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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착유 형 이 대학 생 활적 응 에 미치 는 영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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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애착 유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영향이 성별 및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의해 중재되는지를 알아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은 대학생 368명(남학생 187
명, 여학생 181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1) 간단한 개인 신상 조사지, 2) 애착 유형 검사, 3) 대학생활
적응 검사 및 4)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검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
에 따라 평균차 검증, 양분상관계수, 효과의 크기의 산출 및 이원변량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
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부모와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한
대학생이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한 대학생에 비하여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안정
-불안정 애착 유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과 상호작용을 보였으며, 그 영향력은 남학생보
다는 여학생에게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안정-불안정 애착 유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생의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과는 상호작용을 보이지 않았으며 영향력에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
의 결과가 가지는 의미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과 함께 이론적·실제적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애착유형, 대학생활적응, 개인주의-집단주의

청소년 발달에 대한 이론(Blos, 1967; Freud, 1969)
은 전통적으로 청소년의 핵심 발달 과업으로 부모
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를 강조해 왔으며 이 발달 과
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
신의 부모와의 유대를 줄이고 부모로부터 자신을
멀리해야 한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부모와 밀접
한 유대를 유지하는 것을 부적응적인 것으로 간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 발달과 적응에
있어 애착, 즉 부모- 청소년 자녀간의 강한 정서적

