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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우울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불일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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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과 사회불안은 높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구별되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어 각 장애의 치료적 개
입에 있어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사회불안의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위
해 각 장애의 인지적 과정 변인과 인지적 내용 변인의 구체적 기제를 밝히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자기불일치가 우울 및 사회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함께 부적응
적 자기초점주의가 우울 및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불일치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
해 서울, 경기 및 기타 지역에 소재한 8개 대학(교)의 남녀 학생 470명을 대상으로 자기초점주의 척도
(SDSAS), 자기 질문지 척도(Self-Questionnaire), 우울 척도(BDI),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SADS)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을 위해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독립표본 t검정, Pearson
의 상관관계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및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이 시행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대학생의 우울을 설명하는 변인은 자기불일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성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변인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자기불일치, 성별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불일치
는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는 반면,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사회
불안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절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
사점과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자기불일치, 우울, 사회불안,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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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신질환 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울

를 유발하는 기제에서 차이가 있으므로(Clark

(depression)과 사회불안(social anxiety)은 18~29세

& McManus, 2002; Clark & Wells, 1995; Rapee

성인기 초기 가장 빈번한 정신건강 문제로 각

& Heimberg, 1997), 각 장애에 대한 효과적인

각의 유병률은 3.0%와 1.0%를 나타내 타 연

치료적 개입 및 예방을 위해 우울과 사회불안

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

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기제를 살펴보는 것이

었다. 또한 우울 및 사회불안은 성차가 있는

필요하다.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우울의 유병률은 여성

최근 선행연구들은 우울과 사회불안의 발

6.9%와 남성 3.0%, 사회불안의 유병률은 여성

생 및 유지를 설명하는 인지적 모델 접근에

2.0%와 남성 1.0%로 두 장애 모두 여성에서

주목하였는데, 이는 크게 인지적 내용 변인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

과 인지적 과정 변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윤

원, 2016). 우울은 슬픈 기분, 흥미 상실, 활동

혜영, 권정혜, 2013; Clark & Mcmanus, 2002;

수준의 저하, 주의 집중 곤란 등을 수반하며,

Lakdawalla, Hankin, & Mermelstein, 2007; Turk,

사회불안은 하나 이상의 사회적 상황에서 자

Lerner, Heimberg, & Rapee, 2001). 구체적으로,

신이 수치스럽거나 당혹스러운 방식으로 행

인지적 내용 변인은 역기능적 자동적 사고 및

동을 하게 될 것에 대한 현저하고 지속적인

신념, 자기 개념, 초기 부적응 도식, 자기효능

두려움을 특징으로 한다(American Psychiatric

감, 평가염려 완벽주의 등을 다룬 것들로 대

Association, 2013). 성인기 초기에 경험하는 우

부분의 연구들이 이에 해당된다(김지은, 이

울과 사회불안은 이 시기의 주요 발달 과업인

민규, 2015; 옥주희, 김은정, 2015; Campbell,

자율성 및 자아정체감 확립, 타인과의 친밀한

Assanand,

관계 형성, 진로 결정 등에 어려움을 가져오

Shaumann, & Scott, 1994; Dunkley & Blankstein,

기 쉽다(Beekman et al., 2000; Stein & Kean,

2000; Flett & Hewitt, 2002; Harris & Curtin,

2000). 나아가 이는 물질남용, 섭식장애, 자살

2002;

사고 및 행동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

Moscovitch, 2009; Spence & Reinecke, 2003; Stopa,

험이 높다(Hinrichsen, Wright, Waller, & Meyer,

Brown, Luke, & Hirsch, 2010; Stopa, Thorne,

2003; Karpyak et al., 2016; Kitzrow, 2003; Kuo,

Waters, & Preston, 2001; Stopa & Waters, 2005).

