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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적응적 방어기제의 조절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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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병 훈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 적응적 방어기제,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특히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적응적 방어기제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 1, 2학년 남녀 학생 405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애착과 적응적
방어기제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적응적 방어기제는 애착과 학교생활적응에 조절변인으
로 작용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학업적응, 학교 환경 및 일반적응과의 관계에서 적응적 방어기
제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둘째, 조절효과의 양상을 확인해본 결과, 적응적 방어기제 수준이 높
은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학업 및 사회, 학교 환경 및 일반적인 생활영역에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적응적 방어기제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사회나 학교 환경 및 일반적인 생활영역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학업
적인 면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에 있어서 적응적인 방어기
제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었을지라도 학교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어서 교육 및 상담 장면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애착, 학교생활적응, 적응적 방어기제,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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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
표한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의하면, 2010년 한
해 38,887명이 고등학교 입학 후 학업을 중단하였
고, 이들 중 무려 45.1%에서 학업 중단의 이유가
학교생활부적응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
라 고등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경쟁 지향적 학교
환경 속에서 압박감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높은 불안 수준, 부정적인 자아상, 학
습동기 저하 및 기본 심리적 욕구의 불만족 등을
경험하는 반면, 정서적 안정과 학교적응력은 부족
하고 낮은 행복감을 경험하고 있다(김아영, 이명
희, 2008; 소연희, 2007; 신유정, 2011). 청소년기는
심리적 독립과 더불어 성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비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청소년의 성장과 적응 문제에 관해 심각하게 고
민해야 할 시점이다. 청소년기의 학교 적응 여부
는 현재의 삶 뿐 아니라 성인기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백혜정, 2007), 사회인
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심리적 안
녕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이들의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 중 중요하게 간주되는 변인이 바로 양육자
와의 정서적 유대 혹은 결속을 의미하는 애착
(attachment)이다(홍성훈, 김희수, 200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
아존중감은 물론 생활에서의 만족과 깊은 관련
이 있음(Armsden & Greenberg, 1987)이 확인되었고,
안정된 애착이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적응이나 안
녕과 관련되며(Paterson, Pryor, & Field, 1995; 장휘
숙, 1997), 불안정 애착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괴로움과 연관되어 있다(Roberts, Gotlib, &
Kassel, 1996). 또한 가정에서 양육자와 형성한 관
2011

계의 질이 학교를 포함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힌 연구결과들(안명희, 최해림,
2004; Shek & Ma, 2001) 역시 애착과 학교 적응간
의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애착
은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인
동시에 타인과의 신뢰감을 형성하게 하는 밑바탕
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스스로 대
처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려는
욕구 및 대처행동과도 관련이 있다(길문주, 이동
귀, 2010). 따라서 어린 시절 부모 또는 주 양육자
아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 뿐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통제력
과 대처방식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고 예방적․
치료적 개입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부모와 형성한
애착의 특성에 관해 세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행된 애착과 적응에 관한 연
구는 주로 대학생(장연주, 2007; 장석진, 연문희
2009; 김경미, 2010; 황수민, 2010)과 아동(정세화,
2003; 유병선, 2008; 박민지, 2010; 모정은, 2011),
혹은 상담에 오는 청소년 내담자(김지민, 장재홍,
2009)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어 청소
년들이 지각한 애착과 학교 적응의 관계를 면밀
히 살펴보는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Bowlby(1973)는 생애 초기에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가지게 되는 신
념과 기대인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
을 통해 성인기까지 지속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생 초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양식
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지속성을 지니는 안정된
기제로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자기가치, 대인관계,
스트레스 조절, 적응 유연성 등 개인의 심리적 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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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01). 그러나 적응의 위험요인에 속하는 심각
한 부부 간의 불화, 어머니의 정신과적 장애, 부
모의 부적응 행동 등(Rutter, 1979; Germezy, 1985)
은 영․아동기 부모와의 애착을 방해하는 동시에
개인적 취약성으로 작용하여 각 발달단계에서의
과업달성이나 적응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
런데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과 관계되는
개인 또는 환경적인 특성인 위험요인(Compas,
Hinden, & Gerhardt, 1995)이 농후한 환경에 처했음
에도 불구하고 발달상 문제를 보이지 않고 적응
을 잘하는 탄력적인 아이들도 있다는 사실
(Garmezy, 1985; Rutter, 1979; Werner & Smith,