유대의 역할에 관심이 있는 이론가들(Ainsworth,
1989; Bowlby, 1982, 1988)에 의해 도전을 받아왔다.
애착이론(Bowlby, 1979)은 특별한 사람과 친밀
한 정서적 유대를 찾고,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인간
의 경향성을 개념화하고 인간 발달에 있어 애착 관
계의 역할을 설명하려는 시도로, 영아와 주 양육자
간의 애착 관계의 질에는 개인차가 있고 애착관계
의 질은 영아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아이디
어에 기초하고 있다. 애착이론의 기본 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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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wlby(1982)에 의해 형성되었으나, Bowlby의 이
론을 검증 가능하게 한 사람은 Ainsworth, Blehar,
Waters와 Wall(1978)이었다. 이들은 Bowlby의 이
론을 검증하기 위해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
이라고 명명된 실험실 상황에서 보여주는 영아의
행동에 대한 관찰에 기초하여 애착 관계를 안정 애
착, 불안- 회피 애착, 불안- 양가감정적 애착의 3가
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애착 유형 분류 체
계는 연구자들이 Bowlby의 애착이론의 이론적 가
정을 경험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많은 연구를 촉발시켰다.
애착이론은 영아 및 유아 발달과 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애착 연구는 전통적으로 영아기와 유
아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부모와의 애착관계의 질과 영아 및 유아 발달의 다
양한 측면간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연구 결과는 대
체로 안전한 애착관계가 영아 및 유아 발달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견해를 지지한다(Bretherton,
1985).
애착에 관한 연구는 영아 및 유아 발달에 있어
부모에 대한 애착의 역할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
지만, 애착관계의 중요성은 영·유아기에 국한되지
않고 평생을 통해 지속된다(Ainsworth, 1989; Bowlby,
1979, 1982, 1988). 이에 대해 Bowlby(1982: 207)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모에 대한 유대는 성인기
까지 계속되며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행동에 영향
을 준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어떻게 이후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주는가는 내
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통해 설명
될 수 있다. 내적작동모델이란 아이들이 주 양육자
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
해 가지게 되는 신념과 기대를 말한다(Bowlby,
1973). 자신과 타인에 대한 모델은 일단 형성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평생을 통해 새로운 삶의 경
험에 대한 지각과 해석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아이
의 후속 발달에 영향을 준다(Bowlby, 1973, 1979,
1988). 애착관계가 영·유아기 이후의 발달단계에
서도 중요하다는 애착 이론의 기본적 가정에 따라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이 애착을 청소년 발달 및 적
응의 다양한 측면 예를 들어, 정체감 형성(정정숙,
1994; Quintana & Lapsley, 1987), 사회적 능력(Rice,
Cunningham, & Young, 1997), 심리적 복지(Kenny
& Perez, 1996), 자기존중감(장휘숙, 1997; Rice &
Cummins, 1996), 문제해결(Brack, Gay, & Matheny,
1993) 등과 관련하여 연구하여 왔다.
이처럼 애착은 다양한 청소년 발달 및 적응 변인
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으나, 연구자들로부터 가
장 많은 주목을 받은 변인은 대학생활적응이다. 이
변인이 연구자들로부터 특별히 주목을 받은 이유는
대학생활이 유아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insworth
et al.,(1978)이 개발한 낯선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
아(Kenny, 1987), 애착의 유용성을 탐색하는 데 적
절하기 때문이다. 부모에 대한 안전한 애착이 청소
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애착 이론(Ainsworth, 1989; Bowlby, 1988)에 근거하여, 많은 연
구자들(Kalsner & Pistole, 2003; Kenny & Donaldson, 1992; Lapsley & Edgerton, 2002; Lapsley,
Rice, & FitzGerald, 1990; Palladino & Blustein,
1994; Rice, FitzGerald, Whaley, & Gibbs, 1995;
Rice & Whaley, 1994)이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애
착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연구 결과
는 대체로 안정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 이론의 기본 가정
을 지지한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와 관련된 문헌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
째, 이 분야의 선행 연구는 애착을 유형으로 구분하
지 않고 단순히 애착의 정도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만을 다루었다는 것이다. 예들 들어, Kenny와
Donaldson(1992)은 1학년 여대생을 대상으로 PAQ
로 측정된 애착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를 조사하
여, 애착이 학업 및 개인-정서적 적응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애착을 유
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애착의 정도에 따라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는 이런 식의 연구는 대학생
활적응에 있어서의 애착 관계의 역할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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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보만을 제공해 줄 뿐이다. 애착 이론의 유용성
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애착의 정도보다는
애착의 유형에 따른 적응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
요하다.
애착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두 번째 제한점은 이들 두 변인간의 관계에
있어 성차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여성의 심
리적 발달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Gilligan, 1982; Josselson, 1988; Miller, 1976; Surrey,
1991)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은 발달 경로가 다르다
고 한다. 즉, 남성들은 자율, 독립, 분리의 방향으로
심리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반면 여성은 애착, 관계,
친교, 유대의 방향으로 심리적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애착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발
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아래 몇몇 연구들(조수진,
1999; Kalsner & Pistole, 2003; Palladino &
Blustein, 1994; Rice & Whaley, 1994)이 애착과 대
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차를 탐색하였
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Rice와 Whaley의 연
구에서는 애착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적응과 더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
적으로 Palladino와 Blustein의 연구에서는 여학생
의 경우 애착은 대학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으나 남학생의 경우 적응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애착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차에 관한 연구는 또한 애착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 양상만을 조사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애착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애착의
영향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애착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
구의 세 번째 제한점은 이들 두 변인간의 관계에 있
어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과 관련이 있
다. 애착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
구는 대부분 미국의 백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루어졌다. 애착이론가들(Ainsworth, 1989; Bowlby,
1988)은 애착 이론이 문화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함
을 주장하나, 애착의 역할은 문화적 요인에 따라 달
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많은 학자들
(Kalsner & Pistole, 2003; Kenny & Donaldson,
1992; LeVine & Miller, 1990; Palladino & Blustein,
1994)이 반복적으로 지적하여 왔다. 국내에서 수행
된 몇 편의 연구(백지숙, 2000; 조수진, 1999; 최은
실, 2001)는 대체로 애착과 대학생활적응간에는 유
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애착 개
념이 우리 문화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
초로 애착 이론이 범문화적으로 적용가능하다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연구로
는 애착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화
적 요인의 영향 여부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
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객
관적인 분석 틀이 필요하다.
비교문화 관점에서 1980년대 이후 개인주의- 집
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 이론이 문화의
영향을 고찰하는 주요 잣대로 사용되어 왔다. 개인
주의- 집단주의 이론은 Hofstede (1980)의 초기 연
구 이후 인간의 행동, 정서, 동기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을 탐색하는 주요 차원으로 간주되어 왔다
(Hue, 1988; Markus & Kitayama, 1991, 1994;
Triandis, 1989; Triandis, Bontemn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Triandis & Gelfand, 1998;
Triandis, Leung, Villareal &, Clark, 1985). 개인주
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심, 개인의 목
표와 신념, 개인적 만족 등을 강조하며(Hue, 1988;
Schwartz, 1994; Triandis et al., 1988), 집단주의 문
화에서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일차적인 특
징으로 하여 집단의 정체감에 동화된 사회적·개인
적 정체감의 형성, 상호의존성 및 집단의 통합과 조
화, 대인관계, 가족의 안녕, 부모와 연장자에 대한
존경 등(Hofstede, 1991; Hue, 1988; Triandi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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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ndis et al., 1988)이 강조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집단주의 문화로 분
류된다.
한편으로 개인주의- 집단주의 틀은 동일 문화권
에 속해있는 개인의 행동, 태도 또는 사고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Triandis et
al.,(1985, 1988)은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의 개인차
를 나타내기 위하여 개인주의 성향자(idiocentrism)
와 집단주의 성향자(allocentrism)라는 용어로 구별
한 바 있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개념을 적
용한 연구들(김은진, 2001; 한규석, 1991; 한성열·
이흥표, 1995; Chung, 1994; Markus & Kitayama,
1991; Triands et al., 1985)은 이러한 개인수준에서
의 성향 차이에 따라 동조성향, 소외감, 고립감, 아
노미 등을 지각함에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개인주의- 집단주의 차원은 서구의 개인주
의 문화와는 다른 집단주의 문화로 일컬어지는 우
리 사회의 문화적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분석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 개인이 지
니는 내적기제로써의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이
갖는 영향력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인주의- 집단주의를 애
착 및 대학생활적응과 관련시킨 연구는 없다. 이상
에서 진술한 연구의 필요성과 이론적 근거에 기초
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애착 유형에 따라 대학생활적응
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모와의 애착 유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
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부모와의 애착 유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
치는 영향은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차이
가 있는가?