Gardner, Kendler, & Prescott, 2006; McCabe &

한편, 이들 장애와 관련하여 정보 인식 혹은

Vincent, 2003; Rihmer, 2007). 선행연구들에 의

정보 처리상의 특징을 가리키는 주의 과정,

하면 우울과 사회불안은 높은 공병률(Chartier,

기억, 해석 및 실행 기능 등과 같은 인지적

Walker, & Stein, 2003; Essau, Conradt, &

과정 변인에 관해서는 소수의 연구들이 수행

Petermann, 2000)을 나타내며, 내재화된 장애에

되었다(김소연, 장문선, 서완석, 배대석, 2009;

속하여(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01)

남유진, 김소정, 권정혜, 2016; 이종은, 양재원,

자기 관련 변인들과의 높은 관련성(김정호, 조

김근영, 양은주, 2015; 임가영, 윤혜영, 권정혜,

용래, 이민규, 2000)을 가진다. 한편, 각 장애

2015).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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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혹은 사회불안의 발생 및 유지에 영향을

focused attention)로 구분된다(Ingram, 1990). 우

미치는 인지적 내용 변인과 인지적 과정 변인

울과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응적 자

을 각각 따로 살펴보고 있어 이 두 변인들 간

기초점주의는 자기에게 지속적으로 과도한 주

의 관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의를 기울임으로써 다른 대상 또는 상황으로

또한 이 두 변인들 간의 관계 양상이 우울과

의 주의 전환이 어려운 경직성을 특징으로 한

사회불안에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비교

다(이지영, 2010; 이지영, 권석만, 2005; Ingram,

한 연구들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1990). 우울의 경우, 자신의 내적 지각 정보를

우울과 사회불안의 발생 및 유지를 설명하

향한 지나친 주의는 부적응적 사고를 활성화

는 선행연구들의 인지적 내용 변인들은 공통

시킴으로써 우울의 정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적으로 자기관련 사고 및 신념과 관련되어 있

제기되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우울 수준

기에(오은혜, 노상선, 조용래, 2009; Campbell,

이 높은 경우 우울 수준이 낮은 경우에 비해

Chew, & Scratchley, 1991; Clark & Wells 1995),

자기초점주의 수준이 더 높았으며(류석진, 조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내용 변인으로 현재 자

현주, 2017; 함성민, 현명호, 2015, Ingram &

기상과 기대하는 자기상을 모두 포괄하는 자

Wisnicki, 1999), 이는 임상적 기준을 충족하는

기개념인 자기불일치에 주목하였다. 한편, 각

우울 뿐 아니라 경미한 우울에서도 유사한 양

장애의 발생 및 유지를 설명하는 선행연구들

상을 나타냈다.

의 인지적 과정 변인들은 정보 처리 과정과

한편, 사회불안의 경우, 자기초점주의는 사

관련되어 있기에(강승석, 오경자, 2003; Clark

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 생각 및 행동을

& McManus, 2002; Rapee & Heimberg, 1997), 본

주의 대상으로 삼고 초점을 기울이는 것을 모

연구에서는 인지적 과정 변인으로 주의 대상

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상

을 자기에 국한시키는 자기초점주의에 주목하

황에서의 수행 혹은 대인 간 상호작용 시 나

였다.

타나는 얼굴 붉어짐, 떨림 등 자신의 신체생

먼저, 인지적 과정 변인인 자기초점주의(self-

리적 증상에 과도한 주의는 다양한 상황적 요

focused attention)는 개인의 주의 대상을 자기로

소들을 객관적으로 지각하고 처리하는 데 어

삼는 내부 지각적인 형태로 자신의 생리적 각

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이지영, 권석만, 2005;

성 상태, 사고, 정서, 행동 등에 초점을 맞추

Clark & Wells, 1995; Higa & Daleiden, 2008;

는 것을 의미한다(심은수, 이봉건, 2016; 이지

Mansell, Clark, & Ehlers, 2003; Spurr & Stopa,

영, 권석만, 2005; Clark & Wells, 1995). 이러한

2002). 이렇듯 사회불안과 부적응적 자기초점

자기초점주의는 자기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주의 간의 연관성은 다양한 연구들에서 지지

또는 타당한 평가 등 심리적 적응에 기여하는

되었는데,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가 예상되는

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자기에 대한 지나친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불안과 부적응적 자기

주의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과 높은 상관을 보

초점주의 수준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이는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maladaptive self-

확인되었다(Brockmeyer et al., 2015; Cuming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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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9; Jakymin & Harris, 2012; McManus,

으로 예상하였다.

