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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별 뇌신경 활성에 대한 fMRI 연구 

 

이 연구는 아동기 애착안정성과 관련된 신경활성 지표를 찾기 위해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을 묘사하는 정서자극을 구성하여 아동의 

애착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이 때의 신경활성 반응이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라 

정서자극의 정서가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속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한 신경활성이 

애착안정성 수준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전반적 양상을 살펴보고,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라 신경활성의 차이를 보이는 영역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3~4학년 남아 96명을 

대상으로 분리불안검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라 

‘높음’, ‘중간’, ‘낮음’의 세 집단으로 연구대상을 분류하고,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하였다. 

최종분석 포함된 아동은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 7명, ‘중간’ 집단 7명, 

‘낮음’ 집단 7명, 총 21명이었다.  뇌영상 자료의 전처리 및 분석은 

SPM8을 사용하였다. 1차수준 분석에서 연구대상별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한 신경활성을 물리정보에 의한 

신경활성과 대비시킨 대조영상을 산출하고, 이를 2차수준 분석에 

투입시켜 단일표본t검정 및 중다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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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동이 정서자극의 정서가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속도에서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행동 수준에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대한 반응은 탐지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대한 신경활성 반응은 

애착안정성 수준별로 차이를 보인다.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은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해 변연계의 앞쪽띠이랑, 중간띠이랑, 

편도체에서 신경활성이 증가되었다. 대뇌겉질에서는 안쪽이마이랑과 

아래이마이랑의 신경활성이 증가되었다. 바닥핵에서는 꼬리핵, 

조가비핵의 신경활성이 증가되었다.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를 

처리할 때 신경활성의 감소를 보이는 영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애착안정성이 중간 수준인 아동은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해 신경활성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영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애착안정성이 중간 수준인 아동은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대한 신경활성이 물리정보에 대한 신경활성과 유사하였다. 

넷째, 애착안정성이 낮은 아동은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를 

처리할 때 신경활성이 증가된 영역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쐐기앞소엽, 

쐐기엽, 중간관자이랑, 아래관자이랑의 신경활성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다섯째,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한 신경활성에서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영역은 창백핵, 

조가비핵, 담장을 중심으로 하는 바닥핵의 하부구조물이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은 중간 수준 혹은 

낮은 수준의 애착안정성을 보이는 아동에 비해 창백핵, 조가비핵, 담장, 

편도체에서 증가된 신경활성을 보였다. 애착안정성이 중간 수준인 

아동과 낮은 수준인 아동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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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정상군 아동의 발달에서 양육자와의 애착은 부정적 정서정보에 

대한 정서적 각성 및 공감에 관여하는 변연계의 뇌신경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뇌신경학적 관점에서 높은 수준의 애착안정성은 부정적 

정서정보에 대한 높은 각성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 관여하는 

변연계의 신경활성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 

둘째, 정상군 아동의 발달에서 양육자와의 애착은 정보의 중요성 및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운동 반응에 관여하는 바닥핵, 특히 

창백핵과 조가비핵을 중심으로 한 줄무늬체의 뇌신경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애착시스템은 개체의 생존과 적응을 위해 고안된 생득적 기제로 

양육자 정보에 동기화되어 있다. 그러나 양육자 정보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누적되면서 양육자에 대한 접근 및 회피 반응에 영향을 주게 

된다. 뇌신경학적 관점에서 높은 수준의 애착안정성은 양육자 정보에 

대한 각성과 내적인 접근 반응에 대한 줄무늬체의 신경활성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 

이 연구는 애착안정성이 이론적 개념이지만 뇌신경 활성과 같은 

생물학적 지표에 근거할 수 있으며, 변연계 및 바닥핵의 줄무늬체가 

핵심적으로 관여함을 증명하였다. 또한 애착안정성 수준이 낮은 아동의 

경우 뇌신경 활성에서 차이를 보여 아동의 애착관계와 사회정서적 뇌 

발달을 지원할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주요어: 애착안정성, 부정적 모아상호작용,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변연계, 

바닥핵, 줄무늬체 

학  번:  2007-3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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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애착은 인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개념이다 

(Bowlby, 1958, 1973; Holmes, 1993). 애착이론에 따르면 애착은 

포유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생득적 기제로, 어린 개체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할 때까지 양육자와의 근접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Cassidy, 2008). 애착이 형성되고 나면 개체는 양육자에 

대한 접근 추구 행동을 보이며, 양육자와 분리될 때 강하게 저항한다. 

이처럼 양육자와의 근접성 유지를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회적, 정서적, 

동기적, 행동적 정보에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일관된 행동 패턴을 양산해 

내는 생득적 기제를 가리켜 애착 시스템이라 한다(Bowlby, 1982). 

인간 역시 본성적인 애착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 영아에게는 

부모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애착 

시스템의 기능은 더욱 중요하다.  

외부의 위험 요인에 의해 아동의 애착 시스템이 작동되면 아동은 

양육자에게 지속적으로 근접성을 추구하며 정서적 위안을 구하고자 한다. 

이 때 양육자의 민감하고 일관된 반응은 아동을 진정시키는 기능을 

가진다(Caldera & Hart, 2004). 반면 양육자가 무반응적이고 비일관된 

양육을 하는 경우 아동은 양육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도 위안을 얻지 

못하고 지속적인 불안 상태에 놓인다(Bifulco, 2008). 애착 관계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누적되면서 관계의 질적 차이가 발생한다. 

애착안정성은 아동과 양육자의 애착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이다. 애착 이론에 의하면  애착안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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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 속성으로 관찰되며 쉽게 변하지 

않는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애착안정성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이론적 구성체이기 때문에 

애착연구자들은 관찰 가능한 지표들을 통해 이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어머니와 관련된 정서정보를 제시할 때 나타나는 아동의 

정서적 반응 차이가 개인의 애착안정성 수준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애착 

형성기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낯선상황실험(strange situation)은 

영아가 어머니와 분리되거나 재결합할 때 나타나는 영아의 행동 반응에 

기초하여 애착안정성을 평가한다(Ainsworth et al., 1978). 조금 더 큰 

아동은 어머니와의 분리를 묘사하는 그림을 이용한 면접이나 인형극을 

사용한 면접을 통해 애착 관련 사고와 감정에 간접적으로 접근한다. 이 

때 아동이 제시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개방성, 정서에 대한 정당화, 

분리 극복을 위한 해결책을 평가하여 애착안정성 수준을 

평가한다(Kerns, Aspelmeier, Gentzler, & Grabill, 2001; Kerns, 

Tomich, Aspelmeier, & Contreras, 2000; Resnick, 1993). 

애착안정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은 애착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정보가 아동의 애착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아동의 행동이나 발화, 태도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는 곧 애착 

시스템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더 나아가 애착 시스템의 기능은 

아동의 애착관계에 대한 표상과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내적 모델을 

발달시킨다. 

관찰가능한 지표들에 의해 확립된 애착안정성 개념은 실제 인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의의가 있었다(장휘숙, 1997). 

많은 선행 연구들은 영아기의 애착안정성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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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으며, 이후 5년, 10년, 심지어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Beliveau & Moss, 2009; Besoain 

& Santelices, 2009; Byrne, Goshin, & Joestl, 2010; Grossmann, 

Grossmann, & Waters, 2005; Obegi, Morrison, & Shaver, 2004).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애착안정성 개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먼저 아동의 행동이나 발화 양식과 같은 몇 가지 간접적 지표가 애착 

관계의 역동적 측면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면접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애착안정성과 관련된 보다 객관화된 지표가 필요하다. 애착안정성 

수준이 어떠한 기제에 의해 다른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 

인과성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애착안정성의 기제를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한 경험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최근 살아있는 인간의 뇌기능을 시각화하여 볼 수 있는 뇌 영상 

기법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변수와 관련된 기능적 뇌 영역을 

지도화하는 작업(functional brain mapping)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애착안정성의 신경적 기제에 대한 연구도 누적되고 있지만 주로 

동물 모델에 기반하거나 성인애착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성인의 애착안정성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개인의 

애착안정성 수준은 주로 정서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뇌 영역의 신경활성 

지표와 연관되어 있다(Buchheim, Erk, George, Kachele, Kircher, 

Martius, Pokorny, Ruchsow, Spitzer, & Walter, 2008; Buchheim, 

Viviani, Kessler, Kachele, Cierpka, Roth, George, Kernberg, Bruns, 

& Taubner, 2012; Lemche, Giampietro, Surguladze, Amaro, 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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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 Brammer, Lawrence, Maier, Russell, Simmons, Ecker, 

Joraschky, & Phillips, 2006). 변연계(limbic system)의 

편도체(amygdala), 해마(hippocampus), 앞쪽띠이랑(anterior 

cingulate gyrus), 시상하부(hypothalamus) 등은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라 신경활성의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다. 변연계와 해부학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안쪽이마엽(medial frontal cortex)은 

정서정보에 대한 평가나 자기반영적 사고와 같은 인지적 처리와 관련된 

영역으로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신경활성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아직 

연구결과가 애착안정성 현상을 일관성 있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구자마다 다른 실험 설계 및 자극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후속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일관된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긍정 혹은 부정의 정서가를 

유발하는 단순한 정서 자극을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자극에 의한 

신경활성이 애착안정성의 신경적 기제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애착안정성은 이론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의 질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생애 초기 애착시스템의 기능이 인간의 대인관련 정보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이해와 반응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개념을 반영할 수 있는 자극이 요구된다. 또한 

애착안정성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생애 초기 및 

아동기의 애착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 애착안정성 수준은 

보상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뇌 영역의 신경활성 지표와도 연관되어 

있다(Vrticka, Andersson, Grandjean, Sander, & Vuilleumi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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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ticka, Bondolfi, Sander, & Vuilleumier, 2012). 

줄무늬체(striatum)의 꼬리핵(caudate necleus)나 창백핵(globus 

pallidus), 흑색질(substantia nigra) 등은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라 

신경활성에 차이를 보인다. 애착 관련 정보는 개체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정보의 중요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보상 시스템이 이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이 개체에게 주는 발달적 이득이 많다는 점에서 보상 영역의 

신경활성은 높은 수준의 애착안정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보상 영역의 신경활성은 애착안정성의 기제와 관련해 보다 

직접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이러한 

신경활성 양상을 밝히려 시도한 연구는 매우 드물어 일부 현상만 검증한 

실정이므로 이 연구가설에 입각한 경험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얼굴과 낯선 사람의 

얼굴에 대한 신경활성 양상이 아동의 애착추구행동과 관련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Tottenham, Shapiro, Telzer, & Humphreys, 2012). 연구 

결과, 어머니의 얼굴은 좌측 편도체의 등쪽에서 신경활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도체의 신경활성과 애착 추구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머니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편도체의 

신경활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즉 아동은 어머니 정보 선택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이 편도체의 신경활성으로 포착된다. 이와 같은 애착 추구 

성향과 편도체 신경활성의 정적 관계는 편도체가 애착대상과의 분리로 

유발되는 불안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안정성의 신경적 기제에 접근한 매우 드문 연구이다. 

그러나 어머니 얼굴과 같은 단순한 시각 자극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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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안정성의 신경적 기제로 해석하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 

애착안정성은 정서정보에 대한 일차적 반응 뿐 아니라, 정서정보를 

인식하고 해석하며 반응하는 전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대인관계 모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머니 얼굴에 대한 신경활성을 낯선 

사람 얼굴에 대한 신경활성과 비교할 경우, 어머니 얼굴이 애착 관련 

정보의 차원과 친숙함 정보의 차원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어떤 변수에 

따른 결과인지 알 수 없으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이 혼란스럽다. 

따라서 아동의 애착안정성에 대한 보다 객관화된 지표를 통해 

애착안정성의 신경적 기제를 설명하고자 아동을 대상으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어머니 얼굴이나 

단순한 정서적 이미지와 같이 아동의 애착 관련 사고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는 자극을 사용해왔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의 애착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애착안정성 

수준과 관련된 신경 지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림애착면접에서 사용하는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를 사용하여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신경활성 차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은 애착안정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행동 검사에서 

아동의 애착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킨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긍정적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제공할 경우 실험 수행이 길어져 

아동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신경활성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부정적 모아상호작용만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시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애착안정성과 관련된 신경활성 양상을 밝히고 이를 통해 객관화된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애착안정성의 이론적 개념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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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애착안정성 수준과 관련된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 행동의 양상을 더 잘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애착안정성 수준이 낮은 아동에게 나타나는 신경활성 양상의 

차이는 이와 관련된 뇌 기능 이상의 징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애착관계 증진을 위해 어떠한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생애 초기에 형성되는 애착안정성이 평생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안정적 속성임을 밝히고 이것이 전생애 사회정서적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신경생물학적 기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fMRI를 사용하여 측정된 애착안정성의 신경활성 지표와 기존의 

행동 관찰 및 면접 연구방법을 동시적으로 활용하여 애착안정성 수준에 

대한 더 섬세하고 명확한 측정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된 지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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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애착안정성 

 

1) 애착안정성의 개념 

 

애착이론에 의하면 영아는 애착대상이 영아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에 기초하여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내적 모델을 형성한다. 