방 법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P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이었다. 본 조사에 앞서

연구에 사용될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소요시간을 알
아보기 위해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고 있는 4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분석
결과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아동발달과 교육이라는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442명에게 실시하였다. 442명의 자료 중 불성
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모든 문항에 답하지 않은 24
명의 자료는 제외시켰다. 애착 연구에서는 가족 형
태가 중요한 가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이혼/ 별거 가정과 편부/ 편모 가정의 학생 50명의
자료 또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368명
(남학생 187명, 여학생 181명)이 본 연구의 최종 분
석 대상이었다. 최종 분석 대상의 연령은 18에서 27
세의 범위에 있었고, 학년은 1학년 218명(59.0%), 2
학년 79명(21.5%), 3학년 37명(10.1%), 4학년 34명
(9.2%)의 분포를 보였다.
도구
애착유형 검사
대학생들이 부모와 형성한 애착 유형을 측정하
기 위하여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내적
작동모델에 기초하여 개발한 애착관계검사(Relationship Questionnaire; RQ)를 연구자가 직접 번안
하여 사용하였다. RQ는 성인 애착을 안정형(secure), 무시형(dismissing), 몰두형(preoccupied), 두
려움형(fearful)의 4가지 유형으로 측정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안정형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 대한 긍정
적 견해와 관련되고, 무시형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관련되며, 몰두
형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타인에 대한 긍정
적 견해와 관련되고, 두려움형은 자신과 타인 모두
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관련된다. RQ는 4가지 애착
유형 각각을 기술하는 4개의 진술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검자는 먼저 이중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
는 진술문 하나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진술문 각각
에 대해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7점 척도
로 평정한다. 이들 4가지 애착 유형 중에서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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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수를 부여한 유형이 그 사람의 애착 유형이 된
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 개발자의 제언을 따라 2가
지 이상의 유형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 참가자의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RQ의 타당도는
많은 연구(Bartholomew & Horowitz, 1991; Brennan
& Shaver, 1998; Carnelley, Pietromonaco, & Jaffe,
1994; Levy, Blatt, & Shaver, 1998)에 의해 높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 4가지 애착 유형은 단일 진술문에
의해 측정되기 때문에 유형별 척도의 신뢰도는 산
출되지 않는다.
대학생활적응 검사
대학생활적응은 Baker와 Siryk(1984)에 의해 개
발된 대학생활적응 척도(SACQ;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를 정은희(199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ACQ는 총 67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검사로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 정서적 적응 및 기관애착의 4가
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적 적응(24 문
항)은 대학생활의 교육적 요구의 다양한 측면을, 사
회적 적응(20문항)은 대학생활의 대인관계와 사회
적 요구의 다양한 측면을, 개인- 정서적 적응(15 문
항)은 학생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그리고 기관
애착(15 문항)은 현재 재학중인 대학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하위 척도 중
사회적 적응 척도와 개인-정서적 적응 척도만을 사
용하였다. SACQ는 전혀 그렇지 않다(1) 에서 매우
그렇다(9) 까지의 Likert식 9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
으며, 각 척도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척도
및 각 하위 척도에 대한 문항 내적 합치도 계수는
.78～.92의 범위에 있으며, 본 연구의 참가자들을 대
상으로 한 정서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에 대한 문항
내적 합치도 계수는 .81과 .84이었다.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 검사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1995)가 개