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이 처
한 위험 상황에서도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시켜
문제 행동을 낮추는 변인, 즉 보호요인이 존재함
을 예측하게 한다(김택호, 2004). 요컨대, 불안정
애착이 우울, 불안 및 비행 등의 문제행동에 영향
을 주더라도(박지언, 이은희, 2008; 이소희, 노경
선, 손석한, 옥정, 김광일, 2002) 일부 청소년들은
개인적 속성을 통해 스스로 당면한 위기 상황을
중재 혹은 조절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응 및 삶의 행복과 관련되
는 것으로 개념화되는 성숙한 자아방어기제에 대
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Vaillant(1976)는 방어의 위
계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개별 방어기
제들이 성숙성 위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성숙한 자아방어기제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이런 방어기제에는 이타주의, 금욕주의, 유머, 승
화와 같은 유형이 포함 된다고 개념화하였다. 국
내에서 방어기제의 성숙성 위계에 관한 경험연구
를 보면, 조성호(1999)는 한국판 방어유형 질문지
의 타당화 연구에서 16개의 방어기제들을 미성숙,
적응적, 자기 억제적 및 갈등 회피적 방어기제로
1982)

분류했다. 이 연구에서 명명된 적응적 방어기제는
자존감, 문제집중적 대처, 정서 완화대처와는 정
적인 상관을, 상태 및 특성불안, 신경증적 경향성,
정신병적 경향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응적 방어기제는 내적인 충동이나 욕
구를 적응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며, 갈
등을 왜곡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통합․완화한다
고 밝혀진 Vaillant(1992)의 성숙한 방어기제와 그
의미 측면에서 상통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적응적 방어기제’라는 용어로 통일해
서 사용하기로 한다.
방어기제는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완
화, 적응하기 위해 작동되는 적응기제로(김인아,
2008),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방법의
한 방편으로 기능할 뿐 아니라 신체적․심리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Inlievich & Gleser, 1986).
적응적 방어기제(Cramer, 2000, 2006; Vaillant, 2000)
는 불안 또는 심리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을 보호
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되며, 개인의 삶의 만족
도나(김정욱, 2003), 심리적 적응성과도 관련이 있
다(Perry, 1993; Willick, 1995). 특히 부모와의 안정
적인 상호작용은 적응적 방어기제 사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불안한 상황에
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김정
애, 1994). 한편 변화의 격동기인 청소년기에 적응
적 방어기제가 발전한다는 점과(Vaillant, 1976), 미
성숙한 방어기제보다는 적응적 방어기제가 스트
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윤선
아, 안귀여루, 박영숙, 2008) 청소년 시기에 경험
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대
처양식으로서 적응적 방어기제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적응
적 방어기제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관련성
을 검토해보는 것은 청소년들이 문제 상황에서
융통성 있는 대처를 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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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용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청소년의 방
어기제에 관한 연구는 비행, 대인관계문제,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에 방어기제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 확인하거나 학교 적응과의 관계를 검증 했
을 뿐 애착과 학교생활적응 사이에서 적응적 방
어기제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이는 주로 불안정 애착이 두드러지는 청소년을
상담할 때 어떤 점에 주목해서 개입을 하는 것이
이들의 학교적응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문
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가교로 인식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 수준에 대해 확
인하고, 그 다음 개인의 성격특성으로서 방어기제
가 성숙할수록 적응과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Vaillant(1976)의 견해에 근거하여, 신뢰
감, 의사소통, 소외감의 영역에서 청소년이 지각
하는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
는지와 개인이 사용하는 적응적인 방어기제가 두

