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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이 연구는 아동의 모애착, 또래관계기술, 안녕감의 관계에서 부애착의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
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모애착, 부애착, 또래관계기술, 안녕감으로 구성된 구조모형
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해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1,01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형 적합도지수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고 모형의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연구모형이 자료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 그리고 부애착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모두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
다. 둘째, 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 그리고 모애착과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모두 부애착의 조절효과가 유의하
였다. 셋째, 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가 부애착에 의해 조절되었다. 이 연구는 부애
착이 모애착과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또래관계기술과 안녕감에 대한 모애착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역할
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서 부애착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모애착, 부애착, 또래관계기술, 안녕감,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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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개인의 행복과 정신건강의 수준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최근 ‘안녕감(well-being; Keyes &
Waterman, 2003)’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녕감은 주관적 안녕감(Diener, 1984), 심리적

안녕감(Ryff, 1989), 사회적 안녕감(Keyes, 1998) 등 개인의 행복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기
존의 개념들을 통합하여 다차원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Keyes(2002)는 이러한 안녕감이 정신건
강의 진단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미국 전역의 성인 3,000여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우울, 불안, 공황장애, 알코올 의존 등과 같은 정신장애를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는 동시에 심리사회적으로 더 잘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eyes, 2005a).
청소년 대상의 연구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미국 청소년 1,200여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
에 의하면 안녕감은 자기개념, 자기결정성, 타인과의 친밀감 등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특성과는
정적인 상관을, 우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Keyes, 2005b). 또한 안녕감이 높은 청소년
은 음주, 흡연, 무단결석 등과 같은 부적응 행동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eyes, 2006).
국내 연구들도 유사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청소년의 안녕감은 적응유연성과 유
의한 정적 상관을(정규석, 2011), 우울과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이현주, 이미나, 최인수,
2008).

안녕감의 중요성은 비단 성인과 청소년에게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동에게도 안녕감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아동의 안녕감은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Park, 2004). 실제로 아동의 안녕감은 자기효능감, 자존감, 내재적 동기, 내적 통제
소재, 낙관성 등의 긍정적 특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예, 노영천, 김홍석, 2012; 이희은, 2012;
Greenspoon & Saklofske, 2001; Huebner, 1991a, 1991b; Huebner, Gilman, & Laughlin, 1999).

또한 아동의 안녕감은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이나 행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완충제로 기능
한다(Park,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안녕감을 다룬 연구는 성인 대상 연구에 비해 상당
히 드문 편이다(Keyes, 2006). 국내의 경우도 몇몇 연구(선영운, 2014; 이희은, 2012)를 제외하고
는 아동의 안녕감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경험적인 기반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다양한 주제와 방식을 통해 아동의 안녕감에 접근해볼 필
요가 있는 시점이다. 특히 아동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는 일은 아동의 안녕감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안녕감을 증진시키려는 시도는 안녕감이 어떠한 기제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초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본 연구자는 아동
의 안녕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변인들을 살펴본 다음, 그 변인들과 안녕감 간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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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요인에 의해 개인의 안녕감이 결정되는가는 연구자들의 꾸준한 관심사였다. 초기의
안녕감 연구자들은 나이, 소득,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그러나 그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
이었다(Argyle, 1999; Diener, 1984; Diener et al., 1999). 이에 따라 안녕감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떠나 다른 변인들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이제는 성격특
성이나 인간관계적 측면이 안녕감의 결정요인으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예, Diener & Lucas,
1999; Diener & Seligman, 2002). 이는 안녕감의 선행요인에 접근함에 있어서 성격특성이나 인간

관계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아동의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면 인간관계와 관련된 변인들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다. 성격특성보다는 인간관계적 변인들이 개입에 의한 변화의 여지가 더 크기 때문이다. 성격특
성의 경우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개입에 의한 변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성격특성은 상당 부분 유전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므로(Bouchard, 2004), 평생에 걸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피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와 관련된 변인이 보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의 대상은 바로 부모일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
는 아동의 안녕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Cox & Harter, 2003).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바로 애착이론으로(Ainsworth, 1989; Hazan
& Shaver, 1994),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애착이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Bowlby를 비롯한 대부분의 애착이론가들(Bowlby, 1973, 1988; Thompson, 2008; Weinfield,
Sroufe, Egeland, & Carlson, 2008)은 생애초기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침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부모와
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 작동모
델(internal working model)’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내적 작동모델을 통해 아동은 긍정적인 자기
개념과 사회적 역량을 발달시킨다(Berlin, Cassidy, & Appleyard, 2008; Thompson, 2008). 또한
안정적인 부모애착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Cassidy, 1994; Thompson, 1994). 안정적인 애착관계 안에서 아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자극과 마주하게 될 때 애착행동을 통해 부모에게 신호를 보낸다. 이에 부모는 적절한 반응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한다.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발달시킨 아동은 부
모와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에 부
모가 없이도 스스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밑거름으로 작용한다(Calkins & Hill, 2007;
Maas, Laan, & Vingerhoets, 2011). 이처럼 안정적인 부모애착은 아동의 긍정적인 내적 작동모

델 및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에 기여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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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에 걸쳐 이루어진 미네소타 종단연구(Sroufe, Egeland, Carlson, & Collins, 2005)는 이에 대