발한 개인주의- 집단주의 척도(Individualism Collectivism Scale; INDICOL)를 연구자가 직접 번안
하여 사용하였다. 원 검사의 경우 4가지 세분화된
하위척도(수평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개인주의, 수
평적 집단주의와 수직적 집단주의)를 지니고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다만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자
로 양분화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
다(1)에서 매우 그렇다(7)까지의 Likert식 7점 척도
를 사용하였으며, 4개 하위척도에 따라 각각 8문항
으로 구성되어 전체 32문항으로 되어있다. 연구대
상별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차원에 따른 점수를
산출한 다음,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자의 구분은
대체로 두 차원에서 보다 높은 점수에 따라 분류하
고 있음에 비추어(예, 김은진, 2001; 오정란, 1999;
한규석·오점조, 1993) 본 연구에서도 보다 높은 점
수를 지니는 차원에 따라 개인주의 성향자 혹은 집
단주의 성향자로 구별하였다. 본 연구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문항 내적 합치도 계수는 개인주의 척
도의 경우 .82, 집단주의 척도의 경우 .83이었다.
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에 따라 평균차 검증(tT est), 양분상관계수(biserial correlation coefficient; rb ), 효과의 크기(effect size)의 산출 및 이원
변량분석(Two- way ANOVA) 방법을 사용하여 통
계적 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정 애착유형 집단과 불
안정 애착유형 집단간에 대학생활적응(개인- 정서
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점수에 대하여 평균차 검증
과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효과의 크기 또한 검증
하였다. 평균차 검증은 평균점수의 차이 유무만을
보여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효과의 크기 검
증은 비교하고자 하는 두 집단에서의 종속변수의
점수의 차이를 정규분포상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비
교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Gall, Gall &
Borg, 1999). 효과의 크기의 유의성 판단은 Gall 등
의 권고에 따라 .33의 값에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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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와 3을 분석하기 위하여 애착유형×
성별 및 애착유형×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
라 대학생활적응 점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
하여 상호작용 여부를 살펴보았으며, 추가적인 분
석을 통하여 성별 및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
른 하위집단간 평균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
제 1의 분석 방법과 마찬가지로 상관계수 및 효과
의 크기 또한 산출하였다. 검증 결과의 유의성은 모
두 .05의 유의도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움형과 몰입형은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기에는 사
례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 분
석에서는 이들 2유형과 무시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불안정 애착형으로 묶어 안정 애착형 대 불안
정 애착형으로 이원화하였다.
부모와의 애착유형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수준의
차이
부모와의 애착 유형에 따라 대학생활적응 수준
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안정 애착 집단과 불안정
애착 집단간에는 개인- 정서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
평균점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차례로 t=3.50, p<.01과 t=4.01, p<.001).
상관계수의 크기 또한 .05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
미하였으며, 효과의 크기는 기준치 .33을 넘어 안정
애착 집단과 불안정 애착집단간에는 적응수준에서