내적 세계에 대한 모델은 인간의 내적 사고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한 Craik로부터 유래하였다(Craik, 1943). 그는 

‘유기체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능성 있는 행동 목록에 대한 소규모의 모델을 

머릿속에 지니고 다닌다’고 하였다.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발달하는 

아동은 외부 세계와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반응하기 위해 누적된 

경험을 요약하고 일반화하여 내적 모델을 형성한다(Bretherton & 

Munholland, 2008). 양육자가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고 일관되게 

반응하면 아동은 외부 세계가 안전하며 신뢰할 만 하다는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게 된다. 반면 양육자가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비일관적으로 대하면, 아동은 외부 세계가 위험하고 예측 

불가하다는 내적 모델을 형성하게 된다. Bowlby는 이렇게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의 기능에 개인차가 존재하며, 이후 다른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수정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다(장휘숙, 1997; Bowlby,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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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안정성(attachment security)은 아동과 양육자의 애착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Ainsworth et al., 

1978)으로, 개체가 애착대상의 가용성에 대해 안정적이고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애착안정성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이지만 관찰 가능한 지표들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며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Solomon & George, 2008). 첫째, 애착안정성은 아동에 

대한 양육자의 가용성 및 반응성과 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 

애착안정성의 개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계는 필연적이다. 

애착안정성은 아동과 양육자의 개별화된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한 경우에도 각 애착대상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다를 수 있다. 둘째, 애착안정성은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 속성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어떤 애착 행동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고, 발달과 성숙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애착대상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질적인 

측면은 여전히 안정적인 속성으로 관찰된다. 셋째, 애착안정성을 통해 

발달의 다른 주요 지표들을 예측할 수 있다. Bolwby는 애착대상과의 

심각한 분리와 상실에 의해 유발되는 불안정한 애착이 정신병리와 

연관된다고 보았다. 한편 Sroufe는 어떤 발달 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가 

다음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애착안정성이 자아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넷째, 애착안전성은 이 개념을 적용한 다양한 

측정도구를 통해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애착관계를 설명한다. 

애착은 포유류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 기제이므로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애착관계의 특성과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양육 행동의 

다양한 차원을 설명할 뿐 아니라 양육자들간에 나타나는 행동 양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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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도 설명할 수 있다. 

 

2) 애착안정성 수준 

 

애착안정성 수준은 다양한 규준에 의해 제시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전형적인 구분은 애착유형에 따른 분류이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낯선상황실험(strange situation)을 통해 애착유형은 안정애착(B type), 

회피적 애착(A type), 양가적 애착(C type), 혼란 애착(D type)으로 

구분된다(Ainsworth et al., 1978; Main & Solomon, 1990). 

영아기 낯선상황실험을 통해 분류된 애착유형이 아동 중기의 애착 

유형을 예측할 확률은 60~80%에 이른다(Solomon & George, 2008). 

영아기 이후 애착대상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성 추구는 감소되지만, 

애착대상에 대한 가용성 추구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까지 지속되며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Kerns et al., 2001). 아동 

중기의 애착은 그림면접과 같은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되며 각 애착유형의 특성은 영아기의 행동 양상과 유사하게 

나타난다(채진영, 2009; Resnick, 1993).  

그림면접을 통해 안정애착(Secure)으로 분류되는 아동은 애착 대상에 

대한 친밀함과 신뢰를 유지하며 부정적 정서를 솔직하면서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가상적 분리 상황에 대해 애착대상과의 접근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보이며 분리의 결과에 대해 근본적으로 낙관적 

태도를 유지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이 발화 전반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한편 불안정애착(Insecure)으로 분류되는 아동은 부정적 정서를 

개방하여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아동 중기의 불안정애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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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적 애착(Dismissing of Attachment/Avoidant)으로 분류되는 

아동은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고 감추려는 시도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이들은 애착대상에 대한 접근성 추구가 소용없으며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위험하다는 인식을 보인다. 이들은 애착대상에게 

정서적 요구를 거의 하지 않으며 정서적 친밀함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타인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독립성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  

아동 중기의 불안정 애착 중 양가적 애착(Enmeshed/Preoccupied/ 

Ambivalent)으로 분류되는 아동은 부모에 의해 유발되는 부정적 정서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높은 수준의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비조직화의 문제를 겪는다. 이들은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애착대상에게 과도하게 매달리는 성향을 보인다. 그러나 

애착대상의 비일관적인 양육으로 인해 거절감을 경험하고 무기력감을 

느낀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분리의 결과에 대해 근본적으로 비관적 

인식을 가지게 된다. 

한편 최근에는 애착안정성의 수준을 유형화하기 보다 정서적 

안정감이나 개방성과 같은 연속적 차원을 통해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Fraley & Spieker, 2003a). 애착유형에 따른 구분은 비교적 

명확하게 애착안정성 수준을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유형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 양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안정애착의 경우도 불안성이나 회피성의 차원에서 보면 낮은 불안성, 

낮은 회피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애착안정성에 대한 단일 차원 이해에서 가장 유용한 분류 기준은 

정서적 개방성이다(Aviezer, Sagi, Resnick, & Gini, 2002; Resn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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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아동 중기의 정서적 개방성은 애착대상과의 가상적 분리 상황에 

대해 아동이 외로움,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은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측정된다(Hansburg, 1972; Kaplan, 1985; Klagsbrun & 

Bowlby, 1976; Resnick, 1993). 부정적 정서를 언어화하여 표현하는 

것은, 아동이 긴장이나 불안에 압도되지 않고 슬픔, 외로움, 분노, 

두려움 등을 상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서적 개방성이 높은 아동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원하고 그리워하는 감정에 접근할 수 있다. 

반면 상황과 모순되는 긍정 정서를 말하거나, 미분화된 애매한 정서를 

표현하는 것, 부정적 정서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것 등은 

정서적 개방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이 언어화 할 수 있는 

정서의 종류나 의미에도 주목해야 할 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를 유발한 

원인에 대해 얼마나 정교화된 설명을 할 수 있는지도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이 이러한 정서를 얼마나 자발적으로 편안하게 말할 수 

있었는지 태도 및 행동적 차원에 대해서도 평가하여야 한다.  

정서적 개방성을 수준별로 나누는 일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Resnick(1993)은 애착안정성과 관련된 정서적개방성을 

1~9점의 연속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7점, 6점, 5점, 4점을 애착유형별 

분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할 점수로 명시하였다. 7점은 안정애착 

중 가장 원형에 가까운 안정애착의 분할 점수이다. 6점은 안정애착에 

포함되나 회피애착이나 양가적애착 특성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집단의 

분할 점수이다. 5점과 4점은 불안정 애착의 분할 점수로 5점은 

회피애착, 4점은 양가적애착의 분할 점수에 해당한다. 4점을 분할점으로 

하는 양가적애착은 실제 표본 집단에서 가장 분포가 적다. 따라서 

표본집단에서 정서적 개방성 척도에 근거하여 애착안정성 수준을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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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유용한 분할 점수는 상하로 분류할 경우 6점과 5점, 상중하로 

분류할 경우 7점과 6점, 5점이 될 수 있다. 

정서적 개방성이 높은 아동은 자발적으로 다양한 정서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아동은 애착대상과의 분리로 인해 유발되는 슬픔, 그리움,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말하고 이에 대한 근거도 정교화하여 말할 

수 있다. 아동의 응답을 통해 아동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부모님을 필요로 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동이 “이 아이는 슬퍼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그리워하기 

때문이에요.”라고 말하며, 그 태도에 꾸밈이 없고 일관성을 보인다면 

정서적으로 개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보다 낮은 수준의 정서적 개방성을 보이는 아동은 한 두 가지 

정서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슬픔이나 그리움보다 불안이나 두려움, 

분노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들이 표현하는 정서는 다소 애매하며 

세부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분리 상황에 

다소 압도되어 비조직화의 문제로 세부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근본적이고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며 자신이 

부모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정서적 개방성이 낮은 아동은 애매모호하고 간접적인 정서적 반응이 

간신히 나타난다. 이들이 표현하는 정서는 ‘안 좋아요’, ‘나빠요’, 

‘이상해요’, ‘몰라요’ 등이다. 조금 더 구체화된 정서가 표현되더라도 

슬픔이나 그리움보다는 무섭고 불안한 정서가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그러한 이러한 정서를 유발한 원인에 대해 부모를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부정적 정서를 분리와 관련 없는 대상이나 사물에게 

전가시켜 버리고 분리 상황을 뛰어넘는 발언을 한다. 예를 들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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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지붕이 무너져 내릴까봐 무서워 해요”라고 말한다면, 제한된 

정서 어휘와 잘못된 정당화로 인해 정서적 개방성에서 낮은 점수에 

배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착이론에 근거한 애착유형 분류는 애착안정성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규준이므로, 개인의 애착안정성 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 다양한 준거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Fraley & 

Spieker, 2003b).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애착에 대한 범주적, 차원적 

접근을 모두 고려하여 애착 수준을 ‘높음’, ‘중간’, ‘낮음’의 3개로 

구분해서 각 수준별 정서 표현이나 정보처리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 애착안정성 수준과 사회정서적 정보처리의 관계 

 

애착이론에 기반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개인의 애착안정성 수준은 

사회정서적 정보처리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심리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정서정보처리 특성을 살펴본 선행연구(Fraley, Niedenthal, Marks, 

Brumbaugh, & Vicary, 2006)에 의하면 애착과 관련된 불안이 높은 

사람은 정서정보에 대한 반응에서 차이를 보인다. 연구자들은 정서적인 

얼굴 표정이 점점 중립적 얼굴 표정으로 바뀌거나, 반대로 중립적 얼굴 

표정이 점점 정서적인 얼굴 표정으로 바뀌는 자극을 보여주고 

피험자들이 정서적 얼굴이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시점에서 버튼을 눌러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애착과 관련된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서적 얼굴의 출현이나 소멸을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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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얼굴의 정서가 인식에 대한 정확성은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안정성 수준이 낮은 피험자들 중 특히 

불안 수준이 높은 피험자의 경우 애착 형성 과정에서 비일관적 양육을 

경험하면서 늘 애착관련 정서 정보에 의해 높은 각성을 유지한 것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즉 애착관련 정보에 대한 높은 각성 수준은 

낯선 사람의 얼굴 표정과 같은 친숙하지 않은 정서정보에 대한 처리 

양상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정보에 대한 반응 양상은 애착안정성 수준이 낮은 피험자들의 

애착 유형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위와 동일한 실험 패러다임을 

사용한 선행 연구(Niedenthal, Brauer, Robin, & Innes-Ker, 

2002)에서 피험자들은 마찬가지로 행복, 슬픔, 분노를 표현하는 정서적 

얼굴 표정이 중립적 표정으로 점점 바뀌는 실험 자극에 대해 정서가가 

사라지는 시점을 판단하여 버튼을 눌러 응답하였다. 스트레스가 없는 

조건에서 공포회피적 애착에 해당하는 피험자들은 안정애착의 

피험자보다 행복과 분노 정서가 사라지는 시점에 대해 더 빠르게 

반응하였다. 반면 양가적애착이나 거부회피적애착에 해당하는 

피험자들은 안정애착 피험자보다 더 느린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스트레스 조건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였는데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얼굴이 소멸되는 시점에 대해 안정애착 피험자보다 더 느리게 

반응하였다. 반면 공포회피적 애착의 피험자들은 스트레스 조건에서 

반대의 양상을 보여 오히려 양가적애착이나 회피적애착의 피험자들보다 

더 느리게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의 애착안정성 수준이 

정서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며, 행동적 수준에서 이러한 

개인차가 탐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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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착안정성에 대한 뇌신경학적 관점 

 

1) 동물 연구 

 

어린 개체가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종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Insel & Young, 2001). 이를 위해 포유류는 

양육자에 대한 근접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생득적 적응 

기제를 가진다. 이러한 기제와 관련된 행동적, 심리적 요인들은 매우 잘 

알려진 반면, 기능적인 신경해부학(functional neuroanatomy)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Parsons, Young, Murray, Stein, & 

Kringelbach, 2010). 이에 대한 대부분의 뇌신경학적 증거는 동물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Insel & Young, 2001; Parsons et al., 2010).  

어린 개체가 어미에게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조류에서 관찰되는 시각적 각인(visual imprinting) 현상이다. 갓 

부화된 오리는 생후 몇 시간 이내에 처음 본 대상을 쫓아다니며 애착 

행동을 보인다. 이 과정에는 세 가지 단계가 포함되는데, 정서적으로 

각성(arousal)되면서 두려움이나 회피 반응이 억제되는 첫 단계, 애착 

대상에 대한 각인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학습 단계, 마지막으로 

애착 대상을 쫓아다니면서 다른 새로운 자극을 피하고 경계하는 

단계이다. 오리의 각인에서 애착 대상을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immediate medial part of hyperstriatum 

ventral(IMHV)로 알려져 있다(Insel & Young, 2001). 

동물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애착은 뇌가 기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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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다(Insel & Young, 2001). 동물 모델은 포유류의 애착에 

편도체와, 바닥핵의 하부 구조인 배쪽 줄무늬체(ventral striatum)가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양이의 애착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줄무늬체의 꼬리핵은 애착 대상에 대한 접근 행동을 

조절한다(Villablanca, 2010). 이 영역이 손상된 정도에 따라 애착 

행동에서 애착 대상에 대한 접근성 수준이 달라진다. 

동물 연구에 의하면 생후 몇 년의 결정적인 시기 동안 주양육자가 

제공하는 사회적, 감정적, 감각적 자극에 의해 변연계가 순차적으로 

발달한다. 양육자가 제공하는 자극에 따라 편도체, 띠이랑, 

사이막핵(septal nucleus)의 발달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편도체와 

사이막핵에서 유도된 눈확이마엽(orbitofrontal cortex)도 발달한다. 

이러한 자극이 박탈된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경우 변연계의 

신경핵들은 퇴화하며 신경회로는 비정상적으로 발달한다(Joseph, 1992). 