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 영유아기의 안정애착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가족 및
또래관계의 질뿐만 아니라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유능성, 정서건강 등의 긍정적 특성들을
유의하게 예측했다. 또한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이후에 사회적 혹은 행동적 문제를 덜 경험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와의 안정애착은 아동의 안녕감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Bridges, 2003). 국내의 연구들(노영천, 김홍석, 2012; 배지
아, 도현심, 박보경, 김민정, 2016; 안지영, 오미경, 김지신, 2011)도 안정적인 부모애착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이나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지지하고 있다.
부모애착 외에 아동의 안녕감에 기여하는 인간관계적 변인으로 또래관계기술을 고려해볼 필
요가 있다. 또래관계기술이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또래와의 상호작
용적인 행동을 일컫는다(양윤란, 오경자, 2005). 아동에게 또래는 가족 다음으로 활발히 상호작
용하는 인간관계의 대상이다. 가까운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인간에게 내
재된 기본적인 욕구로(Baumeister & Leary, 1995; Ryan & Deci, 2000),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아
동에게 매우 강력한 욕구로 작용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동에게 중
요한 기본욕구의 충족을 가져다줌으로써 안녕감을 촉진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구축은 아동에게 사회적 지지의 기반으로 작용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완충
하고 긍정적인 자기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Gross-Manos, 2014). 또한 또래관계
는 자존감이나 학교적응 등과 같이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나타내는 지표들과도 밀접한 관련
을 나타낸다(Gross-Manos, 2014; Wentzel, Baker, & Russell, 2009). 또래관계기술은 긍정적인 또
래관계를 촉진하는 행동을 나타내므로, 아동의 세련된 또래관계기술은 자신의 또래관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안녕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부모애착과 또래관계기술이 아동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부모애착과 또래관계기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모와의 안정적
인 애착관계 안에서 아동은 부모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기본적인 상호적 행동양식을 학습한
다(Parker, Rubin, Erath, Wojslawowicz, & Buskirk, 2006; Weinfield et al., 2008). 반면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부모의 즉각적이고 민감한 반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
문에, 상호적 관계 안에서의 적절한 행동과 의사소통 방식을 습득하는 데 상대적으로 제약이 따
른다. 따라서 안정애착 아동은 불안정애착 아동보다 더 능숙한 상호적 행동양식을 갖추게 될 가
능성이 크다. 이러한 행동양식은 다양한 대상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정교
함을 더하게 되면서 일반화된 사회기술로 자리를 잡아간다(Kerns, 1996). 따라서 부모와 안정적
인 애착을 발달시킨 아동이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보다 더 세련된 또래관계기술을 지닐 것
으로 가정될 수 있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인 아동일수록 더 양호한 또래관계 혹은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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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술을 갖는 것으로 보고한 몇몇의 국내 연구(김홍석, 노영천, 2012; 심보숙, 고재홍, 2008;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상의 논의는 부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가 또래관계기술에 의해 매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안정적인 부모애착은 아동으로 하여금 또래관계기술의 초석이 되는 상호적 행동양식을 학
습하게 함으로써 또래관계기술의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가정되었다. 한편 이러한 또래관계기술
은 긍정적인 또래관계에 기여함으로써 아동의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되었
다. 이들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안정적인 부모애착은 또래관계기술의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아동
의 안녕감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부모애착이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또래관계기술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애착과 여타 변인 간 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모애착과 부애착의 구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애착과 다른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 가운데 상당수가 모애착과 부애
착을 구분하지 않은 채 부모애착을 하나의 변인으로 다루고 있다(예, 윤명숙, 최정민, 2011; 이희
은, 2012; Ma & Huebner, 2008). 이러한 방식은 특정 변인에 대한 모애착과 부애착의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도 제공해주지 못한다. 많은 애착연구자들은 모애착과 부애착이
질적으로 다른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아동의 발달에 상호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동의한다
(Bridges, Connell, & Belsky, 1988; Dumont & Paquette, 2013; Grossmann et al., 2002). 이는

모애착과 부애착이 안녕감이나 또래관계기술에 서로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
한다. 따라서 부모애착을 하나의 변인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모애착과 부애착으로 구분하여 안녕
감 및 또래관계기술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모애착과 부애착의 구분과 더불어, 모애착과 부애착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안녕감과 또래관계
기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애착과 부애착을 구분하여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Main과 Weston(1981), 그리고 Verschueren과 Marcoen(1999)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아동이 부모 중 한 명과 불안정한 애착을 이루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한
명과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불안정애착에 의한 부정적인 효과는 안정애착에 의
해 완충된다.” 이에 Shaffer와 Kipp(2010)은 어머니와의 불안정한 애착에서 비롯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아버지와의 안정적인 애착에 의해 완충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모애착이 안녕감이
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이 부애착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부애착의
조절효과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히 드물다. 따라서 모애착과 안녕감
및 또래관계기술의 관계가 부애착에 의해 조절될 가능성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부애착의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어머니와 안
정적인 애착을 발달시킨 아동은 심리적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를 향해 애착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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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으로써 그 고통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난다(Bowlby, 1982). 안정적인 애착대상으로서의 어머
니는 일반적으로 민감하고 지지적인 양육 태도를 기반으로 자녀로 하여금 부정적인 정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어머니와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심리적 고통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로부터 민감하고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아동이 높은 수준의 안녕감을 유지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만약 모애착
은 불안정해도 아버지와는 안정적인 애착을 이루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Main과 Weston(1981), Verschueren과 Marcoen(1999), Shaffer와 Kipp(2010) 등의 주장처럼 불안