결 과
예비분석 결과
애착유형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대학생들의 부
모에 대한 애착유형별 분포를 제시하면 표 1과 같
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제안한 4가지 애착 유형 중 두려
표 1. 연구대상 대학생들의 부모와의 애착유형 분포
4유형
안정형

2유형

두려움형

몰입형

무시형

안정 애착형 불안정 애착형

N

%

N

%

N

%

N

%

N

%

N

%

전 체
남학생
여학생

223
105
118

(71.5)
(67.3)
(75.6)

17
10
7

(5.4)
(6.4)
(4.5)

10
8
2

(3.2)
(5.1)
(1.3)

62
33
29

(19.9)
(21.2)
(18.6)

223
105
118

(71.5)
(67.3)
(75.6)

89
51
38

(28.5)
(32.7)
(24.4)

전 체
개인주의
집단주의

218
53
165

(71.7)
(57.6)
(77.8)

16
6
10

(5.3)
(6.5)
(4.7)

10
4
6

(3.3)
(4.3)
(2.8)

6.
29
31

(19.7)
(31.5)
(14.6)

218
53
165

(71.7)
(57.6)
(77.8)

86
39
47

(28.3)
(42.4)
(22.2)

표 2. 애착유형간 대학생활적응 점수의 차이 검증 및 상관계수와 효과의 크기

*

적응영역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rb

효과의크기

개인- 정서적 적응

안정 애착형
불안정 애착형

221
87

82.08
75.33

18.45
13.73

3.50* *

.17*

0.42

사회적 적응

안정 애착형
불안정 애착형

216
88

96.19
86.62

19.57
16.96

4.01* **

.23*

0.52

p < .05 * *p < .01

**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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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부모와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할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함을 나타낸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동일한 애착유형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와의 애착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에 따라 서로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별에

부모와의 애착 유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서의 성차

따른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남
학생과 여학생을 구별하여 애착유형에 따른 두 집
단간 대학생활 적응점수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는 표 4와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
및 그림 2와 같다.
표 4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안정 애착형 집

부모와의 애착유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
향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애착유형×성별에 따라 대학생활적응 점
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상호작용 여부
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애착유형과 성별
간에는 개인- 정서적 적응영역에서 상호작용 효과
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4.77, p<.05). 이는

단과 불안정 애착형 집단간에는 사회적 적응수준에
서만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나타내었으나(t=3.01,
p<.05), 여학생의 경우 개인- 정서적 적응(t=4.26,
p<.001)과 사회적 적응(t=2.67, p<.05) 모두에서 유
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

표 3. 애착유형과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점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적응영역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개인- 정서적 적응

애착유형
성별
애착유형×성별

3086.18
208.36
1408.97

1
1
1

3086.18
208.36
1408.97

10.46* *
.71
4.77*

사회적 적응

애착유형
성별
애착유형×성별

5735.86
60.27
12.19

1
1
1

5735.86
60.27
12.19

16.05* *
.17
.03

*

p < .05 * *p < .01

표 4. 성별에 따른 애착유형간 대학생활적응 점수의 차이 검증 및 상관계수와 효과의 크기
적응영역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rb