요인 사이에서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
자 한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과 학교적응 간
에 적응적 방어기제가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 진단 및 치료
를 위한 임상적 유용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방어
기제를 고려한 목표와 상담 방향 설정을 통해 학
교 부적응 청소년을 상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다. 또한 높은 스트레스와 중압감으로 부적응을
보이는 남녀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개입 프로그
램 및 상담, 치료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
모애착, 적응적 방어기제, 학교생활적응(학업적
응, 사회적응, 일반적응)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적응적 방어기제가 부모애
착과 학교생활적응(학업적응, 사회적응, 일반적응)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그
림 1).

그림 1. 조절모형(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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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도의 문항간 내적합치도는 각각 .94, .92로 나타
났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 및 인천 시내 소
재 남녀공학 일반계 고등학교 1, 2학년 재학생
452명(남 192명, 여 24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
며, 부·모 중 한 명이 없는 16명과 불성실하게 응
답한 31명을 제외한 405명(남 175명, 여 23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158명(39.0%), 인천 247명(61.0%)이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240명(59.3%), 2학년 165명(40.7%)이
었다.
측정도구
부모애착
부모애착은 부모와의 정서적인 유대 혹은 결속
을 나타낸다. 측정을 위해 Armdsen과 Greenberg
(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수정한 개정본
(IPPA-R)으로 옥정(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
다. IPPA-R은 부모와의 애착이 ‘부와의 애착’, ‘모
와의 애착’으로 구분되었고, 하위척도는 의사소통
9문항, 신뢰감 10문항, 소외감 6문항씩으로 총 25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문항은 Likert 척도(1
= 절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
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안
정적으로 잘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아버지와의 애착과 어머니와의 애착 점
수를 합해서 부모와의 애착 점수로 사용하였다.
Armsden과 Greenberg(1987)가 보고한 아버지에 대
한 애착 척도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 척도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는 각각 .89, .87이었
고, 본 연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부모애착 척