Sacadura, & Clark, 2008; Mor & Winquist, 2002;

한편,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우울 및 사

Schultz & Heimberg, 2008; Woody & Rodriguez,

회불안 관련 몇몇 선행 연구들은 일관적이지

2000).

않다고 보고되었다. 우울의 경우 부적응적 자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사회불안

기초점주의와 우울간의 관계가 비일관적이었

을 설명하는 인지적 내용 변인으로 자기불일

으며(이인혜, 2008), 사회불안의 경우 불안이

치(self-discrepancy)를 제안하였다. 자기불일치란

높은 상황에서 불안과 관련된 외부 자극에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표상 차이를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이를 위협적인

의미한다(Higgins, 1987).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Hayes &

자기불일치 수준이 높은 집단은 자기불일치

Hirsch, 2007; MacLeod, Mathews, & Teta, 1986).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우울이 높은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우울

드러나 자기불일치와 우울 간의 관계가 입증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 다른 관련 변인이

되었다(김민지, 최종옥, 이승연, 2015; 박우정,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

정진복, 2015; 이가은, 강민주, 2011; 임진, 김

구에서는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우울 및

은정, 2012; Scott & O'hara, 1993). 또한, 자기불

사회불안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인지적 내용

일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증가하는

변인인 자기불일치(self-discrepancy)를 가정하였

것으로

2015;

다. 이는 정서 인식 및 표현에 대한 주의 과

Boldero, Moretti, Bell, & Francis, 2005; Strauman,

정의 영향(남유진 외, 2016; Higa & Daleiden,

1996; Watson, Bryan, & Thrash, 2014). 그러나

2008; Mansell et al., 2003; Mellings & Alden,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또는 자기불일치와 우

2000; Spurr & Stopa, 2002), 주의 전환의 실패,

울 및 사회불안 간의 연관성을 밝힌 이들 선

반추 등에 따른 역기능적 사고의 강화(Ingram

행연구 결과들은 각각의 변인들이 우울 혹은

& Kendall, 1987; Nolen-Hoeksema, 2000), 객관적

사회불안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인 자기 평가에 따른 적응적 자기초점주의 관

것들로, 구체적인 인지적 과정 변인과 인지적

련 연구 결과들(이지영, 권석만, 2005)에 근거

내용 변인의 상대적인 비중을 밝히는 데는 미

한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자기불일치의 조

치지 못하고 있다. 우울의 경우 부정적인 자

절효과는 우울과 사회불안에서 차이를 보일

기 개념이 핵심 기제로 작용하는 반면(이훈진,

가능성이 있는데, 사회불안의 경우 주로 신체

2000; Bruch, Mattia, Heimberg, & Holt, 1993),

생리의 변화와 같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반

불안의 경우 높은 각성 수준으로 인한 주의

응에 대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밀접한

과정의 결함을 고려할 때(Higa & Daleiden,

연관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자기 개념의 격차

2008; Mansell et al., 2003), 본 연구는 우울과

를 가리키는 자기불일치와의 상호 관련성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과정 및 인

우울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지적 내용 변인의 설명력이 차이를 나타낼 것

가정하였다.

확인되었다(옥주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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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본 연구는 대학생의 우울과 사회

문항은 0점에서 3점까지 4점 척도로 평정되며,

불안을 예측하는 인지적 과정 변인인 부적응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

적 자기초점주의와 인지적 내용 변인인 자기

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불일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나아가

.89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우울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불일치의 조절효과는
각각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ADS)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Watson과 Friend(1969)가 개발한 척도를 이정윤

방 법

과 최정훈(1997)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총 28문항으로, 사회적 상호
작용 시의 불편함과 회피에 관한 2개의 하위

연구대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및 기타 소재 8개 대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470명을 대상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으로 연구 목적과 취지 설명 후 질문지 작성

의 불안 및 회피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에 대한 동의를 받아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3으

회수된 470개의 질문지 중 하나 이상의 결측

로 나타났다.