또한 외부 환경에 의해 한번 기질적 취약성이 유발되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애착행동은 포유류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므로 이러한 동물 연구 

결과는 인간 애착에 관여하는 신경생물학적 기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동물 모델에 기반한 애착 연구는 인간의 사회정서적 행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신경적 기제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 인간 애착에 관한 

연구가 소수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간 애착의 신경적 기제에 

대한 이해는 명확하지 않으며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인간의 애착현상을 대상으로 신경학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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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대상 뇌 영상 연구 

 

(1) 애착정보처리와 관련된 영역 

 

애착시스템은 애착관련 정보에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분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착대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호와 접근 행동을 추구하도록 

동기화되어 있는 생득적 기제이다. 뇌신경학적 관점에서 애착안정성은 

애착관련 정보에 대한 애착시스템의 뇌신경학적 반응 및 

정보처리양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인간의 애착시스템이 뇌의 어떤 

영역에 기능적으로 지도화될 수 있으며, 애착안정성 수준과 뇌의 특정 

영역간 신경활성 반응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인간의 애착관련경험은 애착대상과 관련된 사건이 특정 

정서반응과 융합되어 개인의 기억 속에 저장된다. 따라서 

애착정보처리에는 일반적인 정서정보를 처리하는 영역과 애착대상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이 모두 관여할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수십 년간 뇌의 정서정보 처리 기전에 대한 연구들은 

변연계(limbic system) 및 부변연계 (paralimbic system)를 중심으로 

한 뇌 구조들이 정서정보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정서를 유발하는 방법은 연구마다 상이하나 누적된 선행연구들은 

편도체(amygdala), 안쪽이마피질(medial frontal cortex), 

앞쪽띠이랑(anterior cingulate gyrus) 등이 정서정보에 의해 일관된 

신경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한다(김재진, 2007) 

편도체는 대뇌 변연계에 존재하는 아몬드 모양의 뇌 영역이다. 

편도체의 신경활성은 인간의 정서 중 특히 공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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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에  

질린 얼굴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면 편도체의 

신경활성이 나타나며, 공포의 

강도와 편도체의 신경활성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 이를 

통해 외부의 위협정보를 

감지하고 적절한 행동반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편도체가 

공포와 같은 특정 정서뿐 

아니라 두드러진 정서정보에 반응한다는 연구도 있다. 실제로 편도체는 

다양한 형태의 혐오자극에도 반응하며 웃는 얼굴과 같은 긍정적 

자극에도 반응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편도체가 정서적 각성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Pessoa & Adolphs, 2010). 

안쪽이마피질은 정서정보에 

의한 신경활성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피질 영역이다. 이는 

정서정보 처리 시 인지적 요소가 

빈번하게 개입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정서적 

반응이란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기 

때문에 정서정보 처리 시 자신의 

정서를 반추하거나 인식하는 등 

 

<그림 II- 1> 편도체( amygdala) 

(출처: 3D Brain application) 

 

<그림 II- 2> 안쪽이마피질 

(medial frontal cortex) 

(출처: http://cdn3.psypost.org/wp-content/ 

uploads/2013/06/Prefrontal-cortex-by- 

National-Institute-of-Mental-Health.jpg 

http://cdn3.psypost.org/wp-content/


２０ 

 

자기반영적 처리(self-referential processing)가 일어난다. 실제로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판단하게 하면 안쪽이마피질의 신경활성이 

증가한다. 즉 안쪽이마피질은 정서정보에 대한 자기반영적인 사고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안쪽이마피질은 정서상태의 조절과도 

관련된다. 안쪽이마피질은 편도체를 비롯한 변연계와 광범위한 신경 

연결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정서상태를 의도적으로 조절하게 

하거나 자신의 정서상태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하게 하면 변연계의 

정서영역의 신경활성은 감소되는 반면, 안쪽이마피질의 신경활성은 

증가한다. 즉 안쪽이마피질은 정서정보 처리에서 나타나는 자기반영적 

특성과, 평가 및 조절과 관련된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Amodio & Frith, 2006). 

앞쪽띠이랑은 편도체를 

포함한 피질하 구조와 

광범위한 신경 연결을 

가지는 피질 영역이다. 

앞쪽띠이랑은 

안쪽이마피질과 마찬가지로 

정서정보 처리에서 인지적 

요소가 동반될 때 

신경활성이 일어난다. 특히 

앞쪽띠이랑의 배쪽 부분은 

안쪽이마이랑과 연결되어 

정서정보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의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앞쪽띠이랑의 배쪽은 슬픔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정보를 

 

<그림 II- 3> 띠이랑(앞쪽, 중간, 뒤쪽) 

(cingulate gyrus: anterior, middle, posterior) 

(출처: http://wiki.bethanycrane.com/cingulate-co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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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해내는 역할을 한다. 앞쪽띠이랑의 신경활성 강도는 정서에 대한 

자각 정도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 또한 자신의 정서 상태에 주목하게 할 

때도 앞쪽띠이랑의 신경활성이 나타난다. 즉 앞쪽띠이랑은 내외부적으로 

두드러지는 정서정보를 탐지해 내고 여기에 뇌 자원을 할당하며 이 

정보들에 대한 집중도와 민감도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쪽띠이랑은 개인적 사건에 대한 회상을 통해서도 신경활성이 

유발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따돌림과 같은 사회적 고통에 대한 

지각으로도 앞쪽띠이랑의 신경활성이 유발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회적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이러한 사건을 상상하기만 해도 앞쪽띠이랑의 

신경활성이 나타나며 이는 신체적 고통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게 

나타난다(Shackman, Salomons, Slagter, Fox, Winter, & Davidson, 

2011). 

위에서 언급한 영역들은 정서정보처리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영역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행복감이나 사랑, 애착과 같은 

보다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되는 정보의 처리에는 뇌의 보다 

깊숙한 영역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닥핵(basal ganglia)은 자발적 운동 기능을 관장하는 영역으로 

동기를 행동으로 전환하는 동작의 동기센터이다. 바닥핵은 

흑색질(substantia nigra), 중격핵(nucleus accumbens), 

줄무늬체(striatum), 시상밑핵(subthalamic nucleu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장(claustrum)이 포함되기도 한다. 줄무늬체는  

꼬리핵(caudate nucleus), 조가비핵(putamen), 창백핵(globus 

pallidus)으로 구분된다. 바닥핵은 보상 관련 정보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게임과 같은 활동에 몰입하거나 중독성 이는 약물이나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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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닉할 때도 신경활성이 나타난다. 최근 바닥핵이 모성애 및 이성간의 

낭만적 사랑에도 관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김재진, 2007). 이러한 

정서는 종족 보전이라는 중요한 진화론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개인의 생존과 보호를 위한 생득적 기제인 애착과도 맞닿아 

있다(Acevedo, Aron, Fisher, & Brown, 2012). 

바닥핵의 하부 구조물인 줄무늬체는 다양한 종류의 보상정보 처리에 

관여하는데 두드러진 생소한 자극과 음식과 같은 기본적인 보상에 

반응하며, 과거에 경험했던 보상이 예측될 때도 발화한다. 기대를 

토대로 복측 줄무늬체가 활성화되면 보상이 주어지기 전부터 행동에 

대한 동기화가 유발된다(Cozolino, 2014). 최근에는 줄무늬체가 사회적 

보상에 반응함으로써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줄무늬체의 기능은 개체가 경험하는 사회적 접촉과 양육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개체의 사회적 행동은 줄무늬체의 

해부학적 특성 및 생리적 반응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 줄무늬체의 

신경활성은 특정한 사회적 행동과 보상이 결합된 결과이다. 이러한 

방식의 사회적 학습을 위해 줄무늬체는 사회적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보상에 대한 암묵적 판단이 내적인 행동 

반응인 접근 또는 회피 반응에 영향을 끼친다(Baez-Mendoza & 

Schultz,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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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 4> 바닥핵(basal ganglia) 
(출처: 3D Brain application) 

 

(2) 정서정보에 의한 신경활성과 애착안정성의 관계 

 

애착정보처리와 관련된 영역에서 실제 정서정보에 의한 신경활성이 

애착안정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접근성, 부정적 정서정보, 타인의 마음 상태 이해와 관련된 신경활성이 

애착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사회정서정보 처리에 관한 신경적 모델(Lieberman, 2007)에 의하면 

사회적 접근성 추구에는 자동적이며 무의식적인 정보처리 기전이 

관여한다. 이 기전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정보의 안정성 혹은 위협성을 

재빠르게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적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한다. 이 기전은 사회적 위협이 되는 정보를 탐지하는 시스템과, 친밀한 

사회적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감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애착시스템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적 접근성 추구는 접촉 

위안을 통해 두려움이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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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적 특성을 가진다. 즉 뇌의 도파민 투사 관련 영역인 

배쪽피개부(ventral tegmental area), 흑색질, 줄무늬체, 안쪽 

눈확이마엽 등이 이에 관여한다. 사회적 접근성 추구에 대한 보상 

회로의 역할은 모성애의 신경적 기전이나 어머니 얼굴에 대한 아동의 

신경적 반응에 대한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Minagawa-Kawai, 

Matsuoka, Dan, Naoi, Nakamura, & Kojima, 2009; Vrticka & 

Vuilleumier, 2012). 

사회적 접근성 추구에 관여하는 신경적 기전은 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안정애착군은 불안정애착군에 비해 시상하부나 

눈확이마엽, 줄무늬체의 부피가 증가되어 있으며, 타인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때 배쪽 줄무늬체에서 신경활성이 나타난다(Vrticka et 

al., 2008). 안정애착군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서정보는 이전의 

긍정적인 정서경험과 관련되어 있으며 여기에 보상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처리 기전이 관여한다. 그러나 회피애착군에게서는 이러한 양상이 매우 

약화되어 있거나 나타나지 않는다. 사회적 게임에 대한 피드백으로 

웃거나 화내는 얼굴과 같은 정서정보를 제시할 때 회피애착군의 

보상정보처리 기전의 신경활성은 오히려 감소한다(Vrticka et al., 2008). 

이는 양육자의 지속적인 거부와 거절이 회피애착군의 접근성 추구 

시스템의 신경적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행동적 

수준에서 회피애착군이 정서 정보가 가지는 보상적 특성에 둔감한 

특성을 보이는 양상과 일치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회적 게임에 대한 

피드백으로 웃는 얼굴과 화난 얼굴을 제시하고 이 때의 신경활성이 

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안정애착군은 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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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로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때 줄무늬체와 배쪽피개부에서 증가된 

신경활성을 보였다. 그러나 회피적애착군은 이 영역의 신경활성이 

오히려 감소하여 사회적 보상에 대해 접근 추구 성향이 감소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편 화난 얼굴로 부정적 피드백을 받을 때 

양가적애착군은 좌측 편도체의 신경활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적 

처벌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양가적 애착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인의 애착안정성과 관련된 신경 지표로서 뇌의 보상정보 

시스템과 위협정보 시스템이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관련된 신경활성 양상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므로 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접근성 추구와 반대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 정서정보를 

회피하고 보호 반응을 이끌어내는 상반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경우 자신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정보뿐 아니라 사회적 위협에 대한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전형적으로 부정적 

정서정보 처리와 관여한다고 알려진 영역들이 있으며, 이 영역은 다양한 

부정적 정서정보에 의해 신경활성을 일으킨다. 편도체는 신뢰할 수 없는 

얼굴 정서 정보에 의해 신경활성을 일으키며(Engell, Haxby, & 

Todorov, 2007), 해마(hippocampus)는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부정적 

정서정보에 의해 활성화된다(Foley & Kirschbaum, 2010).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거절에 대해서는 섬엽(insula)과 

중간띠이랑(midcingulate cortex)이 활성화된다(Eisenberger & 

Lieberman, 2004; Lamm, Decety, & Singer, 2011). 사회정서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앞쪽띠이랑의 배쪽이 활성화된다(Somerville, 

Heatherton, & Kelley, 2006). 슬픔 정보는 앞쪽 관자극(temporal 



２６ 

 

pole)에서 반응을 나타낸다(Kersting, Ohrmann, Pedersen, Kroker, 

Samberg, Bauer, Kugel, Koelkebeck, Steinhard, Heindel, Arolt, & 

Suslow, 2009). 

최근 뇌영상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부정적 정서정보에 

의한 반응이 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회피적 애착을 형성한 사람의 경우 부정적 정서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에서 신경활성의 감소가 나타난다. 사회적 게임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사회적 거절감을 경험시키는 사이버볼 게임(cyber ball)에서 

회피적애착군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때 앞쪽 뇌섬엽과 앞쪽띠이랑의 

등쪽에서 활성화 감소가 나타난다(DeWall, Masten, Powell, Combs, 

Schurtz, & Eisenberger, 2012). 이는 이들이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덜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거절에 대해서도 고통을 덜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양가적애착군은 반대되는 신경활성 양상을 

보인다.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정보에 대해 증가된 

활성화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사회적 처벌로서 화난 얼굴을 부정적 

피드백으로 사용하면 편도체에서 증가된 신경활성을 보인다(Vrticka et 

al., 2008). 이는 양가적애착군이 사회적 지지가 철회된 사회적 실패 

상황이나 거절감에 대해 과도한 불안과 민감성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사이버볼 게임에서 양가적애착군은 사회적 거절감에 대해 등쪽 

앞쪽띠이랑과 앞쪽 뇌섬엽에서 증가된 신경활성을 보인다(DeWall et al., 

2012). 이러한 결과들은 성인의 애착안정성 유형이 뇌의 부정적 

정서정보에 대한 민감성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역에서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관련된 

신경활성 양상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므로 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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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호작용의 정서정보는 인지적 요소를 포함한다. 타인의 

정서상태를 이해하고 반응하기 위해 사회적 맥락이나 타인의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애착 관련 사고는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 이해와 관련된 뇌 시스템에도 영향을 준다. 이성간의 낭만적 

사랑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친구나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보다 

자신의 파트너 얼굴을 볼 때 마음 이해와 관련된 영역의 신경활성이 

감소되고, 정서적 평가와 관련된 영역의 신경활성이 

증가한다(Lieberman, 2007; Zeki, 2007). 또한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와 

관련된 자극을 볼 때 안쪽이마피질의 위쪽에서 신경활성이 증가하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어머니일수록 증가된 신경활성을 보인다 

한다(Kim, Leckman, Mayes, Newman, Feldman, & Swain, 2010). 