적응적 방어기제
청소년들의 적응적인 방어기제를 측정하기 위
하여 Bond 등(1983)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
인 Defense Style Questionnaire(DSQ)를 조성호(1999)
가 우리나라 피험자를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방어유형 질문지(Korea-Defense Style Questionnaire:
K-DSQ)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적응적 방어기제
는 내적인 충동이나 욕구를 적응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유머, 전능,
승화, 부정과 같은 방어기제를 말한다(조성호,
1999). 유머와 승화는 내적인 충동이나 욕구를 건
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적응적 방어기
제를 가장 잘 대표한다. 전능은 현실성에 기반을
두는 경우 자기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반영
하고, 부정 역시 원만한 현실 적응을 위해 내적욕
구나 충동을 자기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시킬 때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어 적응적 방어
기제로 명명될 수 있다. 방어기제를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을 통해 측정할 경우에는 개인의 의식수
준이나 전의식수준에 떠오를 수 있는 자아방어기
제만을 측정한다는 한계는 있겠지만, 무의식적인
정신과정의 파생물로 나타나는 의식, 전의식수준
의 행동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개인의 자아방어
기제를 평가해 보려는 시도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이근후, 김재근, 김정규, 박영숙, 1991). 이 척
도는 문항 내용이 자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7
점 Likert 식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측
정되는 방어기제의 특징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
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적응적 방어
기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요인 중 적응적 방
어유형(15문항)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조성호(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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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 적응적 방어유형 15문항의 내적합치 있다.
신뢰도(Cronbach’s α)는 .7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그 과정에서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평균
.79로 나타났다.
중심화와 유의한 조절효과의 도식화 방법을 적용
하였다. 먼저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는 독립변
학교생활적응
인과 조절변인의 관측치에서 각 변인의 평균값을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 빼줌으로써 상호작용 항의 유의성 검증 시 독립
여, 학교 적응에 대한 김용래(1993)의 개념에 근거 변인과 조절변인, 상호작용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하여 김택호(2004)가 구성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 을 예방하고 실제 측정값을 정확히 표현해 줄 수
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학업적응 20문항, 사회적 있다. 또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평균을 중심
응 20문항, 학교 환경 및 일반적응 10문항으로 총 으로 ±1SD(표준편차) 지점을 직선으로 이어 그래
5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Likert 척도(1 =
프를 작성함으로써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 변인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일치하는 간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상호작용 패턴에
정도에 따라 평정하도록 하였다. 김택호(2004)의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 더불어 조절변인의
연구에서 각 척도의 내적합치 신뢰도(Cronbach’s 조건(+1SD와 -1SD) 일 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
α)는 학업적응 척도 .90, 사회적응 척도 .85, 학교
변인의 영향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
환경 및 일반적응 척도 .88이며, 전체 신뢰도 회귀선(single slope)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Cronbach’s α)는 .93으로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Hayes & Matthes, 2009).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학업적응 척도 조절효과의 효과크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93), 사회적응 척도(.81), 학교환경 및 일반적응
Cohen(1988)의 f 값을 계산하였다. Cohen의 f 는 위
척도(.85), 학업적응 척도 전체(.88)로 나타났다.
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증분설명량이 회귀분석 모
형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설명량에서 얼마의
분석방법
비율을 차지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으로 조절효과
로 인한 상호작용 항이 갖는 증분설명량이 유의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 할 때 그 효과크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
였다. 먼저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다. f 값이 .02, .15, .35일 때, 각각 작은(small), 중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간(medium), 큰(large) 효과크기로 판단한다.
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요변인에 대해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통해 변인 간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그리고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 기술통계 분석
석은 준거변인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시 독립변인
과 조절변인을 투입한 이후 상호작용 항을 투입 본 연구의 측정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했을 때 모형의 증분 설명량을 계산하고 그 유의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애착은 적응적 방
성을 검증함으로써 조절효과의 유무를 판단할 수 어기제(r = .098, p < .05), 사회적응(r = .332, p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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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변수들의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변인
애착
애착
적응적 방어기제
.098
학업적응
.051
사회적응
.332
학교환경 및 일반적응
.296
평균(M)
3.52
표준편차(SD)
.57

적응적
방어기제

*

*

p < .05,

**

p < .01,

학업적응

학교 환경 및
일반적응

사회적응

.268***

***

.219

***

.190

-

***

.420***

-

***

.147

**

.376

***

-

3.63

2.72

3.47

3.02

.68

.63

.49

.66

***

p < .001.

학교환경 및 일반적응(r = .296, p <
.001)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적응적 방어기제
는 학업적응(r = .268, p < .001), 사회적응(r =
.219, p < .001), 학교환경 및 일반적응(r = .190, p
< .001)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학교적응의
세 하위유형 간 모두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 .001),

부모 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적응적 방
어기제의 조절효과
본 연구의 주요 연구가설인 부모의 애착이 학
교적응의 세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적응적
방어기제가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독립변인인 부모의 애착을 1단계에서 예측변인으
로 투입하고, 다음으로 조절변인인 적응적 방어기
제를 2단계에서 예측변인으로 투입하며, 마지막으
로 두 변인의 곱항인 상호작용 항을 3단계에 투
입하여 하였다. 이 과정에서 준거변인에 대한 상
호작용항의 효과 크기(f )를 살펴보았다.
우선 애착이 학교적응의 하위영역 중 학업적응
에 미치는 영향을 적응적 방어기제가 조절하는지
2