치가 있거나 무작위 응답을 한 50부를 제외
한 총 42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기초점주의 척도(Scale for Dispositional

연구 대상자 전체 420명 중 남자는 161명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 Situation;

(38.30%), 여자는 259명(61.70%)이었으며, 평균

SDSAS)

연령은 21세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이지영과 권석
만(2005)이 개발한 척도 중 자기 몰입 요인에

측정도구

해당되는 21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몰입 수

BDI)

본 연구에서는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준에 따른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이 높

Beck(1967)이 개발한 척도를 이영호와 송종용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1991)이 번안,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21문항으로, 4개의 진술문 중 자신과 가장 가

까운 하나의 문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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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질문지 척도(Self-Questionnaire)

본 연구에서는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불일치의 정도를 측정하

방식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기 위해 Higgins, Bond, Klein과 Strauman(1986)

였으며, 상호작용항으로 인해 다중공선성

이 개발한 척도를 서수균(1996)이 새롭게 구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균 중심화(mean

한 자기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서수균(1996)이

centering)를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 성별을 투

새로 구성한 자기 질문지는 Higgins 등(1986)의

입한 후,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적응적 자

3가지 자기 영역(실제적 자기, 이상적 자기,

기조첨주의와 조절변인인 자기불일치를 투입

당위적 자기)과 2가지 관점(자신, 타인)을 조합

하였고, 3단계에서는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한 6가지 자기 유형인 실제적 자기/자신, 이상

와 자기불일치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여 상호작

적 자기/자신, 당위적 자기/자신, 실제적 자기/

용 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타인, 이상적 자기/타인, 당위적 자기/타인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 부적응적 자기초점

자기표상 측정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질

주의와 자기불일치 점수 각각의 평균을 기준

문지는 측정하고자 하는 자기 유형에 따라 지

으로 상집단(+1SD)과 하집단(-1SD)으로 나누어

시문만 상이하고 동일한 문항인 22개의 형용

도식화 한 후 단순기울기 검정을 실시하였다.

사 반의어 쌍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9점
척도 상에서 표시하게 되어 있다. 점수는 대

결 과

응되는 각 문항별 차이의 절대 값을 22문항에
걸쳐서 모두 합해 산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불일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변인들의 성차

는 실제-이상 자기불일치를 알아보고자 하였
기에, 실제적 자기/자신, 이상적 자기/자신 질

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자기불일

문지만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

치, 우울 및 사회불안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변인들의 성차를 확인

다.

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
든 변인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는데,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표 1).

자료 분석

최종 수집된 자료들은 SPSS WIN 21.0 통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각 척도의 신뢰
도 측정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

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자기불일

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

치, 우울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분석, 독립표본 t검정,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단계적 및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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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 검증
변인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자기불일치

우울

사회불안
*

p < .05,

성별

N

M

SD

남

161

46.94

16.99

여

259

50.65

16.01

남

161

36.58

20.92

여

259

41.24

17.87

남

161

4.69

5.42

여

259

7.91

7.16

남

161

72.89

15.94

여

259

78.82

16.15

t
-2.26*

*

-2.43

-5.22***

-3.68***

***

p < .001.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1.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2. 자기불일치
3. 우울
4. 사회불안
***

2

3

4

1
.31***

1

***

.53***

***

***

.39
.40

.37

1
.32***

1

p < .001.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자기불일치 간의 상

치가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관관계(r=.31, p<.001),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와 우울 간의 상관관계(r=.39, p<.001), 부적응

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자기불

적 자기초점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상관관계

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

(r=.40, p<.001), 자기불일치와 우울 간의 상관

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에서 우울과 유의한

관계(r=.53, p<.001), 자기불일치와 사회불안

관계를 나타낸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우울을

간의 상관관계(r=.37 p<.001) 및 우울과 사회

종속변수로 투입하였으며, 독립표본 t검정에서

불안 간의 상관관계(r=.32, p<.001)에서 모든

우울(t=-5.22, p<.001)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변인들은 상호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

차이를 보였으므로 성별을 더미 변수로 추가

다.