정한 모애착이 아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안정적인 부애착에 의해 완충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 아동은 심리적 고통을 느낄 때 어머니 대신 아버지를 대상으로 애착행동을 보임으로써
그 고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모애착이 불안정하다면 안정적인 부애착이 훌륭
한 차선책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국내의 연구 가운데 최규하(2014)의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한다.
이 연구에서 모애착이 불안정한 중학생일수록 우울의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났는데, 부애착 안
정성의 수준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아버지와 불안정한 애착관계에 있는 집단에
서는 불안정 모애착과 우울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반면에 안정적인 부애착관계에
있는 집단에서는 그 정도가 훨씬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 모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이 부애착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녕감의 저하는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예, 이현주 외, 2008; Chen, Jing, Hayes, & Lee, 2013), 이 결과는 모애착
과 안녕감의 관계에서도 부애착의 조절효과가 유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부애착의 조절효과는 모애착과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앞서 부모애착은
아동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상호적 행동양식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러한 영향에 대해 모애착과 부애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부애착보다는
모애착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가 주 양육자 역할을 하므
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양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상호적 행동양식의 학습을 기반으로 한 또래관계기술의 발달은 부애착보다는 모애착
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부애착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모애착과는
다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Grossmann 등(2002)에 의하면 애착관계
에서 어머니의 주된 역할은 자녀가 괴로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위안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아버
지의 주요 역할은 자녀의 외부세계에 대한 탐색을 자극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와
안정적인 애착을 발달시킨 아동은 아버지의 지지를 기반으로 사회세계를 비롯한 외부세계의 탐
색에 보다 자신감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
함으로써 또래관계기술을 정교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안정적인 모애착은 상호적 행동양식이라는 또래관계기술의 기본적인 틀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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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면, 안정적인 부애착은 외부세계에 대한 탐색의 자극을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촉진시
킴으로써 또래관계기술의 정교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비추어 볼
때 모애착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부애착의 안정성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라
는 추론이 가능하다. 안정적인 모애착을 바탕으로 또래관계기술의 기반을 적절히 갖추었다고 할
지라도, 부애착이 불안정하다면 또래관계기술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
한된다. 즉 안정적인 모애착을 바탕으로 한 상호적 행동양식이 세련된 또래관계기술로 발달하는
데 있어서 불안정 부애착이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부애착이 안정적이
라면 안정적인 모애착을 기반으로 한 상호적 행동양식이 세련된 또래관계기술로 발전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안정적인 부애착은 또래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또래관계기술
의 정교화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모애착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
향은 부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더 커질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즉 모애착과 또래관계기술의 관계
에서 부애착의 조절효과가 유의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앞서 다루었던 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 그리고 모애착과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부애착의 조절효과가 모두 유의하다고 가정했을 때, 모애착에서 또래
관계기술을 거쳐 안녕감에 이르는 매개효과는 부애착에 의해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
효과에 대한 경로를 조합하여 살펴본다면, 매개 경로 중 일부가 부애착에 의해 조절되므로 부애
착의 조절효과는 전체 매개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조절된 매개
효과(Edwards & Lambert, 2007; Preacher, Rucker, & Hayes, 2007)에 해당된다. 앞서 안정적인
모애착은 상호적 행동양식의 학습을 통해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기여하고, 이러한 또래관계기
술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촉진함으로써 아동의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
되었다. 즉 모애착은 또래관계기술을 매개로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모애착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부애착의 안정성 수준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을 앞에서 논하였
다. 부애착이 안정적일 때 안정적인 모애착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진다는 것이
다. 부애착이 불안정하다면 안정적인 모애착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약
을 받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모애착은 또래관계기술뿐만 아니라 또래관계기술을 매개로 안녕감
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부애착이 불안정하다면 안정적인 모애착이 또래관계기술을 매개로 안
녕감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반대로 부애착이 안정적일
때는 모애착이 또래관계기술을 매개로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더 클 것이다. 즉 모애
착이 또래관계기술을 매개로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부애착 안정성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으로 가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가 부애
착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출된 가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인 모애착과 부애착은 각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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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또래관계기술과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세련된 또래관계기술은 아
동의 안녕감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 그리고 부애착과 안녕감의 관계는
또래관계기술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넷째, 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 그리고 모애착과 또래관계
기술의 관계는 부애착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다섯째, 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또래관계기
술의 매개효과는 부애착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이 가정들을 종합하면 [그림 1]의 개념모형으로 도식화될 수 있다. 그러나 모형에 내재된 조절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표준적인 통계모형으로의 변환이 요구된다(Hayes &
Preacher, 2013). 이에 따라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개념모형을 통계적 검증모형으로 변환

×

하였다. 통계적 검증모형에서 모애착 부애착 상호작용이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할 경우,
모애착이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에서 부애착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

같은 방식으로 모애착 부애착 상호작용이 또래관계기술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다면, 모애착
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효과가 부애착에 의해 유의하게 조절됨을 의미한다.

개념모형

통계적 검증모형

그림

[

1]