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애착과 적응적 방
어기제는 학업적응 분산의 7.3%(F = 15.756, p <
.001)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을 때 상호작용 항이 학업적응 분
산을 1.9%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3.460, p < .001). 상호작용 항으로 인한 증분설
명량을 Cohen(1988)의 효과크기 f 으로 변환한 결
과 .021로 적응적 방어기제로 인한 약한 조절효과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독립
변인과 조절변인의 평균을 중심으로 ±1SD 지점을
이은 개별 회귀선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도식화
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적응적 방어기제가 ‘상’일 때 애착
이 증가하면 학업적응 수준이 2.76(-1SD)에서
2.98(+1SD)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반면(t = 2.488,
p < .05), 적응적 방어기제의 수준이 ‘하’일 때는
애착이 증가하면 학업적응이 2.65(-1SD)에서 2.45
(+1SD)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1.972, p < .05). 즉, 적응적인 방어기제를 가
진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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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업적응에 대한 애착과 적응적 방어기제의 조절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SE
β
1
애착
.057
.055
.051
애착
.028
.054
.025
2
적응적 방어기제
.247
.045
.266
애착
.011
.054
.010
적응적방어기제
.235
.045
.254
3
애착 × 적응적 방어기제 .272 .094 .139

***

**

p < .01,

t

F

R

ΔR2

1.024

1.049

.003

-

15.756***

.073

.070***

13.460***

.091

.019**

.518
5.512

2

.204

***

5.282

**

2.880

***

p < .001.

그림 2. 학업적응에 대한 애착과 적응적 방어기제의 상호작용 효과

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때 학업전반에
걸쳐 더 잘 적응하는 반면, 적응적 방어기제를 갖
추지 못한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이
더라도 오히려 학업 면에서는 잘 적응하지 못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애착이 학교적응의 하위영역 중 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적응적 방어기제가 조절하
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애착과 적
응적 방어기제는 사회적응 분산의 14.5%(F =
34.185, p < .001)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두 변
인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을 때 상호작용 항
은 사회적응 분산의 1.6%를 추가로 유의하게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25.740, p < .001).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조절효과의 효과크기인 f 는
2

로 적응적 방어기제로 인한 약한 크기에 근접
한 적응적 방어기제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상호작용 항이 유의함에 따라 애착과 적응적
방어기제의 평균을 중심으로 ±1SD 지점을 이은
개별 회귀선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도식화한 결
과는 그림 3과 같다.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
한 결과, 적응적 방어기제가 ‘상’일 때 ‘하’일 때
에 비해 애착이 증가하면 사회적응의 수준이 3.33
(-1SD)에서 3.78(+1SD)로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t
= 6.635, p < .001), 적응적 방어기제의 수준이
‘하’일 때 ‘상’인 경우에 비해 애착이 증가하면
사회적응이 3.30(-1SD)에서 3.45(+1SD)로 상대적으
로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며 이 기울기 또한 통계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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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회적응에 대한 애착과 적응적 방어기제의 조절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SE
β
1
애착
.288
.041
.332
애착
.272
.040
.313
2
적응적 방어기제
.136
.033
.189
애착
.260
.040
.299
3
적응적 방어기제
.128
.033
.177
애착 × 적응적 방어기제 .196 .071 .128
**

p < .01,

t

F

R

2

ΔR2

***

7.063

49.882***

.110

.110***

***

6.766

***

***

4.070

.145

.035

***

6.477

***

3.838

***

.161

.016

**

2.776

34.185

25.740

***

**

***

p < .001.