이는 안정적으로 애착한 어머니일수록 자녀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정서정보를 더 잘 읽고 자녀의 마음 상태를 더 적극적으로 읽으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이 모성애가 아닌 

애착안정성 수준과 어떻게 연관되어있는지 아직 잘 밝혀지지 않았다.  

 

(3)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에 의한 신경활성과 애착안정성의 관계 

 

다양한 정서자극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애착안정성과 관련된 

신경활성 양상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애착안정성의 근원적 기제를 

탐색하려면 애착시스템의 기능을 뇌신경학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애착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정보는 애착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작동시키기 때문에 각 개인의 애착과 관련된 사고 및 정서에 가장 

근접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은 어머니와 아동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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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자극을 통해 애착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이 때의 신경활성 

양상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경계성성격장애 환자의 애착 관련 트라우마에 대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연구(Buchheim et al., 2008)에서는 애착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성인애착면접(The Adult Attachment 

Projective)의 그림자극(George & West, 2011)을 사용하였다. 

그림자극은 애착과 관련된 슬픔, 이별, 절망, 위협 등 부정적 정서정보를 

담고 있으며 1인 상황 묘사와 2인의 상호작용 묘사로 구성되었다. 

피험자들은 10초 동안 화면을 통해 질문의 내용(“이 그림을 보고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림 속 주인공은 무엇을 생각하고 느낄까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을 본 뒤, 120초동안 그림자극을 

보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였다. 연구 결과 

경계성성격장애 환자들은 2인 상호작용보다 1인 상황 그림에 대해 더 

취약성을 보였으며, 1인 상황 그림을 볼 때 정상군에 비해 중간띠이랑의 

앞쪽(anterior midcingulate gyrus)에서 증가된 신경활성을 보였다. 

최근 연구에서 중간띠이랑의 앞쪽은 부정적 정서와 고통에 대한 인지적 

조절에 관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Shackman et al., 2011). 해부학적 

관점에서 중간띠이랑의 앞쪽은 정서정보와, 이에 대한 운동반응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즉 부정적 정서정보에 대한 인지적 조절과 

반응 양식을 결정하는데 중간띠이랑의 앞쪽이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경계성성격장애 환자에게서 나타난 중간띠이랑의 과도한 신경활성은 이 

환자들이 특히 ‘혼자’라는 것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나 고통, 참을 수 

없음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비록 

임상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기는 하지만 애착과 관련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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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정보에 의한 신경활성이 애착안정성 수준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후속 연구에서는 우울증 환자의 애착 관련 신경활성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양상이 치료적 개입을 통해 회복되는지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연구를 수행하였다(Buchheim et al., 2012). 애착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정보는 동일하게 성인애착면접의 그림자극으로 제시하였으나 자극 

제시 방법을 다르게 하였다. 연구자들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성인애착면접을 실시하고 각 피험자별로 개인의 애착 유형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세 개의 서술문을 추출하였다. 실험자극은 성인애착면접 

그림과 개별 피험자의 서술문을 결합한 것이었다. 통제자극은 

성인애착면접 그림과 그림의 물리적 상황에 대한 문장을 결합한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실험자극과 통제자극을 번갈아 제시하면서 

실험자극에 대한 신경활성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우울증 

환자들은 애착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정보에 의해 좌측 앞쪽의 해마와 

편도체, 슬하띠이랑(subgenual cingulate), 안쪽이마이랑의 신경활성이 

증가되었다. 15개월의 치료 개입 후에는 이 영역에서의 신경활성이 

감소하였다. 이를 애착안정성 수준과 직접 연결하여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우울증과 같이 정서정보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처리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편도체나 띠이랑, 안쪽이마이랑의 비정상적인 

신경활성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애착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 자극이 개별 피험자의 정서정보에 의한 신경활성 이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연구(Lemche et al., 2006)에서는 정상군 성인이 자신의 

자전적 기억에 대해 응답하는 과정에서 애착과 관련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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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정보의 점화 효과를 살펴보았다. 스트레스 조건에서 피험자는 

자신의 자전적 기억과 관련된 문장(예: “Other people like me”)을 

접하기 전에 미리 애착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정보(예: “My mum 

rejects me”)에 30ms동안 노출되었다. 중립 조건에서 피험자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전적 기억과 관련된 문장을 접하기 전에 철자 

순서를 바꾼 의미없는 문장(예: “Ym umu jrecest em”)에 미리 

노출되었다. 연구 결과, 애착안정성이 낮은 성인은 스트레스 조건에서 

과제를 수행할 때 양쪽 편도체의 신경활성이 증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애착안정성 수준이 낮을수록 양쪽 편도체의 신경활성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의 애착안정성 수준과 관련된 자동적 반응을 

매개하는데 편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안정성 수준과 어머니 정보에 의한 신경활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최근 한 연구(Tottenham et al., 

2012)에서는 만7~14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얼굴 자극에 

대한 편도체의 신경활성 양상을 알아보고, 그러한 양상이 아동의 애착 

관련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동은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어머니 또는 낯선 사람의 행복한 

얼굴 또는 중립적 표정의 얼굴을 보았으며, 누구의 얼굴인지에 상관없이 

행복한 얼굴이 나오면 버튼을 눌렀다. 또한 ‘The Security Scale(Kerns, 

Klepac, & Cole, 1996)’를 통해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을 평가하였고, 

‘The Self-Report for Childhood Anxiety and Related Disorders-

parent report(Birmaher, Brent, Chiappetta, Bridge, Monga, & 

Baugher, 1999)’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경계심 정도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 자극은 얼굴 표정의 정서가와 상관없이 좌측 편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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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쪽의 신경활성과 관련이 있었다. 편도체의 신경활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짧았으며, 편도체는 안쪽이마이랑의 

배쪽 영역 및 좌측 중심전이랑(운동 영역)과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어머니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에 영향을 끼쳤다. 편도체의 신경활성과 

애착 관련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머니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편도체의 신경활성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편도체의 신경활성에서 어머니 자극에 대한 연령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낯선 사람 자극에 대한 연령 효과는 유의하며 어릴수록 낯선 

사람 자극에 의해 편도체의 신경활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연령이 

어릴수록 낯선 사람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이 높은 것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머니 얼굴이 아동청소년에게 정서적 각성을 

유발하는 의미있는 정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 

추구 행동과 편도체의 신경활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 얼굴은 애착 관련 

정보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낯선 사람의 

얼굴과 대비되었을 때 어머니 얼굴은 친숙함 정보로 입력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과 편도체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자극에 대한 정서적 각성의 정도를 통제할 

수 있는 대비 자극이 요구된다. 

이상의 선행 연구 고찰에 의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서정보는 

개인의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라 신경활성의 차이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험자의 애착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애착 관련 자극은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신경활성의 본질적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기능적 뇌영상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하며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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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대부분 성인이나 임상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아동기 

애착안정성과 관련된 신경활성 지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림애착면접 방식을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에 

적용하고자 한다. 그림애착면접에서 사용하는 모아간 부정적 상호작용 

자극은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 환경에서 아동의 애착시스템을 

작동시킬 것이며, 이는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신경활성 차이로 포착될 

것이다.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라 어머니 관련 정보의 처리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봄으로써 애착안정성의 신경적 기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애착안정성에 대한 객관화된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애착안정성의 이론적 개념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신경활성 양상을 밝힘으로써 

애착안정성이 낮은 아동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방법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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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아동기 애착안정성에 대한 이론 및 선행 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관련 용어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아동기 애착안정성 수준과 관련된 신경활성 지표를 찾기 

위해 아동에게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를 제시하고 이 때 

나타나는 신경활성 양상이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 중기의 남아를 대상으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행동 차원에서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서정보에 

응답하는 반응 양상과 반응 시간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정서정보에 

대한 신경적 반응에서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서정보에 반응하는 영역과 반응 영역의 강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에서 아동의 과제 

수행력(응답 반응 양상 및 반응 시간)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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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별(높음, 중간, 낮음)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한 전반적인 뇌신경 활성 

양상은 어떠한가?  

2-1.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에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한 뇌신경 활성 양상은 어떠한가? 

2-2. 애착안정성 ‘중간’ 집단에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한 뇌신경 활성 양상은 어떠한가? 

2-3. 애착안정성 ‘낮음’ 집단에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한 뇌신경 활성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높음, 중간, 낮음)에 따라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한 뇌신경 활성 

양상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는 애착안정성 수준과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애착안정성 수준 

 

애착안정성 수준은 아동과 양육자의 애착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Ainsworth et al., 1978)으로, 개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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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대상의 가용성에 대해 안정적이고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그림애착면접인 The Separation Anxiety 

Test(Hansburg, 1972; Kaplan, 1985; Klagsbrun & Bowlby, 1976)를 

통해 측정된 아동의 애착유형 및 정서적 개방성 점수(Resnick, 1993)를 

근거로 애착안정성을 높음, 중간, 낮음의 세 수준으로 구분한다.  

 

(1)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 

 

이 연구에서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은 Resnick(1993)의 애착유형 

대분류에서 안정애착에 포함되면서 정서적 개방성 척도(1~9점)에서 

7점 이상의 높은 정서적 개방성을 보이는 F3집단(Secure/ Freely 

valuing attachment)으로 정의한다. 이 집단의 아동은 이론적으로 

안정애착의 원형에 가장 가깝다. 이들은 가상적인 부모 분리 상황에서 

애착대상을 원하고 그리워하는 정서를 일관되게 표현한다. 또한 

애착대상과의 분리를 회복하기 위해 대인지향적이고 애착지향적인 

해결책을 말하며, 분리의 결과에 대해 근본적으로 낙관적인 인식을 

보인다. 

 

(2) 애착안정성 ‘중간’ 집단 

 

애착안정성 중간 집단은 Resnick(1993)의 애착유형 대분류에서 

안정애착에 포함되나 정서적 개방성 척도에서 F3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6점에 배점되는 F1집단(Some setting aside of attachment), 

F2집단(Secure but restricted), F4집단(Some preoccupatio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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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figures), F5집단(Somewhat resentful/Preoccupied)으로 

정의한다. 이 집단의 아동은 가상적 부모 분리 상황에서 애착대상을 

원하고 그리워하는 정서가 나타나지만 정서 표현이 다소 제한되어 있다. 

어떤 아동들은 정서를 다소 간결하게 표현하거나 분리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듯 자신의 역량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신이 애착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나타난다. 또 어떤 

아동들은 부모에게 억울함이나 분노를 포현하면서 매달리고 의존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근본적으로 부모를 향한 애정과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분리의 결과를 비관적으로 인식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3) 애착안정성 ‘낮음’ 집단 

 

애착안정성이 낮은 집단은 Resnick(1993)의 애착유형 대분류에서 

불안정애착에 포함되고 정서적 개방성 척도에서 5점 이하에 배점되는 

DS집단(Dismissing of attachment/Avoidant)과 E집단(Enmeshed/ 

Preoccupied/ Ambivalent)으로 정의한다. 이 집단의 아동은 

애착대상과의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를 다루지 못하며 

분리의 결과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DS집단의 아동은 분리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 정서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E집단의 아동은 불안과 스트레스에 압도되어 부정적 정서를 조직화하여 

표현하는데 문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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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 

 

이 연구에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는 어머니의 비애정적 

양육행동과 거부적 양육행동을 통해 지각되는 정서정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비애정적 양육은 정서적 지지와 애정, 관심이 

철회된 상태로, 무시와 외면 행동을 의미한다. 거부적 양육은 적극적인 

공격성과 적대성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로, 신체적 거부, 폭력, 분노, 

편애, 다툼 행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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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위에서 제시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연구문제에 맞는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을 구성하여 절차에 따라 실험을 진행한다. 

수집된 자료는 실험 설계에 적합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아동기 애착안정성 수준과 관련된 신경활성 지표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3, 4학년에 재학 중인 

남아 96명에 대해 선별과정을 거쳐 21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96명의 월령 범위는 101~134개월로 월령 평균은 

114.31개월(SD=7.32)이었다. 아동 중기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 행동이 

관찰 가능한 행동 양식으로 남아있으며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의 수행이 

가능하여 연구대상으로 적합하였다. 또한 성차로 인해 발생하는 변량을 

줄이기 위해 연구대상은 남아로 한정하였다. 

 

1) 연구참여자 모집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5곳을 방문하여 3학년과 4학년 각 

학급의 남아 약 550명에게 ‘연구참여자 모집공고문’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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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문은 담임교사를 통해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각 가정의 부모에게 

전달하였으며, 부모와 아동 모두가 참여를 원하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회신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106가정 중 연구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참여를 확정한 경우는 90명이었으며, 개인적 소개로 

참여하게 된 아동 6명을 포함하여 총 96명이 애착평가에 참여하였다. 