연구모형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A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여덟 곳에 재학 중인 4, 5학년 학생 1,014(남 537, 여 47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중 4학년은 471명, 5학년은 543명이었다. 여러 연령 가운데 초등학교 4, 5학년 학
생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주된 이유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로만 자료가 수집된다는 데 있었다.
자기보고에 의한 자료수집에서 안정적인 자기평가는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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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된다. 이러한 연구는 가능한 높은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령이 높
아짐에 따라 아동의 자기평가는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이다(Harter,
2012). 또한 어린 아동일수록 문항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응답할 가능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에서 배제하였다. 한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해당되므로 6학년 학생을 단순히 아동으로 간주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Shaffer와 Kipp(2010)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인 만 12세까지가 아동으
로 분류되기는 하나 12세 이하라 하더라도 사춘기가 시작되었다면 청소년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즉 6학년이라 하더라도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아동보다는 청소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사춘기가 시작되는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추
세로, 실제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박광숙, 이영희, 고성희, 2012).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경우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이 2014년 11월에 이루어졌는데 6학년 학생들 중 상당수가 이미 청소년기에
진입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6학년을 아동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
단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측정 도구
1) 모애착과 부애착
모애착과 부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초‧중‧고등학생용 부모애착 척도(유성경, 박승리, 황매
향, 2010)를 사용하였다. 이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번안하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타당화한 것이다. 이 척도는 같은 형태의 문항에서 애착대상만 바꾸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애착과 부애착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예컨대, “우리 엄마(아빠)는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에서 ‘엄마’를 사용하여 문항을 구성한다면 모애착 척도가, ‘아빠’를 사용
한다면 부애착 척도가 되는 것이다. 모애착과 부애착 척도는 각각 25문항으로 이루어지며, 신뢰
(예, 나는 엄마를 믿는다.), 의사소통(예, 나는 아빠에게 내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소외(예, 우리 엄마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등의 세 하위척도로 구분된다. 응답은 4점 Likert 척
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항상 그렇다)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신뢰와 의사소통 척도 중
부정적 진술문항, 그리고 소외 척도의 모든 문항은 역채점되어 합산된다. 유성경 등(2010)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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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모애착의 경우 신뢰 .86, 의사소통
.81, 소외 .75, 부애착의 경우 신뢰 .87, 의사소통 .87, 소외 .82였다. 본 연구에서 모애착 척도는

신뢰 .87, 의사소통 .83, 소외 .79, 전체 .93, 부애착은 신뢰 .89, 의사소통 .86, 소외 .83, 전체 .94의
내적일관성계수를 나타냈다.

2) 또래관계기술
또래관계기술의 측정을 위해 양윤란과 오경자(2005)가 개발한 또래관계기술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총 19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로, 주도성, 협동 및 공감 등 두 가지 하위척도로 구
성된다. 주도성은 아동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자신 있는 태도로 그 관계를 주도하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협동 및 공감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상대의 입장을 배려
하고 서로 협동하는 태도를 보이는지를 측정한다. 응답은 4점 Likert 척도 방식(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항상 그렇다)으로 이루어진다. 양윤란과 오경자(2005)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또래관계기술의 내적일관성계수는 주도성 .77, 협동 및 공감 .74, 전체 .8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도성 .87, 협동 및 공감 .84, 전체 .91로 나타났다.

3) 안녕감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청소년 안녕감 척도(K-WBSA; 이현주 외, 2008)를 이희은(2012)
이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K-WBSA는 Keyes(2005b)가 개발한
SWBS(Subjective Well-Being Scale)를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이다. 총 12문항

의 자기보고식 척도로, 최근 한 달 간 각 문항에 제시된 내용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를 스스로
평정하게 하는 방식이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 = 전혀 느끼지 않음, 6 = 매일 느낌)의 형식
을 취한다. 이 척도는 정서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 등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다. 정서적 안녕감은 유쾌한 정서 상태와 삶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측정한다. 심리적 안녕감은
자신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기능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진다. 사회적 안녕감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계수는 이희은(2012)의 연구에서 정서적 안녕감 .93, 심리적 안녕감 .88, 사회적 안녕감
.85, 전체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안녕감 .88, 심리적 안녕감 .84, 사회적 안녕감
.84, 전체 .93의 내적일관성계수가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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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초등학교 여덟 곳의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41학급에서 설문이 진행되었다. 각 학급
담임교사의 판단 아래 수업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설문 시간이 마련되었다. 응답이 완료
되기까지 대체로 20분가량이 소요되었다. 총 1,092부의 설문지가 배부되고 수거되었는데, 이 가
운데 성의 없이 응답한 것으로 판단되는 설문지는 78부였다. 이 설문지들이 자료 분석에서 제외
됨에 따라 모두 1,014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모형 안의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해 Marsh, Wen과 Hau(2004)가 제안한 비제약 접근법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잠재 상호작용 모형을 설정하였다.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으로 각 측정도구의 하위척도 점수
들이 사용되었는데, 상호작용이 가정되는 모애착과 부애착의 측정변인들은 Marsh 등의 권고에

×

따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되었다. 모애착 부애착의 측정변인은 Marsh 등이 제안한 대
응쌍 방법(matched-pair strategy)에 따라 모신뢰와 부신뢰의 곱, 모소통과 부소통의 곱, 모소외
와 부소외의 곱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모애착과 부애착의 측정도구는 애착대상만 다를 뿐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모애착과 부애착의 측정오차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측
정오차 간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앞서, IBM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여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과 상
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Mplus 6.12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수 추정방법
으로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가 사용되었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등의 적합도 지수를 검토하였

다. TLI와 CFI가 .90보다 크고 RMSEA와 SRMR이 .08보다 작을 때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Bentler & Bonett, 1980; 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8).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
는 데 있어서 현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는 절차가 바로 bootstrapping이다(Hayes,
2009; Shrout & Bolger, 2002). bootstrapping은 원자료부터 원자료와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무작

위로 복원 추출하는 절차를 수백 번 혹은 수천 번 반복함으로써 반복된 수만큼의 표본을 생성하
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각 표본에서 산출된 매개효과의 추정값들로 이루어진 경험적 표집분포
를 얻을 수 있는데, 이로부터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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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로부터 특정 비율의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그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매
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한다. 신뢰구간에 영가설의 값인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영가설을 기
각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Hayes(2009)의 권고에 따라
bootstrap 표본 10,000개를 얻었으며, 이로부터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신뢰구간은
MacKinnon, Lockwood와 Williams(2004)의 제안에 따라 편향이 수정된(bias corrected: BC) 것