그림 3. 사회적응에 대한 애착과 적응적 방어기제의 상호작용 효과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 = 1.934, p > .05). 즉,
적응적인 방어기제를 가진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즉, 보다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할수록) 사회활동 전반에 걸쳐 더 잘 적응하
는 반면, 적응적 방어기제를 갖추지 못한 청소년
들은 애착이 안정적일지라도 적응적 방어기제를
가진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애착이 학교적응의 하위영역 중 학교환
경 및 일반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적응적 방어기
제가 조절하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애착과 적응적 방어기제는 학교환경 및 일반적응
분산의 11.4%(F = 25.849, p < .001)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을
때 상호작용 항은 학교환경 및 일반적응 분산의
1.9%를 추가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F = 20.584, p < .001).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조절효과의 효과크기를 f 는 .021로 약한 크기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호작용 항이 유의함에 따라 애착과 적응적
방어기제의 평균을 중심으로 ±1SD 지점을 이은
개별 회귀선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도식화한 결
과는 그림 4와 같다.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
한 결과, 적응적 방어기제가 ‘상’일 때 애착이 증
가하면 학교환경 및 일반적응 수준이 2.82(-1SD)에
서 3.39(+1SD)로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t = 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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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 4. 학교환경 및 일반적응에 대한 애착과 적응적 방어기제의 주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
단계
변인
B
SE
β
t
F
1
애착
.346
.055
6.232
.296
38.834
애착
.327
.055
5.949
.281
2
25.849
적응적 방어기제
.157
.046
3.438
.162
애착
.309
.055
5.643
.265
3
적응적 방어기제
.145
.045
3.190
.150
20.584
애착 × 적응적 방어기제 .290 .096 .141
3.004
***

R

2

ΔR2

***

.088

.088***

***

.114

.026

***

.133

.019

***
***

***

***
**

**

**

**

p < .01,

***

p < .001.

그림 4. 학교환경 및 일반적응에 대한 애착과 적응적 방어기제의 상호작용 효과

적응적 방어기제의 수준이 ‘하’일 때
애착이 증가하면 학교환경 및 일반적응이 2.84
(-1SD)에서 2.97(+1SD)로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며
이 기울기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 =
1.259, p > .05). 즉, 적응적인 방어기제를 가진 청
소년들은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즉, 보다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할수록) 일반적인 생활영역
에 더 잘 적응하는 반면, 적응적 방어기제를 갖추
지 못한 청소년들은 애착이 안정적일지라도 적응
적 방어기제를 가진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생활영역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논 의