투입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자=0, 여자=1). Durbin-Watson 검정 결과,

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자기불일

D-W 계수는 1.96으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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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자기불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종속변인

단계

우울

독립변인

R2

β

B

***

△R2

F
166.83***

1

자기불일치

.16

.44

.28

2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10

.24***

.34

.06

108.38***

3

성별

2.14

.16***

.36

.02

79.87***

주. 성별(dummy) : 남자 = 0, 여자 = 1.
***

p < .001.

표 4. 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자기불일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종속변인

단계

사회불안

독립변인

R2

β

B

***

△R2

F
81.40***

1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31

.31

.16

2

자기불일치

.22

.26***

.22

.06

61.32***

3

성별

3.77

.11*

.23

.01

43.70***

주. 성별(dummy) : 남자 = 0, 여자 = 1.
*

p < .05,

***

p < .001.

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분

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2-1.11
로 10이하이고, 공차한계(Tolerance)는 .90-.98로

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자기불

.1이상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일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우울을 설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에서 사회불안과

명하는 변인은 자기불일치(β=.44, p<.001), 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적응적 자기초점주의(β=.24, p<.001), 성별(β=

사회불안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였으며, 독립표

.16, p<.00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본 t검정에서 사회불안(t=-3.68, p<.001)이 성별

우울에 대해 자기불일치는 전체 변량의 28%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성별을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66.83,

더미 변수로 추가 투입하여 단계적 중다회귀

p<.001), 이에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는 6%의

분석을 실시하였다(남자=0, 여자=1). Durbin-

설명력(F=108.38, p<.001)을 추가하였고, 이에

Watson 검정 결과, D-W 계수는 1.98로 2에 근

성별이 다시 2%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전체 설

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이 확

명력은 총 36%로 나타났다(F=79.87, p<.001).

인되었다. 또한 분산팽창계수는 1.02-1.11로 10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하이고, 공차한계는 .90-.98로 .1이상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자기불일

나타났다. 분석 결과,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변

- 582 -

김아롱․김정민․송근아 / 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우울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불일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β=.31, p<.001),

1.13으로 10이하이고 공차한계는 .89-.98로 .1

자기불일치(β=.26, p<.001), 성별(β=.11, p<.05)

이상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불안에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대해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는 전체 변량의

우울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기에 이를 통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81.40,

제하기 위해 1단계에서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p<.001), 이에 자기불일치는 6%의 설명력(F=

투입하였다. 1단계에서는 성별(β=.23, p<.001)

61.32, p<.001)을 추가하였고, 이에 성별이 다

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성별은 우울

시 1%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전체 설명력은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총 23%로 나타났다(F=43.70, p<.001). 분석 결

단계에서는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β=.24, p<

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001)와 자기불일치(β=.44, p<.001)를 추가로

투입한 결과, 모두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
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우울에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에 대해 총 36%

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불일치의 조절효과

의 설명력을 보였다. 3단계에서는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자기불일치의 상호작용(β=.12,

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우울 간

p<.01)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상호작용변인이

의 관계에 대한 자기불일치의 조절효과를 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펴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

으며, 우울에 대한 설명력은 1% 증가하여 총

식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즉, 대학생의 자기

Durbin-Watson 검정 결과, D-W 계수는 1.99로

불일치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우울 간의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분산팽창계수는 1.00-

수 있다.