을 사용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증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회귀식을 먼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연구모형을 회귀식으로 변환한 다음, 이를 토대로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증방법
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앞서 제시했듯이, 본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검
증모형의 형태로 도식화될 수 있다. 이 모형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는 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에
서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가 부애착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다. 통계적 검증모형에서 진하게 표
시된 경로가 바로 조절된 매개효과와 관련된 경로이다. 한편, 회귀식 변환에서 편의를 위해 모애
착, 부애착, 또래관계기술, 안녕감에 각각 X, Z, M, Y라는 임의적인 명칭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각각의 경로들도 a1, b1 등으로 명명하였다. 통계적 검증모형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회귀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M = iM + a1X + a2Z + a3XZ + eM
Y = iY + b1M + b2XZ + c1X + c2Z + eY

(1)
(2)

iM과 iY는 각각 M과 Y의 절편을 나타내고, eM과 eY는 M과 Y의 오차를 의미한다. 한편, (1)을
변인 X를 기준으로 재정리하게 되면 (3)이 된다.

M = iM + (a1 + a3Z)X + a2Z + eM

(3)

(3)에서 종속변인 M에 대한 독립변인 X의 효과는 a1 + a3Z로,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

인 Z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즉 (3)은 모애착과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부애착의 조절효과
를 나타내는 회귀식이다. 한편, X가 M을 매개로 Y에 미치는 효과는 (3)에서 X의 회귀계수인 a1
+ a3Z와 (2)에서 M의 회귀계수인 b1의 곱이 된다. 즉 모애착이 또래관계기술을 매개로 안녕감

에 미치는 효과는 (a1 + a3Z)b1인 것이다. 이 매개효과 역시 Z(부애착)라는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부애착의 수준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따라서 (a1 + a3Z)b1은
부애착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의미한다(Preacher et al., 2007).
조절된 매개효과인 (a1 + a3Z)b1은 Z라는 변인을 포함하므로 하나의 고정된 값으로 추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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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Z(부애착)에 따라 다양한 값이 추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양한 추정값들은 부애착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로, 각각에 대한 유의도 검증이 Mplus의 MODEL CONSTRAINT 명령어
를 통해 가능하다(Hayes & Preacher, 2013). 각 추정값들은 모두 매개효과에 해당되므로
bootstrapping을 통해 유의도를 검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유의하게 나타난 (a1 + a3Z)b1의

추정값들이 부애착의 수준에 따라 일정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모애착이 또래관계기술
을 매개로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가 부애착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
한 부애착의 값을 (a1 + a3Z)b1에 대입시킨 다음, 각각의 추정값들에 대한 유의도 검증 결과를
비교해봄으로써 매개효과에 대한 부애착의 조절효과가 유의한지를 판별할 수 있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먼저 (a1 + a3Z)b1에 대입시킬 Z(부애착)의 값들을 정하였다.

M - 2.0SD, M - 1.9SD, M - 1.8SD, …, M - 0.1SD, M, M + 0.1SD, …, M + 1.8SD, M + 1.9SD, M +
2.0SD와 같이 총 41개의 부애착의 값을 지정하여 (a1 + a3Z)b1에 대입하였다. 이후
bootstrapping을 통해 41개의 (a1 + a3Z)b1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검증 결과 유의하게 나타

난 (a1 + a3Z)b1의 추정값들이 부애착의 수준에 따라 변화를 보일 경우, 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
에서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가 부애착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표

<

측정변인

1

2

1>

3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N = 1,014)
4

5

6

7

8

9

10

M

SD

왜도

첨도

33.59

4.88

-.93

.95

27.68

4.78

-.53

.25

20.29

3.22

1.03

.90

33.68

5.24

-1.02

1.44

26.83

5.23

-.43

.10

20.14

3.55

-1.0

.83

24.21

6.13

.04 -.52

32.24

5.26

-.46 -.15

14.07

3.32

-.95

모애착
1. 모신뢰

-

2. 모소통

.78

3. 모소외

.75 .67

-

부애착
4. 부신뢰

.59 .55 .51

-

5. 부소통

.52 .64 .47 .80

6. 부소외

.51 .48 .60 .78 .72

-

또래관계기술
7. 주도성

.35 .42 .25 .40 .49 .32

-

8. 협동/공감 .43 .45 .31 .44 .46 .35 .62

-

안녕감
9. 정서적

.52 .48 .50 .52 .49 .48 .44 .43

10. 심리적

.44 .45 .41 .46 .48 .44 .50 .47 .70

-

16.84

4.70

-.52 -.22

11. 사회적

.50 .50 .43 .50 .53 .47 .58 .55 .71 .78

20.21

5.61

-.40 -.39

주. 모든 상관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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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잠재변인 내 측정변인 간 상관은 .62 ∼ .80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로 다
른 잠재변인 사이의 측정변인 간 상관은 .25 ∼ .64로 산출되었다.