p < .001),

본 연구는 인천과 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부모
애착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부
모애착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적응적 방
어기제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
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부모애착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응, 일반적응에서 정적인 상관
이 있고, 학업적응은 애착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친밀한 애착관계인 학생
은 또래, 교사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학
교 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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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애착과 적응적 방어기제 간에 유의한 정
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어,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학생이 적응적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자녀 상호작용 양
상은 환경적 변인으로써 상호작용이 안정적이고
긍정적 일수록 자녀의 방어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된 김인아(2008)의 연구와 일관된 결
과이다.
그러나 애착과 학교적응 중 학업적응 부분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
모애착이 강할수록 청년기 학생의 정서적 안정감
에 기여하여 학업에 전념하게 하므로 학업성취가
높아진다는(강수현, 2000; 심재은, 1999) 선행연구
들과 다른 결과이다. 반면 안정애착의 학생들보다
회피애착과 같은 불안정 애착 유형의 집단에서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다는 결과와(김영숙, 2001)
유사한 맥락으로, 애착과 학업적응이 유의한 상관
이 없다는 점은 부모와 같은 중요한 타인으로부
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경험이 부족한 거부/회피
유형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스스로의
능력과 유능성에서 비롯된다는 Brennan과 Morris
(1997)의 주장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둘째, 애착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적응적 방
어기제가 학업적응, 사회적응, 일반적응 수준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이 중 학업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의식과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방어기제의 역할에서 적응적 방어기제와 정적상
관을 보인다는 최민선(2009)의 연구결과와 일관적
이다. 청소년이 그들의 내적인 충동과 욕구를 적
응적 방어기제를 통해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때 상당한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오게 되는데(조성
호, 1999), 적응적 방어기제를 매개로 한 성숙한
대처가 원만한 학교생활적응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적응적 방어기제의 약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학업, 사회, 일반적
응)을 높이는 과정에서 적응적 방어기제 변인이
낮은 애착의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성숙 단계별 방어기제 중
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학생이 학교환경, 교
사, 수업, 친구, 학교생활 영역에서 적응을 잘 하
는 것으로 나타난 심재은(2008)의 연구, 문제해결
과 사회적지지 면에서 융통성 있는 대처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적응적인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김우석(2004)의 연구, 방
어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더 적
게 나타내고 있음을 증명한 연구결과들(김정욱,
2003; 황광숙, 2006)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청소
년의 불안정 애착은 우울과 불안 등 내현화된 문
제 뿐 아니라 공격성과 비행 등의 외현화된 문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박지언, 2008; 이소희,
노경선, 손석한, 옥정, 김광일, 2002), 이러한 청소
년에게 적응적 방어기제를 사용한 대처양식을 훈
련시키는 것이 학교 부적응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애
착, 학교생활적응, 적응적 방어기제 사이의 관계
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시기의 애착의 특징 및
대인관계 특성, 적응적 방어기제의 영향을 고려한
상담적 접근과 교사 및 부모 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적응적 방어기제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는 점은 청소년들이 학교 환경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성숙한 방어기제를 통
해 완화할 수 있으며, 적응적 방어기제가 학교생
활의 중요한 과업은 학업 성취 뿐 아니라 대인관
계, 학교 환경 및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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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
과이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 상황에 보다 적극적
으로 대처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있
어 성숙한 방어기제가 중요한 심리내적 요인이라
는 점을 말해준다. 또한 낮은 애착 수준이 학교생
활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더라도 적응적 방어기
제 변인이 이런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완충하
는 역할을 한다는 점은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대
상으로 상담 개입을 할 때 우선 부적응의 위험요
인으로써 그들의 불안정한 애착의 정도를 파악하
고 불안정 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적응적 방어기
제 사용을 높이는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셋째,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상담 개입 시 드러난 외현적 현상
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애착 수준과
친밀도에 대한 파악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해의
폭이 더 넓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적응적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안정 애착이 적
응적 방어기제 수준을 높이는 변인이 되며, 심리
적 대처 양식인 방어기제 역시 성장 과정에서 중
요한 타인인 부모를 모델 삼아 발전해 간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의 적
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성숙한
방어기제를 키워주기 위한 부모 교육이 적절히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과 인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
여 얻어진 결과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모든 청소
년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
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 및 여러 지역의 표
본을 통한 연구로 일반화 할 수 있는 결론을 도
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모
애착 및 방어기제, 학교생활만족도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사용이 갖는 제약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
화 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애착,
방어기제, 학교 적응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안정 애착, 불안정회피애착, 불안정-저항 애착(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의 세부적인 유형에 따라 청
소년의 애착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한다면 향후 청소년의 애착 관련 연구에 도
움이 될 것이다. 넷째, 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적응적 방어기제의 조절효과가 남녀의
차이를 후속연구에서 좀 더 다각적으로 연구해본
다면 남녀 청소년들의 차이를 고려한 치료적 개
입에 유용할 것이다. 다섯째, 후속연구에서는 각
변인 간 영향관계를 좀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종단자료(longitudinal data)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적응적
방어기제가 낮은 애착 수준이 학교 적응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할 수 있는 보호적 기
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문
제행동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으
며 가정과 학교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예방·치료적 개
입 전략과 모형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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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Parental Attachment on School Adjustment
as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Adaptive Defense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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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Byeong-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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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fold. One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al attachment, adaptive defense mechanism, and school adjustment. The other was to test the
moderating effect of adaptive defense mechan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A total of 405 first and second year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by responding to a questionnaire including measures of attachment, adaptive defense mechanism, and school
adjustment. For the data analysis,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Version 18.0) was used.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academic
adjustment and social adaptatio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Secondly, adaptive defense
mechanisms of students positively impacted all the subfactors of school adjustment (academic adjustment, social
adjustment, and general adjustment). Third, adaptive defense mechanism moderated significantly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Adaptive defense mechanism was found to have a protective function
in terms of buffering the negative effect of student's unstable attachment on school adjustment.
Key words : Attachment to Parents, School Adjustment, Adaptive Defense Mechanism, Moder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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