효과의 크기

개인- 정서적 적응

안정 애착형
불안정 애착형

104
49

80.52
78.22

18.56
13.23

.87

.06

0.14

사회적 적응

안정 애착형
불안정 애착형

102
50

96.95
86.86

20.79
16.13

3.01* *

.24*

0.55

개인- 정서적 적응

안정 애착형
불안정 애착형

117
38

83.46
71.60

18.32
13.62

4.26* **

.28*

0.74

사회적 적응

안정 애착형
불안정 애착형

114
38

95.52
86.32

18.47
18.20

2.67

*

0.50

남학생

여학생

*

p < .05 * *p < .01

**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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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부모와의 애착 유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서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차이
부모와의 애착유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
향이 대학생의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애착유형×개인주
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대학생활적응 점수에 대
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상호작용 여부를 분석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애착유형과 개인
주의- 집단주의 성향은 개인-정서적 적응 및 사회
적 적응영역 모두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각각 F =.79, p>.05와 F =.50, p>.05). 이
는 동일한 애착유형을 지니고 있다면 대학생의 개
인주의- 집단주의 성향에 상관없이 유사한 적응수
준을 나타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주의 성향자
와 집단주의 성향자를 구별하여 애착유형에 따른
두 집단간 대학생활 적응점수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
림 3 및 그림 4와 같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주의 성향자의 경우
안정 애착형 집단과 불안정 애착형 집단간에는 사
회적 적응수준에서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나타내었

그림 1. 애착유형과 성별에 따른 개인-정서적 적응
점수

그림 2. 애착유형과 성별에 따른 사회적 적응 점수

관계수 및 효과의 크기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
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와의 애착이

고(t=2.10, p<.05), 집단주의 성향자의 경우 개인- 정
서적 적응(t=2.95, p<.001)과 사회적 적응(t=2.78,

표 5. 애착유형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점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적응영역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개인- 정서적 적응

애착유형
성향
애착유형×성향

1385.30
712.12
231.16

1
1
1

1385.30
712.12
231.16

4.73
2.43
.79

사회적 적응

애착유형
성향
애착유형×성향

4152.82
1225.77
.50

1
1
1

4152.82
1225.77
.50

11.63* *
3.43
.00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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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모두에서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여주었
다. 이러한 결과는 상관계수 및 효과의 크기 분석에
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주의 성향자 혹
은 집단주의 성향자 집단내에서는 애착유형에 따라
적응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그러나 앞선 표 5의 변량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착유형×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
모와의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
주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그림 3. 애착유형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정
서적 적응 점수

그림 4. 애착유형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사
회적 적응 점수

논 의
본 연구는 애착 유형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
와 이들 두 변인간의 관계에 있어 성별과 개인주의
- 집단주의 성향의 중재 역할을 밝힐 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
약될 수 있다. 첫째, 부모와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
성한 대학생이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한 대학
생에 비하여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안정- 불안정 애착 유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
치는 영향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안정- 불안정 애착 유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생의 개인주의- 집단주
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아래에서는 통계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가지는 의

표 6.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애착유형간 대학생활적응 점수의 차이 검증 및 상관계수와 효과의 크기
적응영역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rb