2. 연구모형 검증
1) 모형 적합도 평가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산출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2>와 같다. 모든 적합도지수들이 양
호하게 나타나, 연구모형이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표 3>과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형에 내재된 직접경로와 공분산에 대한 추정값 역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

<

2>

연구모형의 적합도



df

p

TLI

CFI

RMSEA
[90% CI]

SRMR

463.512

70

.000

.948

.960

.074
[.068, .081]

.045

표

<

3>

직접경로의 유의도 검증 결과



SE

t



모애착 → 안녕감

.131

.022

5.828***

.219

부애착 → 안녕감

.095

.023

4.122***

.172

또래관계기술 → 안녕감

.272

.022

12.089***

.508

모애착 → 또래관계기술

.316

.049

6.404***

.283

부애착 → 또래관계기술

.419

.048

10.190***

.479

경로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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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연구모형 경로의 표준화계수.

*

p < .05.

***

p < .001.

2)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행한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개효과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
그리고 부애착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모두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

4>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 결과

경로

 [95% CI]

SE

t



모애착 → 또래관계기술 → 안녕감

.086 [.052, .124]

.015

5.752***

.144

부애착 → 또래관계기술 → 안녕감

.134 [.098, .175]

.017

8.026***

.243

***

p < .001.

3) 조절효과 검증

×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모애착 부애착 상호작용이 안녕감 및 또래관계기술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애착과
안녕감, 그리고 모애착과 또래관계기술의 관계가 각각 부애착에 의해 유의하게 조절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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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경로
모애착 × 부애착 → 안녕감
모애착 × 부애착 → 또래관계기술

5>

조절효과의 유의도 검증 결과

SE


-.005
.043

.003
.006





-.061
.269

-.042
.187

t
*

-2.026
7.389***



주.  는 Wen, Marsh와 Hau(2010)의 권고에 따라 수정된 표준화계수임.
*
p < .05. ***p < .001.

조절효과가 유의할 경우,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관련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래프
를 통해 시각화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추정된 계수로 회귀식을 세운 다음, 조절변인의 값
을 달리하여 식에 대입한 뒤 각각의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서로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Cohen, Cohen, West, & Aiken, 2003). 보통 대입할 조절변인의 값으로 M - SD, M, M + SD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먼저 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부애착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귀식을 세웠다(Y: 안녕감, X: 모애착, Z: 부애착).

 = .131X + .095Z + (-.005XZ)

(4)


 = .095Z + [.131 + (-.005Z)]X

(5)

이후 Z값으로 부애착의 M - SD, M, M + SD에 해당하는 -4.864, 0, 4.864를 위 식에 각각 대입
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식을 얻었다. (6)은 부애착이 낮을 때, (7)은 부애착이 보통일 때, (8)은
부애착이 높을 때 모애착과 안녕감 사이의 관계식을 의미한다.

 = .155X - .462

(6)


 = .131X

(7)


 = .107X + .462

(8)

이 세 가지 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모애착과 안
녕감의 관계를 나타내는 직선의 기울기는 부애착 안정성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부애착
이 안정적일수록 모애착 불안정과 안녕감 저하 사이의 관계가 더 약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모애착과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부애착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나기 위해 다음
과 같이 회귀식을 세웠다(M: 또래관계기술, X: 모애착, Z: 부애착).

 = .316X + .492Z + .043XZ

(9)


 = .492Z + (.316 + .043Z)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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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부애착의 M - SD, M, M + SD를 각각 위 식에 대입하여 다음과 같이 세 식을 구했다.
(11)은 부애착이 낮을 때, (12)는 부애착이 보통일 때, (13)은 부애착이 높을 때, 모애착과 또래관

계기술 간의 관계식을 의미한다.

 = .107X - 2.393

(11)


 = .316X

(12)


 = .525X + 2.393

(13)

이 세 가지 식은 [그림 4]와 같이 그래프로 표현된다. 여기에서는 부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모애
착 안정성과 또래관계기술 수준 간의 관계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3]

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부애착의 조절효과

그림

[

4]

모애착과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부애착의 조절효과

4)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를 41개의 부애착 값에 따라 각각
bootstrapping을 통해 검증한 결과,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평균중심화된 부애착의 값이

약 –4.38(M - .9SD)보다 클 때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작을 때는 매개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애착 안정성이 약 M - .9SD 이하로 낮은 경우, 모애착과 안녕감
의 관계를 또래관계기술이 유의하게 매개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부애착 안정성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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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9SD보다 클 때는 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가 또래관계기술에 의해 유의하게 매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부애착의 값이 커짐에 따라 일정하게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부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가 더욱 커진 것이
다. 이는 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가 부애착에 의해 조절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

5]

부애착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 추정값과

95%

신뢰구간

Ⅳ. 논의 및 결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지수가 산출됨으로써 연구모형이 자료
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연구모형에 내재된 모든 경로와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
된 매개효과 등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관련 이론 및 선행연
구에 비추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다음, 이 연구가 학교, 가정, 상담 분야 등에서 갖는 시사
점, 그리고 이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모애착 및 부애착에서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경험이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정신건강과 심리적 적응에 지속적으로 기여한다는
애착이론가들(Bowlby, 1973, 1988; Thompson, 2008; Weinfield et al., 2008)의 입장을 뒷받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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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이 결과는 부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를 검증한 여러 선행연구들과 일관성을 갖는다.
예컨대, 미네소타 종단연구(Sroufe et al., 2005)에서 영유아기의 안정애착은 성인기에 이르기까
지 개인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유능성, 정서적 건강 등과 같은 긍정적 특성들을 유의하
게 예측하였다. 또한 여러 횡단연구들도 부모애착이 아동 및 청소년의 안녕감과 유의하게 관련
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예, 윤명숙, 최정민, 2011; 이희은, 2012; Karreman &
Vingerhoets, 2012).