표 5. 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불일치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

p < .01,

***

3.22

.23

성별

2.14

.16***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A)

.10

.24***

자기불일치 (B)

.16

.44***

성별

2.18

.16***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A)

.09

.23***

자기불일치 (B)

.15

.43***

(A × B)

.00

.12**

우울

3

β

성별

1

2

B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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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²

△R²

F
24.03***

.05

.36

.31

79.87***

.37

.01

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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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B

β

R²

1

성별

5.93

.18***

.03

성별

3.77

.11*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A)

.31

.31***

자기불일치 (B)

.22

.26***

성별

3.71

.11*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A)

.31

.32

자기불일치 (B)

.22

.26***

(A × B)

-.00

2
사회불안

3

*

p < .05,

△R²

F
13.51***

.23

.20

43.70***

.24

.01

33.54***

***

-.07

***

p < .001.

그림 1. 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불일치의 조절효과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반면(β=.36 p<.01), 자기불일치 하집단의 단순

기 위해,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점수와 자기

회귀선 기울기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불일치 점수 각각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집단

났다(β=.17, p=.234). 즉, 자기불일치가 높은

(+1SD)과 하집단(-1SD)으로 나누어 도식화 한

집단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우울 간의

그래프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단순회귀

관계를 유의한 수준에서 조절한다는 것을 의

선의 유의성 검정 결과, 자기불일치 상집단의

미한다.

단순회귀선 기울기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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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불일치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사회불

와 자기불일치가 우울 및 사회불안에 미치는

안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불일치의 조절효과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 나아가 대학생의

를 살펴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우울 및 사회불안에

방식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불일치의 조절효과를

다. Durbin-Watson 검정 결과, D-W 계수는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1.97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분산팽창계수는

첫째, 대학생의 우울을 가장 잘 예측하는

1.00-1.13으로 10이하이고 공차한계는 .89-.98로

변인은 자기불일치로 나타났다. 즉, 실제적 자

.1이상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

기와 이상적 자기 간 지각의 차이가 우울을

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

가장 잘 설명함을 가리킨다. 이는 실제-이상

다. 사회불안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기에

자기불일치와 우울 간의 연관성을 보고한 선

이를 통제하기 위해 1단계에서 성별을 독립변

행연구 결과들과 부합한다(김민지 외, 2015;

인으로 투입하였다. 1단계에서는 성별(β=.18,

박우정, 정진복, 2015; 이가은, 강민주, 2011;

p<.001)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성별

임진, 김은정, 2012; Scott & O'hara, 1993). 나아

은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 본 연구 결과는 인지적 내용 변인인 자기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불일치가 인지적 과정 변인인 부적응적 자기

(β=.31, p<.001)와 자기불일치(β=.26, p<.001)를

초점주의에 비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추가로 투입한 결과, 모두 사회불안에 유의한

큼을 밝히고 있다. 비록 부적응적 자기초점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불안에

의가 우울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은 사실이나,

대해 총 23%의 설명력을 보였다. 3단계에서는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차이에 따른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자기불일치의 상호

부정적인 자기 개념의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작용(β=-.07, p=110)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부

우울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자기불일치의 상호작

이는 스스로에게 비합리적인 높은 기준을 부

용변인이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과하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한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불안에 대한 설

자기 비난 혹은 무능감이 우울과 밀접한 관련

명력은 1% 증가하여 총 24%의 설명력을 나타

이 있음을 제안한 선행연구들에 의해 뒷받침

냈다. 즉, 대학생의 자기불일치는 부적응적 자

된다(Ashby, Rice, & Martin, 2006; Dunkley,

기초점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 대해 조

Zuroff, & Blankstein 2003; Tangney, 2002).

둘째, 대학생의 사회불안을 가장 잘 예측하

절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는 변인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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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스스로에게 과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으로써 오히려 불안을 강화시키는 위협 자극

같은 인지적 과정 변인이 자신에 대한 구체적

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인 사고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지적 내용 변인

한편, 성별은 대학생의 우울과 사회불안을

에 비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예측하는 또 다른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 큼을 의미한다. 사회적 상황에서의 부적응