효과의 크기

개인- 정서적 적응

안정 애착형
불안정 애착형

52
37

77.37
74.38

16.34
14.96

.88

.09

0.19

사회적 적응

안정 애착형
불안정 애착형

52
39

92.54
83.74

21.76
16.77

2.10

.22

*

0.46

개인- 정서적 적응

안정 애착형 164
불안정 애착형 47

83.05
75.94

18.71
13.19

2.95* *

.17*

0.45

사회적 적응

안정 애착형 159
불안정 애착형 46

97.17
88.56

18.82
17.32

2.78

*

0.48

개인주의 성향자

집단주의 성향자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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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좀 더 상술하고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정서적 및 사회적 적응은 이들이
자신의 부모와 가지는 애착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
었다. 즉 부모와 안정된 애착 관계를 보여준 대학생
은 일반적으로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경향을
보였고,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한 대학
생은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평균차 검증결과, 안정 애착 집단이 불안
정 애착 집단에 비하여 개인- 정서적 적응(안정 애
착형 M= 82.08, 불안정 애착형 M=75.33) 및 사회적
적응(안정 애착형 M=96.19, 불안정 애착형 M=86.62)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사실에
서 알 수 있다. 효과의 크기 검증 결과는 이러한 점
수 차이의 정도가 실제적 유의성(practical significance)을 가질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효
과의 크기는 개인- 정서적 적응의 경우 .42, 사회적
적응의 경우 .52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규분포에서
각각 33.7%, 30.2%에 해당되는 값이다. 다시 말하
면, 안정 애착 집단에 속한 대학생이 개인-정서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 영역에서 보인 평균(상위
50%) 점수는 불안정 애착 집단의 점수 분포 내에서
는 각각 상위 33.7%, 30.2%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 유형에 있어서의 개인차가
적응 결과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예언한다는 애착
이론(Ainsworth et al., 1989; Bowlby, 1988)의 기본
가정을 지지한다.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 관계가 대
학생활적응에 중요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 분
야의 많은 선행연구 결과(백지숙, 2000; 조수진,
1999; 최은실, 2001; Kalsner & Pistole, 2003;
Kenny & Donaldson, 1992; Lapsley et al., 1990;
Rice et al., 1995)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분야의 선행 연구와는 달리 애착을 유형으로 구분
하여 살펴봄으로써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의 애착
이론의 유용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적
으로 고찰해 볼 때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년기의 적

응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며, 애착 이론은 대학생의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유
용한 틀을 제공해 준다 하겠다.
둘째, 부모와의 애착 유형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 있어 성별의 중재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동
일한 애착유형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와의
애착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별적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먼저 이원변량 분석의
결과에서 개인- 정서적 적응영역에서 애착유형과
성별간에는 유의미한 교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 유형이 안
정 애착형이냐 혹은 불안정 애착형이냐에 따라 적
응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점수의 폭 또
한 크지 않으나(안정 애착형 M=80.52, 불안정 애착
형 M=78.22), 여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 유형이
안정된 집단의 경우, 안정 애착형을 지닌 남학생에
비하여 보다 높은 적응점수(M=80.52)를 보이지만,
불안정 애착 유형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안정 애착형 남학생에 비하여 훨씬 낮은 적응점
수(M=71.61)를 보였다. 또한 평균차 검증의 결과와
효과의 크기 검증 역시 남학생의 경우 안정 애착 집
단과 불안정 애착형 집단간에는 사회적 적응 점수
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거나 효과의 크기가 관
찰되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개인- 정서적 적응과 사
회적 적응 점수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 및 유의미
한 효과의 크기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하여
애착유형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대학생활적응에 훨
씬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이 남성보다는 여성 발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여러 학자들(Gilligan, 1982;
Josselson, 1988; Miller, 1976; Surrey, 1991)의 견해
와 많은 선행 연구(Kalsner & Pistole, 2003;
Kenny, 1987; Kenny & Donaldson, 1992; Rice &
Whaley, 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렇게 볼
때 여성의 심리적 성숙을 심리적 분리를 준거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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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심리적 성숙은 성에 따라
다른 잣대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그
러나 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은 성에 따라 차이가 없
다는 조수진(1999)의 연구 결과와 애착은 여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는 상관이 없으나 남학생의 대학생
활적응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는 Palladino와
Blustein(1994)의 상반되는 연구 결과도 있어 현재
로서는 애착과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의 성별에 대
한 명확한 결론 도출은 어렵다.
셋째, 부모와의 애착 유형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 있어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의 중재 효과
를 분석한 결과는 가설과 일치하게 유의미한 상호
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주의- 집단주의
차원이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잣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과
는 애착이 문화(적어도 개인주의-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할 경우)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적응기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개인주의 문화로
분류되는 서구사회이던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되는
동양사회이던 간에 애착은 자생적인 문화 토양과는
무관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애착과 대
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외국의 연구 결과
(Kalsner & Pistole, 2003; Kenny & Donaldson,
1992; Lapsley & Edgerton, 2002; Lapsley et al.,
1990)와 국내의 연구결과(백지숙, 2000; 조수진, 1999;
최은실, 2001)가 일관성이 높음도 이를 보여주는 것
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곧바로 애착기제의
범문화적 보편성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를 요한
다. 왜냐하면 개인주의- 집단주의 차원이 문화차이
를 반영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의 주창자인 Hofstede
(1980, 1991)는 문화비교를 위한 틀로서 개인주의집단주의 외에 권력의 편재(Power Distance), 모호
성의 회피(Uncertainty Avoidance), 남성가치(Masculinity)라는 다른 3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문화요소로서의 개인주의- 집단주의를 다루