 

2) 애착안정성 평가 및 기본 인적사항 조사 

 

애착평가 및 기본 인적사항 조사를 위해 연구원이 직접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였다. 먼저 아동과 간단하게 라포를 형성한 뒤 아동의 연구참여 

의사 및 연구절차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용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다음으로 아동 보고 형식의 애착안정성질문지와 반구조화된 

면접인 분리불안검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애착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부모는 부모용 동의서를 읽고 

작성하였다. 또한 아동의 기본 인적 사항 및 발달력에 대한 질문지, 

문제행동 전반과 신경계 및 정신과 질환 유무를 스크리닝 하기 위한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한국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진단척도와 한국판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척도를 작성하였다. 

각 선별 도구의 세부적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분리불안검사 

 

분리불안검사는 반구조화된 투사적 면접법으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애착과 관련된 아동의 사고와 감정에 접근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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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최초의 도구는 청소년의 애착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한 

12가지 그림에서 시작되었으며(Hansburg, 1972),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애착안정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정 보완되며 사용되었다((Aviezer et al., 2002; Kerns et al., 2000).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초등학교 3, 4학년 남아에게 발달적 문화적으로 

적합한 그림 자극을 구성하기 위해 원저자인 Hansburg(1972)의 그림 

중 3가지와 Slough와 Greenburg(1990)의 그림 중 3가지를 선택한 뒤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림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경미한 분리 상황 

3가지와 심각한 분리 상황 3가지로 구성하여 분리 강도에 따른 정서적 

반응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그림은 인물 및 

상황 정보 이외에 부가적인 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 아동의 응답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검은색 윤곽선으로 최소한의 

인물 및 상황 정보만을 담도록 묘사하여 A4크기의 인쇄된 종이 형태로 

아동에게 제시하였다. 각 그림의 내용과 세부적 묘사의 적절성은 아동학 

전공자 3인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2회의 수정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 그림자극은 <부록2>와 같다. 

면접자는 아동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표IV-1>과 같이 정해진 

이야기 서술 지침에 따라 그림의 배경, 분리 상황, 아동의 상황에 대한 

세 개의 문장으로 그림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림을 설명한 후 

면접자는 아동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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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 1> 분리불안검사의 그림자극 내용 

그림 면접자의 이야기 서술 

사전설명 

-선생님이 OO이에게 몇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질문을 할 거에요. 

여기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맞거나 틀리는 대답이 없어요. 그림을 잘 

보고 OO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말해주면 되요. 그림에 뒷모습이 

보이는 남자 아이가 있지요? 여러분과 같은 3(4)학년 남자 친구이고, 이 

그림의 주인공 이에요. 

1 

전학 

-이 아이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엄마는 아이를 교실에 데려다 주고 가시려고 해요.  

-아이는 엄마와 헤어져서 처음 보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요. 

2 

공원 

-이 아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공원에 왔어요. 

-엄마는 아빠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니 저 쪽에 가서 혼자 놀고 

있으라고 하셔요. 

-아이는 엄마와 떨어져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봐요. 

3 

저녁식사 

-이 아이는 엄마, 아빠와 집에 있었어요. 

-엄마가 아빠와 저녁식사를 하고 올 테니 혼자 집을 보고 있으라고 

하셔요. 

-아이는 엄마, 아빠가 식사하러 나가시는 것을 봐요. 

4 

여행 

-이 아이는 엄마, 아빠와 집에 있었어요. 

-엄마는 아빠와 한달 동안 여행을 다녀올 거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선물을 

주셔요. 

-아이는 엄마가 아빠와 여행을 떠나시기 전 선물을 받아요. 

5 

구급차 

-이 아이는 엄마와 함께 집에 있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려고 해요. 

-아이는 엄마가 구급차에 실리시는 것을 봐요. 

6 

이별 

-이 아이는 엄마와 함께 할머니 댁에 갔어요. 

-엄마는 아이가 이제부터 계속 할머니 댁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서서 버스를 타고 떠나려는 엄마를 봐요. 

(1,2,3: 경미한 분리 / 4,5,6: 심각한 분리) 

 

첫 번째 질문은 아동의 정서적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지금 

그림 속 아이는 어떤 기분일 것 같니?”이었다. 두 번째 질문은 감정의 

정당화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으로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느낄까?”이었다. 세 번째 질문은 아동의 대응방법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제 이 아이가 무엇을 할 것 같니?”이었다. 아동의 응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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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녹음한 뒤 전사하였으며, 면접 시 태도나 가정방문에서 받은 인상, 

기타 특이사항은 면접 직후 모두 기록하였다. 

 

(2) 애착안정성 질문지 

 

애착안정성 질문지는 아동 중기의 애착을 평가하기 위해 Kern과 

동료들(Kerns et al., 2001; Kerns et al., 1996)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척도는 Bowlby의 내적 작동 모델과 아동중기의 애착 안정성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기반으로 하였다. 척도는 애착 대상에 대한 의존성과 

가용성에 대한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식은 Harter의 

자기지각검사 방식(Harter, 1982)을 따르는데 “어떤 아이들은 

어떠하다”, “또 어떤 아이들은 어떠하다”의 형식으로 기술되는 두 

가지 상반되는 의미의 문장을 읽고 어느 쪽이 자신과 비슷한지 결정한 

뒤, 비슷하다면 어느 정도로 비슷한지 두 가지 차원 중 하나(‘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결정한다. 각 문항은 1~4점으로 평정되며, 

0~60점 범위에서 45점 이상일수록 안정애착 범주에 들 가능성이 높고 

30점 이하일수록 불안정애착 범주에 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애착안정성 질문지는 문항수가 적고 각 문항의 긍정 혹은 부정 문항에 

대한 점수 편차가 1점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구 목적에 맞는 소수의 

아동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는 적합하지 않아,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전반적인 애착안정성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세부 문항은 <부록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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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산기 및 발달적 질문지 

 

주산기 및 발달력 질문지는 아동의 기본 인적사항과 애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기본적인 

인구학적 배경과 함께 아동의 손잡이 평가, 임신, 출산, 발달 과정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력, 애착 형성기의 주양육자, 어머니의 직업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4)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한국어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는 연구대상 아동의 전반적인 문제 행동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문제행동은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기타문제의 

9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아동의 내재화 문제는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의 합산 점수로, 외현화 문제는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의 합산 

점수로 평가하였으며,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총합으로 

문제행동총점을 산출하였다. 선행 연구(오경자  김영아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10)에 근거하여 각 영역별로 임상군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아동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5) 신경계 및 정신과 질환에 대한 진단 검사 

 

이 연구에서는 신경계 및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진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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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척도(Korean Version of ADHD 

Rating Scale)와 한국판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척도(Korean Version of 

Asperger Syndrome Diagnostic Scale)를 실시하였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경우 선행연구(김재홍  박기홍  최민정, 

2004)에 근거하여 진단 분할점인 19점 이상의 아동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아스퍼거장애의 경우 선행연구(김하나  신민섭, 

2011)에 근거하여 진단 분할점인 121점 이상의 아동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3) 애착안정성 평가 결과 

 

(1) 분리불안검사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을 평가하여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애착 유형과 정서적 개방성이라는 두 가지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Resnick(1993)의 코딩 

지침에 따라 각 아동의 응답을 9가지 하위 척도로 점수화한 뒤, 척도별 

점수 분포에 따라 안정애착/불안정애착을 구분하고, 다시 10가지 하위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애착안정성 평가의 

중요 지표인 정서적 개방성 점수를 기준으로 10가지 하위 유형을 다시  

애착안정성 ‘높음’, ‘중간’, ‘낮음’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고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의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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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단계: 애착 유형 분류 

 

애착 유형 분류는 개별 아동의 애착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Resnick(1993)의 코딩 지침에 따라 각 아동의 응답을 

9개의 하위척도에 1~9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이 때 6개 분리 상황 

각각의 응답 특성을 고려할 뿐 아니라, 경미한 분리에서 심각한 분리로 

넘어갈 때의 정서적 반응 변화, 아동의 면접 태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점수를 산출하였다.  9개 하위 척도는 <표 IV-2>와 같다.  

 

<표 IV- 2> 분리불안검사 평가의 하위 척도 

척도구분 및 척도설명 

1 정서적 개방성과 부정적 정서(Emotional Opennessand Vulnerability) 

SAT는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기 위한 정서 자극으로,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얼마나 

개방적으로(언어적, 비언어적 측면 모두 포함) 표현하는지를 평가함. 또한 정서에 대한 정당화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부정적 정서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산출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부정적 정서를 언급해도 정당화에 실패하거나 적절한 해결책을 말할 

수 없다면 정서적 개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음. 

 1~3점: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지 않았거나 매우 애매모호함. 

 4~6점: 어느 정도 부정적 정서가 나타났지만 애매모호하고, 더불어 정당한 이유를 말하지 

못했거나, 분리와 관련하여 언급되지 않음. 

 7~9점: 부정적 정서가 나타나고, 사랑하는 분리 상황과 관련된 그리움 등이 언급됨 

2 거부/애착의 평가절하(Dismissing/Devaluing of Attachment) 

아동이 관계의 중요성을 얼만큼 가치있게 평가하는지, 분리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정서를 얼만큼 

수용하는지를 평가함. 점수가 낮은 아동은 분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지나치게 자신의 

역량과 자주성을 강조)를 보이며 정서와 분리 상황을 연결 짓지 못함. 분리 상황과 관련된 관계적 

정서적 요인을 언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애착 관계나 애착 대상을 폄하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발화나 태도가 있음. 

 1~3점: 애착에 대한 분명한 거부나 폄하가 전혀 나타나지 않음.  

 4~6점: 표면적 거부(언어적 표현)는 없지만,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7~9점: 언어적으로 명백하게 거부가 표현될 때.  

3 자기비난 (Self-blame) 

분리에 대한 부당한 책임감 인식이나 비난의 수준을 평가함. 즉, 현재 분리 상황의 부당함과 

관련하여 그림 속 주인공 또는 다른 관련 인물들을 향한 비난이 있는지를 평가함. 

 1~3점: 아동이 분리의 책임과 관련하여 그림 속 주인공에 대해 부당한 비난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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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점: 아동이 주인공 아동에 대한 부당한 비난은 하지 않지만, 부모나 대안적 양육자, 

타인에 대한 부당한 비난을 하는 경우 

 7~9점: 아동이 주인공 아동이나 타인에게 부당한 비난을 하지 않고, 함축하지도 않으며, 그 

상황이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을 인식하고 말하는 경우 

4 저항/억제 (Resistance/Withholding) 

면접에 의도적으로 저항하고, 응답을 피하려는 시도를 했는지를 평가함. 저항이 명시적이고 

공공연하게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응답 거부, 관련 없는 이야기로 방해하기, 중간에 잘라 

말하기 등으로 나타남. 저항이 좀 더 미묘하게 외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자주 

“모르겠어요”라고 응답하거나, 구체적 답변을 피하며 “때마다 다르겠죠.” 등으로 말함. 

 1~3점: 면접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 명백한 증거로 나타나는 경우임. 

 4~6점: 일정 부분 회피가 나타나지만 명확하지는 않고, 적극적인 저항을 없을 때 배점함. 

응답을 정교화하지 않고(망설이고), 이러한 것이 하나의 전략으로 나타남.  

 7~9점: 회피의 시도에 대한 증거가 없을 때 배점함. 높은 점수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매우 자발적이고 스스럼이 없을 때 배점됨. 

5 압도된 분노 (Preoccupied Anger) 

아동이 표현하는 분노의 강도와 범위(분리 상황에 한정하여 표현하는지)를 평가함. 

 1~3점: 아동의 응답에 분노가 명백한 특성으로 만연하여 나타나며 다른 감정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배점됨. 3점 미만은 분노가 억제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함. 

 4~6점: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몇몇 경우에서 나타나지만, 분노 이외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함. 어떤 상황(보통 경미한 분리)에 대해서는 억제되고 절제된 분노가 표현되기도 함.  

 7~9점: 억제되지 않은 분노가 없을 때, 또는 모든 혹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분노의 정서가 

분리 상황 내에 한정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함. 

6 감정의 전가 (Displacement of Feelings) 

정서에 대한 정당화(정서와 참조물과의 관계)의 연결성 및 구체성을 평가함. 이 척도에서의 낮은 

점수는 이론적으로 회피애착 유형과 관련되어 있음.  안정적 애착 아동은 대부분 분리와 관련하여 

느끼는 감정을 정당화 할 때 부모를 언급함. 반면 불안정 애착 아동은 감정의 실제적 근원지를 

언급할 수 없음. 오히려 감정을 대안적 양육자(예: 조부모, 유모)나, 분리 상황과 관련이 없는 

타인들, 심지어 어떤 장소나 사물(예: “집이 맘에 안 들어서요”) 로 전가해버림.  

 1~3점: 분리 상황 밖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들에 전가시켜 버리는 경우에 배점함. 

 4~6점: 정서가 분리 상황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나 애착 대상이 아닌 경우에 배점함. 

 7~9점: 정서가 애착 대상을 향하고 있을 때 배점함. 

7 불안: 낙관론/비관론(Anxiety:Optimism/Pessimism)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니?”질문에 대한 아동의 응답에서 분리의 결과에 대한 불안 및 

두려움을 평가함. 낙관론적 아동은 상황을 희망적으로 인식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안정감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능력을 표현함. 즉 분리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부모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봄. 비관론적 아동은 분리에 뒤따르는 파멸이나 참사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음.  

 1~3점: 분리의 결과에 대한 비관적 믿음이 외현적으로 명백하게 언어화 됨. 즉 분리에 대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가 언어적으로 나타날 때. 

 4~6점: 전반적인 비관론 또는 상황에 대한 중립적 믿음이 보다 덜 명확하게 나타나거나 더 

암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7~9점: 분리의 본래적 특성에 대해 낙관적 신념에 대해 명백하게 언어화된 증거가 나타남. 