또래관계기술이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도 유의하였다. 이는 또래관계기술이 우수한 아동일수
록 더 높은 수준의 안녕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
기술과 안녕감 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한 일련의 연구결과(Demir, Jaafar, Bilyk, & Mohd
Ariff, 2012; Segrin, Hanzal, Donnerstein, Taylor, & Domschke, 2007; Segrin & Taylor, 2007)와

유사한 맥락에 있다. 본 연구결과는 대인관계기술이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한편, 또래관계기술
과 안녕감 사이에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또래관계기술이 또래관계의 질을 직접
적으로 촉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래관계기술이 긍정적인 또래관계에 기여함으
로써 결과적으로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모애착과 부애착은 또래관계기술과 각각 유의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안정
적인 애착을 발달시킨 아동일수록 더욱 우수한 또래관계기술을 지니는 것이다. 이 결과는 부모
와의 애착관계 안에서 학습된 기본적인 상호적 행동양식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정교함을 더하
게 되면서 일반화된 대인관계기술로 발전해간다는 애착이론가들(Kerns, 1996; Weinfield et al.,
2008)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미네소타 종단연구(Sroufe et al., 2005)에서 영아기에 측정된

애착의 질이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또래와 관련된 사회적 행동을 일관되게 예
측한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결과이다.
모애착 및 부애착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안정적
인 모애착과 부애착이 각각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을 촉진하고, 이러한 또래관계기술은 아동의 또
래관계에 기여함으로써 아동의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결
과는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Ma와 Huebner(2008)
의 연구결과, 그리고 부모애착과 정서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
다고 보고한 Rice, Cunningham과 Young (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 있다.
한편, 부애착은 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모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아동의 안녕감 수준은 낮아지는데 이러한 경향은 부애착
이 안정적일 때 더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부애착이 불안정할 때는 불안정 모애착과 안녕감
저하 사이의 관련성이 더 강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한 모애착이 안녕감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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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정적인 영향이 안정적인 부애착에 의해 완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어머니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에서 비롯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아버지와의 안정적인 애착에 의해 완충될 수
있음을 주장한 애착연구자들(Main & Weston, 1981; Shaffer & Kipp, 2010; Verschueren &
Marcoen, 1999)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모애착과 또래관계기술의 관계도 부애착에 의해 유의하게 조절되었다. 모애착이 안정적일수
록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은 더욱 양호했는데, 이러한 관계는 부애착이 안정적일 때 더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부애착이 불안정할 때는 모애착과 또래관계기술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안정적인 모애착의 긍정적인 영향이 안정적인
부애착에 의해 더욱 촉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불안정한 부애착은 모애착이 또래관
계기술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통해 학습된 상호적 행동양식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거쳐 점차 또래관계기술로 발달하게 된다(Kerns, 1996; Weinfield et al.,
2008).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부애착은 아동으로 하여금 외부세계에 대한 탐색을 자극함으로써
(Grossmann et al., 2002) 또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또래관계기술이 보다 정교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만약 부애착이 불안정하다면 외부세계에 대한 탐색 의지가 억제됨으로써 또래 상호작용
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여지가 크다. 안정적인 모애착을 바탕으로 상호적 행동양식이 적절히 학
습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애착이 불안정하다면 또래관계기술 발달에 필수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되므로, 모애착관계 안에서 학습된 상호적 행동양식이 보다 세련된
또래관계기술로 발달하는 데 제한이 따르기 쉽다. 반면 부애착이 안정적일 때는 보다 활발한 또
래 상호작용을 경험하기 때문에, 모애착관계에서 학습된 상호적 행동양식이 더욱 정교화된 또래
관계기술로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
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도 부애착에 의해 조절되었다. 이 매개
효과는 부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일정하게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안정적인 부애착이 뒷받침
되었을 때 안정적인 모애착은 또래관계기술을 통해 안녕감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반면, 부애착이 매우 불안정할 때는 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
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안정적인 부애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모애착이 또래관계
기술을 통해서는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
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안정적인 모애착관계에서 학습된 상호적 행동양식은 또래관계기술로
발달하여 또래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안녕감에 기여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부애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또래관계기술의 정교화가 상대적
으로 억제된다. 따라서 부애착이 불안정하다면 안정적인 모애착이 또래관계기술을 통해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부애착이 안정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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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정적이 모애착이 또래관계기술을 매개로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촉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가정과 학교 현장, 그리고 아동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분야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진다. 먼저, 아동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주요 변인인 부모애착과 또래관계
기술이 아동의 행복과 정신건강의 수준을 반영하는 안녕감과 유의한 관련을 나타낸 것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아동의 부모애착이나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정보가 학교 현장이나 상
담의 실제에 있어서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행복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을 함의한다. 더 나아가 부모 및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구축이 아동의 행복과 정신건강에 기여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이는 가까운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인간에게 내재된 기본적인 욕구로 개인의 안녕에 필수적인 조건임을 강조한 여러 이론가
들(Baumeister & Leary, 1995; Ryan & Deci, 2000)의 관점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이러한 입장은
안녕감 증진을 위한 개입을 구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아동의 안녕감이 또래관계기술과 더불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 아동의 낮은 안녕감에 대
한 주 원인 가운데 하나는 미숙한 또래관계기술에 있는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또래관계기술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개입이 아동의 안녕감 증진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아동의 또래관계기술과 안녕감이 부모애착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냄을 보여
줌으로써,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아동의 긍정적인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중요한 기반으
로 작용함을 함의한다. 이는 특히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갖는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애착관계의 질은 대부분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좌우되기 때
문이다(Bowlby, 1982; De Wolff & van Ijzendoorn, 1997). 민감하고 지지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는 안정적인 부모-자녀 애착관계를 이끎으로써 아동의 또래관계기술과 안녕감에 이바지하는 것
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부모애착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발달시키는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학교나 상담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에 있
어서 비중 있는 주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예비 부모, 혹은 자녀와의 애착
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애착 관련 프로그램은 자녀가 미래에 세련
된 또래관계기술과 높은 수준의 안녕감을 갖게 하는 데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이 연구는 애착 관련 개입에 있어서 모애착뿐만 아니라 부애착 또한 안정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야할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연구결과에서 안정적인 부애착은 아
동의 또래관계기술과 안녕감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안
정적인 부애착은 또래관계기술 및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불안정 모애착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
시키고 안정 모애착의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 촉진시키는 기능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아버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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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애착관계는 안정적인 모애착의 긍정적인 효과를 억제하고 불안정한 모애착의 부정적
인 효과를 더욱 확대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상의 결과는 아동의 애착관계에 접근하여
또래관계기술과 안녕감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부애착 안정성의 강화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예컨대, 모애착관계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변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애착
안정성에 초점을 둔 개입이 불안정한 모애착이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충
해주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모애착이 안정적일 경우 부애착 안정성의 강화
는 모애착이 또래관계기술과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 확대시키는 촉진제로 기능
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다.
학교나 학급 수준에서 아동의 안녕감 증진을 위한 개입을 시도하고자 한다면 부모애착보다는
또래관계기술에 초점을 둔 개입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 여겨진다. 만약 부모애착을 어렵지 않게
안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애착 관련 개입도 안녕감 증진에 효과적인 방
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형성된 부모애착은 이후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
어서(Berlin et al., 2008; Fraley, 2002), 개입에 의한 변화 가능성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이 따른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이미 부모애착의 질이 안정기에 접어든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모애착관계
를 변화시킴으로써 아동의 안녕감 수준을 증진시키려는 시도는 효율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은 부모애착 안정성에 비하면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크므로, 또
래관계기술의 향상을 통해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개입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Mallinckrodt, Coble과 Gantt(1995)가 강조했던 바와 같이, 애착의 역사를 다시 쓸 수는 없지만