긴 하나, 엄밀한 문화비교 차원이기보다는 한 개인
의 문화성향으로서의 개인주의- 집단주의를 다루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만 개인주
의- 집단주의 성향과 관련하여 애착기제가 갖는 보
편성의 한 증거로 제한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원변량분석 결과와는 별도로 수행된 평
균차 검증 결과 개인주의 성향자나 집단주의 성향
자 모두에서 불안정 애착 집단은 안정 애착 집단에
비하여 개인- 정서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 점수에서
유의하게 낮아지긴 하나, 집단주의 성향자는 개인
주의 성향자에 비하여 일관성있게 높은 점수를 유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의 경우,
안정 애착- 개인주의 성향자가 M=92.54임에 비하여
안정 애착- 집단주의 성향자는 M=97.19, 그리고 불
안정 애착- 개인주의 성향자가 M=83.74임에 비하여
불안정 애착- 개인주의 성향자는 M=88.57을 나타내
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
이 애착유형과 상호작용은 없다하더라도 개인주의
- 집단주의 성향 자체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독립적인 변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후속 연구는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 자체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사회적 장면에서
의 적응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
련된 상담 실제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개인- 정서적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학교생
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상담할 때, 상담
자는 이들이 자신의 부모와 맺고 있는 애착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애착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더 중요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 볼 때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호
소하는 내담자를 상담하는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셋째, 대학생활적응은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
구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상담자는 부모와의 애착관
계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
의 정도 또한 초기 단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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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의미를 이론적·
실제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갖는 몇 가지 제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에서는 애착 유형을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의 2가지로만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조사
대상자의 특성으로 Bartholomew와 Horowitz(1991)
의 분류처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에는 유형별
분포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애착 유형과 대학
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후
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표집을 통해
애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에서는 애착 유형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 있어
부와 모의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를 분리하여 애착유형을
구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검토해 볼
때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
이 더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Rice et al., 1997)도 있
으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
(Palladino & Blustein, 1994)도 있어 후속연구에서
는 부와 모를 구분하여 애착 유형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 구조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부모가 이혼 혹은 별거 중에 있거나, 편부·편
모하에 있는 학생들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이들에게도 적용가능한지
는 알 수 없다. 이혼 가정이나 별거 가정이 증가하
고 있는 최근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개인주의
- 집단주의 차원에 따른 분석과 관련하여 최근의 연
구는 개인주의나 집단주의 성향도 수직·수평적 개
인- 집단주의로 세분화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Triandis & Gelfand, 1998), 한국인의 선호가치 또
한 이러한 수준에서 고찰되고 있으나(예, 한규석·
신수진, 1999),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개인주의- 집
단주의 성향자로만 구분하였다. 보다 세분화된 분
류에 의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
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무엇보다 부모

와의 애착을 유형으로 구분하여 대학생활적응을 살
펴보았다는 점과 이 분야의 선행 연구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던 성과 문화적 요인의 중재 역할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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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Attachment Style on College Adjustment:
The Role of Idiocentrism-Allocentrism and Sex
Hee-Yeo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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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 on college adjustment
and whether the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 on college adjustment differ according to
idiocentrism-allocentrism and gender. Participants were 368(male, 187; female, 181) college
students from intact families. Participants completed 1) a brief demographic data questionnaire, 2)
the Relationship Questionnaire, 3) Personal-Emotional and Social subscales of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and 4) the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Scal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biserial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effect size and Two-way 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llege students who have secure attachment relationship showed higher level of
college adjustment than those who have insecure attachment relationship.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interacting effects between attachment style and gender a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 on college adjustment according to
gender. That is, women rather than men were more influenced by attachment style thy have with
their parents in terms of college adjustment. Third,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acting effects between attachment style and college adjustment according to idiocentrismallocentrism.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theory of adolescent development and counseling
practice were discussed with recommendation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attachment style, college adj ustment, individualism-colle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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