즉, 모든 것이 결국 “잘 될 것이다”는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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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화일관성 (Coherence of Transcript) 

아동의 응답에서 전반적인 조직화와 “내적 일관성”을 다룸.  

 규칙1. 말의 규모: “간단명료하면서도 완성도가 있을 것”. 아동이 구체적이고 상황에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고 정서의 원인을 적절하게 정당화할 수 있었는지 평가함. 

 규칙2. 타당성: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규칙3: 발화 태도와 양식: “명확할 것”. 쓸데없이 반복되는 어구는 없는지, 언어적으로 

유창한지 평가함. 

 규칙4: 진실성: 자신이 말하는 내용 안에 모순이 없고 논리적인지 평가함. 장황한 내용은 

있지만 일관성이 없는 경우, 즉 말만 번지르르 한 응답에 주의해야 함. 

9 문제해결력 (Solution Scores) 

분리상황에 대한 아동의 해결책을 평가할 때, 건설적인 해결책(7~9점), 해결책 없음(분리를 

수용)(4~6점), 파괴적인 해결책(1~3점) 중 하나를 우선 고려한 뒤 그 범주 내에서 더 구체화된 

점수를 할당함. 아동은 다양한 유형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 때 채점 규칙은 다음과 

같음. 

 5점 또는 그 이상의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경우(수동적인 또는 건설적인 해결책) 제시한 

해결책들 중 가장 높은 점수에 배점함. 

 4점 또는 그 이하의 해결책들을 제시한다면(답변하기 어려워하거나, 파괴적인 해결책) 

제시한 해결책들 중 가장 낮은 점수에 배점함. 

 

각 하위척도에 대한 점수를 산출한 뒤, 정서적 개방성, 발화일관성, 

불안(낙관론/비관론), 문제해결력 척도의 점수 분포에 근거하여 먼저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애착은 정서적 개방성 

척도에서 6점 이상, 발화일관성 척도에서 6점 이상, 

불안(낙관론/비관론) 척도에서 7점 이상 배점되어야 하며, 

문제해결력에서 일부 6점에 해당하는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으나 7점 

이상의 해결책이 우세한 경우 분류될 수 있다. 불안정애착은 정서적 

개방성, 발화일관성, 불안(낙관론/비관론) 척도에서 모두 5점 이하로 

배점되어야 하며, 문제해결력에서 일부 7점에 해당하는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으나 6점 이하의 해결책이 우세한 경우 분류될 수 있다.  

다음으로 거부/애착의 평가절하, 저항/억제, 감정의 전가, 자기비난, 

압도된 분노 척도의 점수 분포에 근거하여 다시 10가지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안정애착은 하위척도별 점수 분포에 따라 5개의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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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F1, F2, F3, F4, F5)으로 분류되었다. 회피적 애착의 특성이 일부 

관찰되는 아동은 거부/폄하, 저항/억제, 감정의 전가 척도의 점수 분포에 

따라 F1 혹은 F2로 분류하였다. 양가적 애착의 특성이 일부 관찰되는 

아동은 자기비난, 압도된 분노 척도의 점수 분포에 따라 F4 혹은 F5로 

분류하였다. 회피적 애착이나 양가적 애착의 특성이 관찰되지 않는 

전형적인 안정애착 아동은 F3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별 점수 분포는 

<표 IV-3>과 같다. 

불안정애착은 회피적 애착(DS)과 양가적 애착(E)으로 분류하였다. 

회피적 애착 아동은 거부/폄하, 저항/억제, 감정의 전가 척도의 점수 

분포에 따라 DS1, DS2, DS3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 양가적 애착 

아동은 자기비난, 압도된 분노 척도의 점수 분포에 따라 E1 또는 E2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별 점수 분포는 <표 IV-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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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 3> 분리불안검사의 애착유형과 하위척도별 점수 분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안정애착 

(Secure) 

안정애착 

(S) 

하위척도 F1 F2 F3 F4 F5 

정서적개방성 6점이상 6점이상 7점이상 6점이상 6점이상 

문제해결력 7점이상 7점이상 8점이상 7점이상 7점이상 

발화일관성 6점이상 6점이상 8점이상 6점이상 6점이상 

불안(낙관론/비관론) 7점이상 7점이상 7점이상 7점이상 7점이상 

거부/폄하 3점이하 4점이하 1~2점 - - 

저항/억제 5점이상 6점이상 8~9점 - - 

감정의 전가 6점이상 5점이상 7점이상 - - 

자기비난 - - 8~9점 5점이상 6점이상 

압도된 분노 - - 8~9점 6점이상 5점이상 

불안정애착 

(Insecure) 

회피적애착 

(DS) 

하위척도 DS1 DS2 DS3 

 

정서적개방성 5점이하 5점이하 5점이하 

문제해결력 6점이하 6점이하 6점이하 

발화일관성 5점이하 5점이하 5점이하 

불안(낙관론/비관론) 5점이하 5점이하 5점이하 

거부/폄하 4점이상 7점이상 5점이상 

저항/억제 4점이하 5~6점 5~6점 

감정의 전가 6점이하 4점이하 5점이하 

자기비난 - -  

압도된 분노 - -  

양가적애착 

(E) 

하위척도 E1 E2 

 

정서적개방성 4점이하 4점이하 

문제해결력 4점이하 4점이하 

발화일관성 4점이하 4점이하 

불안(낙관론/비관론) 4점이하 4점이하 

거부/폄하 - - 

저항/억제 - - 

감정의 전가 - - 

자기비난 5점이하 5~6점 

압도된 분노 5~6점 4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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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불안검사를 실시한 96명의 애착유형 분류는 2인의 아동학 

전공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각 평가자는 아동의 응답을 먼저 9개의 

척도로 점수화하였다. 2인의 평가자가 산출한 척도별 점수의 

상관계수(r)은 정서적개방성 .73, 거부/애착의 평가절하 .81, 

자기비난 .73, 저항/억제 .66, 압도된 분노 .79, 감정의 전가 .66, 

불안(낙관론/비관론) .79, 발화일관성 .75, 문제해결력 .74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1차 애착유형 분류에서 2인의 평가자 중 어느 한 명을 통해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아동은 35명이었으며, 이 중 57%에 해당하는 

20명이 일치하였다. 2인의 평가자를 통해 불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아동은 

28명이었으며, 이 중 57%에 해당하는 16명이 일치하였다. 

안정애착군 중 정서적 개방성이 가장 높은 F3집단의 경우 2인의 

평가자를 통해 이 집단에 분류된 아동은 15명이었으며, 이 중 67%에 

해당하는 10명이 일치하였다. 안정애착에 포함되나 애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F1, F2, F4, F5집단의 경우 2인의 평가자를 통해 이 

집단에 분류된 아동은 20명이었으며, 이 중 50%에 해당하는 10명이 

일치하였다. 불안정애착 집단 중 DS집단의 경우 2인의 평가자를 통해 

이 집단에 분류된 아동은 25명이었으며, 이 중 52%에 해당하는 13명이 

일치하였다. 불안정애착 집단 중 E집단의 경우 2인의 평가자를 통해 이 

집단에 분류된 아동은 3명이었으며 67%에 해당하는 2명이 일치하였다. 

2차 애착유형 분류에서는 1차 분류에서 평가가 일치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평가자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척도별 전반적인 점수 분포와 심각한 

분리 상황에 대한 아동의 발화 특성을 고려하고, 일부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면접 당시 아동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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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연구자간 의견 일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안정애착 혹은 불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아동은 51명이었으며, 이중 안정애착은 29명(30.2%), 

불안정애착은 22명(22.9%)이었다. 미분류된 45명은 정서적 개방성, 

발화일관성, 불안(낙관론/비관론), 문제해결력 척도에서 안정애착군 혹은 

불안정애착군의 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미분류된 아동 45명의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부록3>과 같다. 미분류된 45명의 아동은 이 연구의 

분류 기준인 Resnick(1993)의 애착 유형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대상 선정에서는 제외하였다. 안정애착 혹은 불안정애착으로 분류된 

51명의 아동은 다시 10개의 하위 유형으로 최종 분류되었다.  

안정애착 중 F1집단(some setting aside of attachment)은 

애착대상과의 분리로 인한 슬픔, 그리움, 외로움을 표현하나 응답이 

다소 간결하고 정교화된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동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대인지향적이며 애착대상에 대한 접근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 분류에 속하는 아동은 4명이었다.1 

안정애착 중 F2집단(secure but restricted)은 면접에 저항하는 

증거는 없지만 애착대상이나 관계에 대한 폄하가 암묵적으로 나타난다. 

분리에 대한 자신의 역량을 강조하거나 분리의 긍정적 측면(예: ‘선물을 

받는 건 좋다’, ‘할머니와 있는 것은 좋다’ 등)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나 

                                        
1 95번 아동의 구급차 상황: [기분] “슬플 것 같아요.” [이유]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갔으니까. 

[대처방법] “같이 갈 것 같아요.” 

95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 [기분] “슬플 것 같아요.” [이유] “엄마랑 헤어지니까.” [대처방법] 

“엄마랑 같이 그쪽에서 살고 싶어요. 엄마를 따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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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자신이 부모와의 분리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나타나며, 

애착대상에 대한 접근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 분류에 속하는 아동은 

8명이었다.2 

안정애착 중 F3집단(secure/freely valuing attachment)은 가장 

원형에 가까운 안정애착 유형이다. 이 분류에 속하는 아동은 모든 

질문에 사려 깊게 응답하고 애착대상을 원하고 그리워하는 감정을 

적절하게 언어화하여 표현한다. 이들은 부모가 부당한 분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놀라며 슬퍼하는 반응을 보이나, 분리의 결과에 대해 

근본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애착대상과의 분리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분류에 속하는 아동은 

14명이었다.3 

안정애착 중 F4집단(some preoccupation with attachment figure)은 

다소 비조직적인 발화 양상을 보이고 애착대상에게 의존적이며 매달리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분리 상황에 대한 억울함과 원망을 표현하지만 

애착대상에 대한 친밀감과 애정을 유지하며 분리의 결과에 대해 낙관적 

                                        
2  11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 [기분] “속상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이유] 엄마랑 떨어져서 속상하기도 하고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기쁘기도 하니까요.” [대처방법] “엄마한테 여기 당분간 조금이라도 같이 있어주면 안되냐고 

얘기할 것 같아요.” 

 
3  28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 [기분] “속상하고 슬퍼요.” [이유] “엄마를 낳아준 사람은 

할머니인데, 엄마가 낳은 사람은 난데, 그러니까 엄마가 나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할머닐아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요.” [대처방법] “가족과 함께 할머니 집에서 살자고 할 거에요.” 

 

24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 [기분] “외롭고 슬플 것 같아요.” [이유] “외로운 것은 할머니랑 

단둘이만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만날 수도 없고, 엄마랑 놀 수도 없고, 그래서 외롭고. 

또 슬픈 거는 엄마가 계속 떠나 있으니까 할머니랑 단둘이만 사니까 슬플 것 같아요.” [대처방법] 

“엄마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아내서 할머니 몰래 나와가지고 엄마 있는 데로 갈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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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보인다. 이 분류에 속하는 아동은 2명이었다.4  

안정애착 중 F5집단(somewhat resentful/preoccupied)은 다소 

비조직적인 발화 양상을 보이며 애착대상에 대한 압도된 분노가 

관찰된다. 그러나 분노 이외의 다른 감정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으며, 

애착지향적인 해결책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이 분류에 

속하는 아동은 관찰되지 않았다. 

회피적 애착 중 DS1집단(dismissing of attachment)은 특히 강한 

저항/억제 성향을 보인다. 전반적인 면접 수행에서 정서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저항과 회피의 증거가 나타난다. 응답을 회피하거나 

모순적으로 긍정적 정서만 언급하기도 한다. 부정적 정서를 언급한다 

하더라도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거나 극도로 짧게 응답하며 

면접을 빨리 끝내려고 한다. 이 분류에 속하는 아동은 5명이었다.5 

회피적 애착 중 DS2집단(devaluing of attachment)은 비임상 

집단에서는 희귀하다. 이 유형으로 분류되는 아동은 거부/폄하와 감정의 

                                        
4 35 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 [기분] “엄마가 아예 떠나가니까 슬프고. 할머니라도 엄마랑 더 

정이 많으니까요. 되게 많이 울고 할머니댁에서 맨날 엄마가 보고싶다고 그럴 것 같아요.” [이유] 

“막 한달, 아까처럼 한달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헤어지니까 엄마가 많이 보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 [대처방법] “할머니댁 집에서 할머니 있는데 ‘엄마 보고 싶어요!’ 

그렇게 소리지르고 전화 맨날 하고 그럴 것 같아요.” 

 
5 55번 아동의 구급차 상황: [기분] “슬프겠죠.” [이유] “엄마가 아프니까.” [대처방법] “따라가요.” 

55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 [기분] “좋아요.” [이유] “할머니랑 노니까.” [대처방법] “놀아요.” 

 

94번 아동의 여행 상황: [기분] “몰라요.” [이유] (지속적인 촉진에도 응답하지 않음) [대처방법] 

“그냥 있어야죠.” 

94번 아동의 구급차 상황: [기분] “모르는데.” (지속적인 촉진 이후) “슬픈 기분?” [이유] 엄마가 

병에 걸렸으니까.” [대처방법]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94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 [기분] “슬프죠.” [이유] “갑자기 떠나니까.” [대처방법]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요. 달려가봤자 차가 더 빠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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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에서 매우 극단적인 특성을 보인다. 애착대상 및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폄하가 전사자료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사람을 

물질처럼 취급하는 인상을 주며, 분리 상황과 관련없는 사람이나 

사물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가시켜 버린다. 아동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자신이 분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지나치게 역량이 강조되어 

있거나,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수동적 해결책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이 분류에 속하는 아동은 관찰되지 않았다. 