선행 연구들을 통해 보고된 우울 및 사회불안

적 자기초점주의는 자신의 생리적 각성 상

의 성차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태를 과장되게 지각하도록 이끌 뿐 아니라,

우울 및 사회불안에 대한 위험도가 높음을 의

자신의 생리적 각성과 관련한 증상이 타인

미한다(문경주, 오경자, 2002; 박재규, 이정림,

에게 노출될 것에 대한 염려는 사회불안 수

2011;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2016; 이영아,

준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Blöte, Kint, &

이인혜, 2016; 한민, 최인철, 김범준, 이훈진,

Westenberg, 2007; Moscovitch, 2009; Riskind &

2012). 이러한 결과는 우울의 경우 사회문화가

Alloy, 2006).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이와

여성에게 공격성 표현을 억압하도록 규정한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사회적 상황에서

성역할이 우울을 야기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의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사

(한인영, 홍선희, 2011). 즉, 남성에 비해 여성

회적 인상을 왜곡하도록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은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

인한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

회적 분위기로 인해 분노와 적개심이 외부로

회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

표출되지 못하고 자신의 내부로 향하면서 우

다(Daly, Vangelisti, & Lawrence, 1989; Hope,

울이 유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Heimberg, & Klein, 1990; Stopa & Clark, 1993).

사회불안의 경우 사회불안의 수준에 영향을

또한 이러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는 외부로

미치는 타인의 부정적 평가가 남성에 비해 상

의 주의 전환을 어렵게 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호의존적이며 관계지향적 자기개념을 갖고 있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방해해 사회불안을

는 여성의 경우가 더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증가시켰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Mellings

이해할 수 있다(윤혜경, 정남운, 2017; Cross &

& Alden, 2000). 한편, 불안을 일으키는 위협

Madson, 1997; Gilligan, 1989).

자극에 대한 주의 민감성 관점에서 볼 때, 본

셋째, 자기불일치는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연구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경향은 사회불

와 우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

안의 특성 즉,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부적

다. 즉, 자기불일치가 낮은 집단의 경우 부적

절한 행동을 할 것에 대한 걱정 또는 두려움

응적 자기초점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Ashbaugh

적은 반면, 자기불일치가 높은 집단의 경우

& Radomsky, 2009; Dannahy & Stopa, 2007). 즉,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수준에 따라 우울의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낄 때 나타나는 자

정도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부적응적

신의 신체생리적 반응(예, 얼굴 붉어짐, 손 떨

자기초점주의 수준이 단독으로 우울을 결정하

림 등)이 타인에 의해 관찰될 것으로 예상함

기보다 자기불일치의 정도에 따라 우울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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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력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비록 부적

리적 주의 편향 중 하나인 부적응적 자기초점

응적 자기초점주의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실

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우세

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큰 격차가 없

한 데 따른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이는 초기

다면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수준이 낮은 경

성인기의 사회불안에 대한 치료적 개입은 주

우에 비해 우울을 초래할 위험이 크게 증가하

의 전환 훈련과 같은 인지적 과정 변인에 주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 자기와 이상

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자기 내적

적 자기 간의 차이가 클 경우, 부적응적 자기

감각 및 정서가 아닌 외부 과제에 주의를 집

초점주의가 증가함에 따라 우울의 위험은 급

중시킴으로써 사회불안이 크게 감소했으며(남

격히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근거로

유진 외, 2016; 이지영, 권석만, 2005; 임수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자기 관련 부적응적

김소정, 권정혜, 2016; Bögels & Lamers, 2002;

사고를 촉발시킴으로써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

Mörtberg, Hoffart, Boecking, & Clark 2013), 인지

는 매개 모형보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몰입과

행동치료를 주의 훈련과 함께 병행하였을 경

더불어 높은 수준의 자기불일치로 인한 부적

우 인지행동치료를 단독으로 실시하였을 때보

응적 자기 개념이 수반될 경우 우울이 가속화

다 사회불안 감소에 더욱 효과적임을 입증한

되는 조절 모형이 더 적절함을 유추할 수 있

연구(김정민, 2008) 결과들은 이를 지지한다.

