출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애착회피는

려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적극적인 회피로

자기노출을 감소시켰고, 감소된 자기노출은 심리

인해 심리적인 불편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 불편감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들은 타인을 믿

증가된 심리적인 불편감은 도움추구를 하도록 만

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든다. 애착회피가 강한 사람들은 도움추구를 원하

것을 꺼리고 부인하기까지 한다. 회피형 애착유형

지 않지만, 심리적 고통이 강한 경우에는 도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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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선택하게 된다(Cramer, 1999). 애착회피의 사

보건복지부 (2001). 정신질환 실태 역학 조사. 국립
서울정신병원.

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움을
받고 싶지만 타인의 도움에 대한 부정적 신념 때

신연희 (2005).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서 접근요

문에 그 행동을 선택하지 못하는 접근-회피 갈등

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한국심

상황에 있는 것이다.

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 177-195.

임상가가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게 다가갈 때 그

유성경, 유정이 (2000).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과

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특성을 고려하여 내담자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따라 개입을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9-32

결정할 수 있다. 성인애착과 도움추구 의도에 대

윤충한, 김광일 (1991). 의료 추구행동에 대한 태
도조사. 신경정신의학, 30, 1091-1110.

한 연구는 임상장면에서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임수진 (2003). 성인애착과 사회적지지, 자아 존중

개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감의 관계.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

다음은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이다. 먼저, 연구대상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조성진 (2004). 정신요양 및 부랑인 시설 입소자의

전체의 도움추구 의도 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

정신질환 유형별 분포 및 의료추구행위. 서울

리가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상관관계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에 의존한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되어진 것

Andrews, G., Issakidis, C., &

Carter, G. (2001).

이다. 좀 더 경험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종단적인

Shortfall in mental health service utilization.

연구나 실제 스트레스로 인해 애착이 활성화되는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9, 417-425.

실험 상황을 계획하여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Bartone, P. T., Ursano, R. J., Wright, K. M.,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도가 행동을 가장 잘 예측

Ingraham, L. H. (1989). The impact of a military

(Lopez등, 2002)하기 때문에 도움추구 의도 척도를

air disaster on the health of assistance workers.

사용하였지만 좀 더 경험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7,

실제 전문가에게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을 확인하

317-328.

거나 그 행동을 예측하는 한 단계 나아간 도구를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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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dult Attachment
on The Help Seeking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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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adult attachment on the help-seeking behavior. It was
established the study modeling which shows the direct effect of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as
the qualitative features of adult attachment, and the indirect effect of them by creating the mediate variables
which can mediate adult attachment and help-seeking behavior. The potential mediate variables are the followings;
self-disclosure,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 conceal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questionnaire has carried
out for 427 college students. After exploring the fitness about the study modeling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it presented that the study modeling could fully explain the data, showing a good fitness.
Adult attachment has influenced on help-seeking behavior in the direct and indirect way. Looking on the side of
direct effect, attachment anxiety has a positive effect on help-seeking behavior, whereas attachment avoidance has
a negative influence on it. People having attachment anxiety have pursued the professional help-seeking hehavior,
while people having attachment avoidance have refused it. Examining the effect of potential mediate variables, it
could assume that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influenced on help-seeking behavior through
psychological distress, but they had no direct effect on psychological distress. Self-disclosure,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elf-concealment, however, had an effect on psychological distress.

Key words : Adult Attachment, Help-Seeking Behavior, Self-Disclosure,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Concealment, Di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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