회피적 애착 중 DS3집단(restricted in feeling)은 초기에 다소 

개방적인 정서를 말하는 듯 하지만 이내 이러한 감정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모순적인 발언을 하여 부정적 정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들의 발화에는 애착대상이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발언이 관찰되지 않으며, 자신이 분리에 취약하다는 것을 감추려는 듯 

자기 역량이 강조된 해결책을 말한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분리를 

원한다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 유형의 아동은 정서의 원인에 대해 말할 때 애착대상이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 의미있는 정서 표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분류에 속하는 아동은 14명이었다.6 

                                        
6 5번 아동의 구급차 상황: [기분] “나쁠 거 같은데요.” [이유] “밥 할 사람이 없잖아요.” [대처방법] 

“밥 사 먹거나 친구 집에 놀러 갈 것 같아요.” 

5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 [기분] “나쁠 거 같은데요.” [이유] “할머니가 너무 많이 혼내요.” 

[대처방법] “그냥 할머니 집에 갈 것 같아요.” 

 

66번 아동의 여행 상황: [기분] “여행을 간다니까, 자기 안 데리고 가니까 섭섭할 수도 있고 또 

혼자 있으니까 무서울 수도 있고, 한달 이니까 그건 기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５５ 

 

양가적 애착 중 E1집단(passive)은 비조직적이고 표식없는 발화 

양식을 보이며,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인다. 이들은 분리에 대해 부모를 

부당하게 비난하며, 분리로 인한 혼란과 걱정, 염려를 강하게 표현한다. 

이들의 응답에는 그림 속 주인공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감각이 만연해 있다. 이 유형으로 분류된 아동은 2명이었다.7 

                                                                                                     
66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 [기분] “굉장히, 약간 홀가분하다고 해야 할까? 그런 기분이 들 거 

같아요. 근데 할머니랑 사는 거니까, 제가 위에 윗층에 사는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진짜 

할머니가 인천에 계세요. 근데 인천에 계신 할머니랑 많이 친해요. 그래서 할머니랑 사는 게 많이 

어색할 것 같진 않은데, 엄마랑 헤어져야 하니까, 그건 기분이 좋진 않겠죠?” 

 

77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 [기분] “좀 안 좋기도 하지만 좋기도 하겠죠.” [이유] “엄마가 가셔서 

슬프긴 하지만 핸드폰이 있잖아요. 전화해야죠. 보고 싶을 땐.” [대처방법] “잘 가라고.” 

 

53번 아동의 여행 상황: [기분] “음냐음, 좋을 것 같아요.” [이유] “엄마가 없으니까요. 엄마는 

우리를 신경을 안쓰고, 아니, 엄마가 없으니까 같이 막 친구들끼지 파자마 파티 같은 

즐거운 파티를 할 수 있으니까요.” [대처방법] “고맙다고.” 

53번 아동의 구급차 상황: [기분] “그냥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기분에 대해 촉진 질문 후) 

“기분이요? . 음 무서워요.” [이유] “죽을 수 있으니까.” [대처방법] “그냥 하, 매일매일 

하던 일, 매일매일, 막, 놀고 그럴 거에요.” 

 

19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 [기분] “짜증나요.” [이유] “배신했으니까.” [대처방법] “할머니 댁에 

가서 편안하게 놀거에요.” 

 
7  50번 아동의 여행 상황: [기분] “음, 성질이 나빠지겠죠. 가면 갈수록. 여행을 떠나있을수록. 

계속 막, 처음엔 조금은, 이렇게, 계속 갈수록 욕하면서 헛것 보고 정신병 걸리고 막, 

우울증도 오고.” [이유] “자기가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자기 마음을 모르고.” [대처방법] 

“여기(여행가방)에 숨어가지고 가요.” 

50번 아동의 구급차 상황: [기분] “부모가 계모라면 (박수치면서) 이럴 걸요. 그런데 친부모라면 

많이 슬프고 힘들겠죠.” [이유] “어리니까 조금이라도 다치면 죽는 줄 알고.” [대처방법] “자기 몸에 

상처를 낸 다음에 자기도 구급차에 실려갈 것 같아요.” 

50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 [기분] “갑자기 머리가 텅 빈 것처럼 완전 멘탈붕괴가 되겠죠.” [이유] 

“엄마의 자식이고 쭉 엄마하고 살았으니까. 갑자기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대처방법] “자살시도? 

할머니댁에서.” 

 

101번 아동의 구급차 상황: [기분] “난 왜 맨날 이런 일을 당할까 이런 기분.” [이유]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대처방법] “인생의 낙오자라는 말을 수십번 되내이며 울고 있는 기분.” 

101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 [기분] “이제는 할머니댁에서 살아야 해요? 얘 죽었다, 이제. 이제 

망했다는 기분.” [이유] “엄마는 맨날 버리니까, 이제는 할머니 댁에서 살으라고. 이건 진짜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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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적 애착 중 E2집단(angry/conflicted)은 높은 수준의 압도된 

분노를 보인다. 이 유형의 아동은 분리 상황을 뛰어 넘는 분노를 

말하며, 분노에 대해 말할 때 정서를 조절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이들이 제시하는 대처 방법은 애착대상과의 접근성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파괴적 특성을 지닌다. 즉 아동 스스로 분리를 

원한다는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또는 불복종이나 부모에 대한 공격성을 

포함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아동은 

1명이었다.8 이상의 절차를 통해 51명의 아동을 10가지 애착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각 유형별 분포는 <표 IV-4>와 같다. 

 

<표 IV- 4> 애착안정성 수준별 연구대상 분포 

1단계 기준: 애착 유형 2단계 기준: 정서적 개방성 

대분류 소분류 N(%) 
정서적개방성 

M(SD) 

애착안정성 

수준 
N(%) 

안정애착 

F3 14(14.6%) 8.00(0.96) 높음 14(27.5%) 

F1 5(5.2%) 6.20(0.45) 중간 

15(29.4%) 
F2 8(8.3%) 6.38(0.52) 중간 

F4 2(2.1%) 6.50(0.71) 중간 

F5 0(0.0%) - - 

불안정애착 

DS1 5(5.2%) 4.80(0.45) 낮음 

22(43.1%) 

DS2 0(0%) - - 

DS3 14(14.6%) 4.29(0.83) 낮음 

E1 2(2.1%) 4.00(0.00) 낮음 

E2 1(1.0%) 4.00 낮음 

미분류 45(46.9%) 탈락 0(0%) 

전체 96(100.0%)  51(100.0%) 

                                                                                                     
안돼.” [대처방법] “근데 얘 이제 엄마 집에 못돌아가요? 얘는? 밥도 안먹고 틀어박혀 있으니까 

할머니가 엄한테 전화해서 바로 데리러 오고.” 

 
8 107번 아동의 여행 상황: [기분] “신나는 기분 50프로, 불행한 기분 50프로.” [이유] “만약에요, 

선물을 받으면 좋거든요. 근데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지나서 오면 불행하죠.” [대처방법] “한 달 

안에 안 오기만 해봐라. 발로 확 차버릴.” 

107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 [기분] “싫은 느낌.” [이유] “할머니가 늙어서.” [대처방법] “싫다고 

우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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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정서적 개방성 점수에 따른 분류 

 

애착 유형 분류 결과,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은 각각 다양한 

프로파일을 보이는 하위 유형으로 구성된다. 한편 표본 집단 내에서 각 

하위 유형별 분포는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각 유형에 해당하는 일정 수의 

연구대상을 확보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이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애착안정성 수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정서적 개방성 점수를 

기준으로 10가지 애착 유형을 다시 ‘높음’, ‘중간’, ‘낮음’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Resnick(1993)의 평가 기준에 의하면 정서정개방성은 

1~9점으로 평정되는데, 애착유형과 관련하여 명시되어 있는 분할 

점수는 7점, 6점, 5점, 4점이다. 7점은 안정애착 중 가장 원형에 가까운 

F3집단의 분할 점수이다. 6점은 F3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안정애착의 

분할 점수이다. 5점과 4점은 불안정 애착의 분할 점수로 5점은 

회피애착, 4점은 양가적애착의 분할 점수에 해당한다. 4점을 분할점으로 

하는 양가적애착은 실제 표본 집단에서 가장 분포가 적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7점, 6점, 5점을 분할점으로 하여 ‘높음’, ‘중간’, ‘낮음’의 세 

수준을 정의하였다.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은 애착 유형의 대분류에서 안정애착으로 

분류되고 정서적 개방성 척도에서 가장 높은 7점 이상에 배점된 

F3집단으로 14명이 이에 해당되었다. 애착안정성 ‘중간’ 집단은 애착 

유형의 대분류에서 안정애착으로 분류되고 정서적 개방성 척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6점에 배점된 F1, F2, F4, F5집단으로 15명이 이에 

해당하였다. 애착안정성 ‘낮음’ 집단은 애착 유형의 대분류에서 

불안정애착으로 분류되고 정서적 개방성 척도에서 가장 낮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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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 배점된 DS 및 E집단으로 22명이 이에 해당하였다. 애착안정성 

수준별 연구대상 수의 분포는 <표 IV-4>와 같다. 

 

(2) 애착안정성 질문지 

 

애착안정성 질문지의 내적일치도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69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점수 분포는 

34~60점으로 30점 이하 점수는 관찰되지 않았다. 평균은 

49.17점(SD=5.82)으로 연구대상 아동의 평균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해석은 먼저 이 연구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애착안정성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면접 과정에서 관찰된 긍정 응답 

편향이 평균 점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이 긍정 혹은 

부정으로 대비되는 문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낯선 면접자 앞에서 선뜻 

부정문을 선택하여 표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애착안정성이 낮은 아동 중 일부는 자신의 정서를 회피하거나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극도로 긍정적인 응답 편향을 보였다. 분리불안검사에서 

매우 낮은 정서적 개방성을 보인 아동 중 일부는 모순되게도 애착안정성 

검사에서 5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은 마치 정답을 찾듯이 

단숨에 질문지를 완성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각 질문에 대해 자기반영적 

사고를 하지 않는 증거로 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애착안정성 

질문지 점수는 연구대상 선별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의 평균 점수는 50.14점(SD=4.33), 

애착안정성 ‘중간’ 집단의 평균 점수는 50.60점(SD=6.73), 애착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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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 집단의 평균 점수는 46.32점(SD=5.74)이었다.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과 ‘중간’ 집단의 점수는 거의 유사하고 ‘낮음’ 집단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4)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 대상 선정 

 

애착안정성 평가 결과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 14명, ‘중간’ 집단 

15명, ‘낮음’ 집단 22명, 총 51명의 아동이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의 1차 

실험 대상이었다.  

연구대상의 제외 기준인 신경계 및 정신과 질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애착안정성 ‘낮음’ 집단에서 총 3명이 아스퍼거증후군 검사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검사에서 분할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탈락하였다. 또한 애착안정성 ‘낮음’ 집단에 포함된 1명의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 이혼이 아동의 애착안정성 및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순형  이옥경  민미희, 2006)이므로 제외시켰다. 부모 및 

아동에게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 참여 여부를 다시 확인한 결과,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에서 1명이 실험을 거절하였고, ‘낮음’ 집단에서 

7명이 실험을 거절하였다. 실험 참여를 원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으로(학원, 휴가, 캠프, 입원 등)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에서 3명, ‘중간’ 집단에서 5명이었다. 예비 실험에 참가하여 

본 실험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는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에서 1명, 

‘중간’ 집단에서 1명이었다. 이에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본실험에 최종 

참여한 아동은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 9명, ‘중간’ 집단 9명, ‘낮음’ 집단 

11명으로 총 29명이었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촬영 중 4mm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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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움직임으로 분석에서 제외된 아동은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 2명, 

‘중간’ 집단 2명, ‘낮음’ 집단 4명이었다. 이에 최종 분석에 포함된 

아동은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 7명, ‘중간’ 집단 7명, ‘낮음’ 집단 

7명이었다. 애착안정성 ‘낮음’ 집단의 7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피적 애착에 해당하는 아동이었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21명의 아동 

중 양손잡이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오른손잡이였다. 