다. 따라서 초기 성인기의 우울에 대한 치료

구체적으로, 당면한 과제에 대한 주의 집중 훈

적 개입은 자기불일치 수준에 대한 평가를 우

련이나 혹은 별개의 과제에 대한 인지적 활동

선적으로 시행하여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것

수준을 증가시킴으로써 주의 돌리기(distraction)

이 필요하다. 즉, 자기불일치 수준이 낮을 경

를 촉진하는 등의 주의 유연성 훈련을 다루는

우,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정도와 상관 없

것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자기 지각, 목표 설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는 대학생의 우울

정 기준의 타당성 검토, 완벽주의적 혹은 당

과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인지적 과정 변인인

위적(should) 사고의 변화 등 자기불일치의 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인지적 내용 변인인

준을 낮추기 위한 자기 개념의 인지적 재구성

자기불일치를 확인하고, 나아가 부적응적 자

(cognitive reconstruction) 작업을 강화하는 데 중

기초점주의가 우울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만일 자기불일치 수

에 대한 자기불일치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준이 높을 경우,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감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울과 사회불안의 발생

소를 위한 주의 전환 훈련에 중점을 두는 것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과정 변인과

이 우울 감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인지적 내용 변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 두

넷째, 자기불일치는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변인들 간의 관계 양상이 우울과 사회불안에

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

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비교했다는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적응적인 자기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성인기 초기 우울

관련 사고를 일으키는 자기불일치보다 정보처

과 사회불안의 구체적인 기제를 이해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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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우울의 경우

김민지, 최종옥, 이승연 (2015). 청소년의 실제-

자기불일치 수준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이상 자기개념 불일치와 공격성의 관계.

시행 후 치료방향을 설정하는 반면 사회불안

청소년학연구, 22(12), 81-115.

의 경우 주의 전환 훈련과 같은 인지적 과정

김소연, 장문선, 서완석, 배대석 (2009). ADHD

변인에 중점을 두는 등의 차별적인 치료 개입

아동의 우울 동반 여부에 따른 실행기능

방안이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의 차이. 생물치료정신의학, 15(1), 21-28.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김정민 (2008). 사회불안장애 청소년을 위한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비

인지행동치료와 인지행동치료·주의훈련의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우울

효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및 사회불안의 임상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임

치료, 20(2), 243-267.

상 집단의 경우 자기불일치와 부적응적 자기

김정호, 조용래, 이민규 (2000). 사회불안과 우

초점주의의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울의 자기개념에 대한 비교. Korean Journal

실제 본 연구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

of Clinical Psychology, 19(1), 1-15.

어 연구 결과의 해석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김지은, 이민규 (2015). 청소년의 외상경험이

이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불안을 그 하위 유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지각 긍정

형인 수행불안과 대인관계불안으로 구분하여

성 수준에 따른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이 둘을 비교하여

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129-146.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

남유진, 김소정, 권정혜 (2016). 사회불안장애

울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동일 집단을 대상

의 인지행동집단치료에서 자기초점적 주

으로 우울과 사회불안을 측정하였으므로 우울

의와 지각된 사회적 위험의 변화가 증상

과 사회불안의 공병진단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6(2),

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

85-102.

는 이 두 장애의 동시진단을 받은 대상을 선

류석진, 조현주 (2017).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별하여 개별장애를 대상으로 수행할 필요가

와 반추가 사회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

있다.

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3),
339-350.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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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on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Moderating Effect of Self-Discrep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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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ing approaches to therapeutic intervening on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are needed because
they have differences while having high similaritie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specific
mechanisms of cognitive processes and contents in each disorders for effective therapeutic invention on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Accordingly, the relative influences of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and
self-discrepancy on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in undergraduates were explored with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discrepancy in the influence of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on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in this study. A total of 470 students from two colleges in Seoul, Gyeonggi and other areas were
ask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that was constructed based on several relevant instruments, such as
Scale for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 Situation (SDSAS), Self-Questionnaire,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and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ADS). For data analysis, mean, 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sample t test, frequency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WIN 21.0.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first, self-discrepancy,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and gender were
the variables that explained the college students’ depression. Second, self-discrepancy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self-focused and depression, but no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and social anxiety.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self-discrepancy, depression, social anxiety,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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