또래관계기술과 같은 사회적인 역량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는
또래 상호작용의 장으로서 또래관계기술을 연마하는 데 다양한 이점이 존재하는 곳이므로 학교
및 학급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또래관계기술 향상 개입은 아동의 또래관계는 물론 안녕감에까지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또한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서 부애착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지금까지 아동의 애착을 다룬 연구들은 상당수가 모애착에 치중한 나머지 부애착을 상대
적으로 등한시한 경향이 있었다(Brown, McBride, Shin, & Bost,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부애
착은 아동의 또래관계기술과 안녕감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부
애착은 모애착과 상호작용하여 모애착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안정
적인 부애착은 또래관계기술 및 안녕감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안정 모애착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키고 안정 모애착의 긍정적인 효과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깊이 관여하는 부모, 학교, 상담자 등에게 있어서도 아버지와 자
녀 사이의 애착 안정성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끝으로, 이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남기며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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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첫째, 이 연구결과는 횡단적으로 수집된 자료로부터 얻어진 것이므로 인과적인 해석에 한
계가 따른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종단적 자료수집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모든 측정이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자기보고
에 의한 측정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변인이 동일
한 방식으로 측정될 경우 분석결과가 공통방법분산에 의해 왜곡될 소지가 있다(Donaldson &
Grant-Vallone, 2002).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중측정방법을 통한 자료 수집을 고려해볼 필요

가 있다. 셋째, 표집 대상이 특정 지역의 초등학생 4, 5학년에 한정되었으므로 다른 대상에까지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일반화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집 범위를 보
다 넓혀 연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변인 간의 관계에서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모애착에 관련된 남녀 간의 차이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모애착과 그 밖의 변인과의 관계에서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가 꾸준히 등장했다(예, 고영남, 2008; Kenny, Lomax, Brabeck, & Fife, 1998; Rice et al.,
1997). 그러나 이론적인 배경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채 탐색적인 수준에서 검증이 이루진

경우가 상당수이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결과들이 서로 일관성을 이루지 못해 해석이 쉽지 않다.
이는 애착에서의 성차를 설명할 수 있는 정교화된 이론적 틀이 아직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부모애착에서의 남녀 차이는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Grossmann, Grossmann,
Kindler, & Zimmermann, 2008). 따라서 모애착과 부애착이 여타의 변인들과 갖는 관계에 있어

서 남녀 간에 차이를 살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 여겨진다. 단, 성차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므로 탐색적으로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보다 이론적인 논의가 먼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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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er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by Paternal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Attachment, Peer Relational
Skills, and Well-being in Children*
1)2)

Seon, Youngwoon**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by paternal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attachment, peer relational skills, and well-being in children.
A total of 1,014 children in 4th and 5th grade participa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oodness fit indices showed that the hypothesized model provided an acceptable fit to the
data. The results indicated that (1) secure maternal and paternal attachment were, independently
of each other, related to better peer relational skills and higher well-being, (2) better peer
relational skills were related to higher well-being, (3) both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and
paternal attachment and well-being were mediated by peer relational skills, (4) paternal
attachment moderated the both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attachment and well-being and
between maternal attachment and peer relational skills, and (5) the mediation of peer relational
skill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ttachment and well-being was moderated by
paternal attachment. Implications for practice are discussed.
Key words: maternal attachment, paternal attachment, peer relational skills, well-being,
moderation, moderated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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