최종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IV-5>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월령 평균은 114.76개월(SD=7.44)이었으며, 인구학적 

특성에서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대상 아동은 중산층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애착형성기 및 조사 시점까지 주양육자가 어머니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형제순위에서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은 맏이의 비율이 

높았고, 애착안정성 ‘중간’ 집단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고, 

애착안정성 ‘낮음’ 집단은 둘째 이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판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 한국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척도, 한국판 아스퍼거 진단척도를 통해 최종 연구대상의 전반적인 

심리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6>과 같다. 각 영역별 점수에서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내재화 문제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애착안정성 ‘중간’ 집단은 공격행동으로 인해 외현화 

문제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애착안정성 ‘낮음’ 집단은 다른 두 

집단보다 주의집중력 문제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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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 5> 최종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변수 구분 애착안정성 값 

연령 

(단위:월령) 

‘높음’집단(N=7) `M=115.43(SD=7.89) 

‘중간’집단(N=7) M=115.86(SD=5.43) 

‘낮음’집단(N=7) M=113.00(SD=9.35) 

전체 M=114.76(SD=7.44) 

형제구성에서 첫째 

(단위:명/%) 

‘높음’집단(N=7) 5(71.4%) 

‘중간’집단(N=7) 2(28.6%) 

‘낮음’집단(N=7) 2(28.6%) 

전체 9(42.9%) 

형제구성에서 둘째 이하 

(단위:명/%) 

‘높음’집단(N=7) 1(14.3%) 

‘중간’집단(N=7) 2(28.6%) 

‘낮음’집단(N=7) 4(57.1%) 

전체 7(33.3%) 

형제구성에서 외동이 

(단위:명/%) 

‘높음’집단(N=7) 1(14.3%) 

‘중간’집단(N=7) 3(42.9%) 

‘낮음’집단(N=7) 1(14.3%) 

전체 5(23.8%) 

대졸 이상 아버지 

(단위:명/%) 

‘높음’집단(N=7) 7(100%) 

‘중간’집단(N=7) 4(57.1%) 

‘낮음’집단(N=7) 4(57.1%) 

전체 15(71.4%) 

대졸 이상 어머니 

(단위:명/%) 

‘높음’집단(N=7) 7(100%) 

‘중간’집단(N=7) 4(57.1%) 

‘낮음’집단(N=7) 5(71.4%) 

전체 16(76.2%) 

가정의 경제적 수준:중산층 

(단위:명/%) 

‘높음’집단(N=7) 6(85.7%) 

‘중간’집단(N=7) 7(100%) 

‘낮음’집단(N=7) 7(100%) 

전체 20(95.2%) 

현재 주부인 어머니 

(단위:명/%) 

‘높음’집단(N=7) 4(57.1%) 

‘중간’집단(N=7) 1(14.3%) 

‘낮음’집단(N=7) 6(85.7%) 

전체 11(52.4%) 

가족 및 친인척 정신과 병력 

(단위:명/%) 

‘높음’집단(N=7) 1(14.3%) 

‘중간’집단(N=7) 1(14.3%) 

‘낮음’집단(N=7) 2(28.6%) 

전체 4(19.0%) 

주양육자:어머니 

(단위:명/%)  

‘높음’집단(N=7) 6(85.7%) 

‘중간’집단(N=7) 6(85.7%) 

‘낮음’집단(N=7) 6(85.7%) 

전체 18(85.7%) 

애착형성기 주양육자: 어머니 

(단위:명/%) 

 0~1세 1~2세 2~3세 

‘높음’집단(N=7) 5(71.4%) 5(71.4%) 6(85.7%) 

‘중간’집단(N=7) 5(71.4%) 4(57.1%) 4(57.1%) 

‘낮음’집단(N=7) 5(71.4%) 6(85.7%) 5(71.4%) 

전체 15(71.4%) 15(71.4%) 15(71.4%) 

 



６２ 

 

<표 IV- 6> 최종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특성 

변수 구분 

(임상군분할점) 
애착안정성 M(SD) 

변수 구분 

(임상군분할점) 
애착안정성 M(SD) 

CBCL 

불안/우울 

(9) 

‘높음’집단 2.14(1.77) CBCL 

내재화문제총점 

(12) 

‘높음’집단 4.00(2.77) 

‘중간’집단 2.57(2.57) ‘중간’집단 3.43(3.82) 

‘낮음’집단 2.00(1.83) ‘낮음’집단 3.43(2.64) 

전체 2.24(2.00) 전체 3.62(2.97) 

CBCL 

위축/우울 

(7) 

‘높음’집단 1.00(0.82) CBCL 

외현화문제총점 

(13) 

‘높음’집단 2.57(2.30) 

‘중간’집단 0.57(0.79) ‘중간’집단 4.29(5.82) 

‘낮음’집단 0.71(0.76) ‘낮음’집단 3.00(4.16) 

전체 0.79(0.77) 전체 3.29(4.19) 

CBCL 

신체증상 

(6) 

‘높음’집단 0.86(1.57) CBCL 

문제행동총점 

(46) 

‘높음’집단 13.29(6.24) 

‘중간’집단 0.29(0.76) ‘중간’집단 13.29(12.57) 

‘낮음’집단 0.71(0.76) ‘낮음’집단 13.00(9.78) 

전체 0.62(1.07) 전체 13.19(9.37) 

CBCL 

사회적미성숙 

(9) 

‘높음’집단 1.29(1.50)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진단척도 

(19) 

‘높음’집단 2.71(3.09) 

‘중간’집단 1.29(1.60) ‘중간’집단 3.71(5.74) 

‘낮음’집단 1.57(1.51) ‘낮음’집단 8.57(8.52) 

전체 1.38(1.47) 전체 5.00(6.43) 

CBCL 

사고문제 

(7) 

‘높음’집단 1.29(0.76) 아스퍼거 진단척도 

(121) 

‘높음’집단 93.05(7.59) 

‘중간’집단 1.29(1.11) ‘중간’집단 88.34(7.28) 

‘낮음’집단 1.43(1.62) ‘낮음’집단 90.51(7.59) 

전체 1.33(1.15) 전체 90.63(7.38) 

CBCL 

주의집중문제 

(12) 

‘높음’집단 1.29(1.11)  

‘중간’집단 1.57(2.44) 

‘낮음’집단 3.86(2.79) 

전체 2.24(2.43) 

CBCL 

규칙위반 

(6) 

‘높음’집단 0.29(0.49) 

‘중간’집단 0.86(1.46) 

‘낮음’집단 0.57(1.13) 

전체 0.57(1.08) 

CBCL 

공격행동 

(15) 

‘높음’집단 2.29(2.06) 

‘중간’집단 3.43(4.54) 

‘낮음’집단 2.43(3.15) 

전체 2.71(3.27) 

 

5) 지능검사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에 참여한 아동의 지적 능력이 정상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판 아동용 웩슬러 지능 검사 4판(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Fourth edition)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306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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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지능 지수는 언어이해지표(Verbal Comprehension Index: 

VCI), 지각추론지표 (Perceptual Reasoning Index: PRI), 

작업기억지표(Working Memory Index: WMI), 처리속도지표 

(Processing Speed Index: PSI)와 전체 지능 지표로 산출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21명은 모두 정상 지능 범주에 속하였다.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별 지능 지표를 비교해 살펴보면 <표 IV-

7>과 같이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전체 지능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은 ‘중간’ 집단보다 언어이해지표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F=3.92, df=2, 18, p<.05), ‘낮음’ 집단보다 

작업기억지표가 유의미하게 높았다(F=5.13, df=2, 18, p<.05). 그러나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의 처리속도지표는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표본 집단의 수가 작아 이러한 특성을 

애착안정성 수준과 관련하여 일반화하여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표 IV- 7> 최종 연구대상자의 지능 지수 

애착안정성 언어이해지표 지각추론지표 작업기억지표 처리속도지표 전체검사IQ 

‘높음’집단 126.57(7.11) 125.43(9.07) 120.00(14.46) 99.71(8.12) 126.14(5.27) 

‘중간’집단 108.57(12.79) 110.14(16.59) 114.71(13.16) 111.43(11.90) 114.71(15.35) 

‘낮음’집단 115.86(15.02) 109.14(22.06) 97.71(13.62) 99.57(11.34) 108.29(16.56) 

전체 117.00(13.76) 114.90(17.65) 110.81(16.29) 103.57(11.54) 116.38(14.78) 

F 3.92* 2.07 5.02* 2.89 3.2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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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이 연구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법(fMRI)을 사용하여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관련된 신경 활성 지표를 살펴본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법은 혈중 산소 농도(BOLD, Blood Oxygenation Level 

Dependent)의 변화를 활용하여 두뇌 영상을 얻는 방법이다(Huettel, 

Song, & McCarthy, 2008). 운동, 감각 인지, 인지 활동,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하여 두뇌의 특정 부위에서 신경활성이 유발되면 이 

부위에서의 산소 요구가 증대되는데, fMRI는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여 

신경활성 영상을 만들어낸다. fMRI는 두뇌 전체의 활성을 수초 간격으로 

촬영할 수 있으며 공간 해상도가 뛰어나 두뇌의 정밀한 부위를 관찰할 

수 있다. fMRI 연구는 특정 자극에 대한 뇌의 활성화 부위 및 정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고, 비침습적이라는 점에서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는 뇌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정상 

아동의 발달을 연구하는데 활용되기 시작했다(Dietrich & Bradley, 

1988).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뇌영상 연구는 아동청소년은 

물론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있어 뇌전도(EEG) 및 

사건관련전위(ERPs)와 함께 매우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최인화, 

2009). 이 연구에서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을 통해 애착안정성 수준과 

관련된 신경활성 지표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제를 

제작하고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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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적 뇌영상 실험 구성 

 

그림애착면접은 연구대상의 애착안정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애착대상과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묘사하는 그림자극을 사용한다. 이는 

연구대상의 애착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작동시켜 애착과 관련된 사고 및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낸다. Buchheim과 동료들(Buchheim et al., 2008; 

Buchheim, Erk, George, Kachele, Ruchsow, Spitzer, Kircher, & 

Walter, 2006)은 그림애착면접의 방식을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연구에 

처음 적용하였다. 연구자들은 경계성성격장애 환자들의 애착관련 

트라우마에 대한 신경활성 증거를 탐색하기 위해 성인애착면접(The 

Adult Attachment Projective)의 그림자극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도 아동대상 애착면접의 그림자극이 

아동의 애착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애착안정성과 관련된 신경활성 지표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절차를 통해 새로운 

자극을 구성하였다. 

 

1) 자극 구성 

 

이 연구에서는 애착안정성과 관련된 신경활성의 차이를 어머니와의 

애착에 한정하여 설명하기 위해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으로 자극 구성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자극 구성 방식은 Buchheim과 동료들(2012)의 

연구방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단지 그림자극을 

응시하게 하는 방식은 아동에게 적합하기 않아 모든 자극에 버튼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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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포함시켰다. 또한 이 연구에서 애착안정성 수준의 중요 준거가 

정서적 개방성이므로, 이에 대한 그림애착면접의 첫 질문(“이 아이는 

어떤 기분일까요?”)을 그림과 결합시켜 자극을 구성하였다. 아동은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에서 주인공 아동의 정서를 묻는 화면을 보고, 다음 

화면에 제시되는 3개의 보기 중 자신이 인식한 기분과 가장 유사한 

것을 골라 버튼을 눌러 응답하였다. 3개의 보기는 각각 긍정, 부정, 

중립에 해당하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그저 그래요’, 

이었다. 3개의 보기는 각 자극마다 무작위로 배열되어 제시되었다. 

이처럼 아동이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를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자극을 애착자극으로 명명하였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에서 특정 자극에 의한 신경활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비되는 자극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애착자극과 동일한 

그림과, 물리적 정보를 묻는 질문(예: “이 아이는 어디에 

앉아있나요?”)을 결합한 통제자극을 구성하였다. 아동은 화면을 통해 

제시되는 자극을 보고 다음 화면에 제시되는 3개의 보기 중 그림의 

물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답을 골라 응답하였다. 통제자극은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이 담고 있는 정서정보 처리를 억제시키고 물리정보 처리를 

유발하므로 애착자극에 의한 신경활성을 효과적으로 대비하여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애착자극과 통제자극이 동일한 그림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자극에 

대한 습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자극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허위자극은 아동과 타인의 대인간 상호작용으로 구성하였고 상호작용 

대상 및 정서가에 모두 변화를 주어 아동의 과제수행력을 유지시키고자 

하였다. 상호작용의 대상은 선생님이나 친구 등 애착과 관련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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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었으며, TV 시청이나 평행놀이와 같이 직접적인 정서 교류가 

없는 상황을 통해 중립적 정서가를 가지도록 하였다. 허위자극은 그림의 

정서정보를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질문과 결합되어 애착자극 사이에 

무작위로 배치되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허위자극이 그림의 물리정보를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질문과 결합되여 통제자극 사이에 무작위로 

배치되었다.  

애착자극과 허위자극이 무작위로 배치된 블록은 자극의 정서정보에 

대한 처리를 유도하는 블록으로 정서정보처리블록으로 명명하였다. 

통제자극과 허위자극이 무작위로 배치된 블록은 자극의 물리정보에 대한 

처리를 유도하는 블록으로 물리정보처리블록으로 명명하였다. 

<표 IV-8>에 자극의 유형 및 특성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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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 8> 자극의 구성 

실험 자극 구성 
물리정보처리블록 정서정보처리블록 

통제자극 허위자극 애착자극 허위자극 

그림 

구성 

상호작용 

대상 
아동-어머니 

아동-타인 

(애착과 관련 

없는 인물) 

아동-어머니 

아동-타인 

(애착과 관련 

없는 인물) 

정서가 

(valence) 

부정적 

(negative) 

중립적 

(neutral) 

부정적 

(negative) 

중립적 

(neutral) 

질문 

구성 
질문 

물리정보에 대한 질문 

(“아이는 어디에 앉아있나요?) 

정서정보에 대한 질문 

(“이 아이는 어떤 기분일까요?”)  

자극 화면 예시 

  

응답 화면 예시 

  

허위자극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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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구 제작 

 

아동용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에 적합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 

그림자극을 제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먼저 

성인애착면접의 일곱 가지 그림 중 아동용 그림애착면접과 중복되는 

‘구급차 상황’을 제외한 여섯 가지 그림을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수정 원칙은 부정적 정서가 어머니로부터 유발됨이 

분명하고, 부정적 정서정보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생태학적으로 타당한 

자극이 되도록 하였다. 모든 그림에 등장하는 아동은 남아로, 어른은 

어머니로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아동의 행위만 묘사되어 있는 그림의 

경우 어머니를 추가로 묘사하여 어머니로부터 유발된 정서임을 분명하게 

하였다. 아버지가 등장하는 그림의 경우 상황 묘사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외시켰다. 반대로 상황 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아버지를 추가로 묘사하였는데, 어머니와의 이별(죽음)을 의미하는 

‘무덤 상황’의 경우 어머니와의 이별임을 암시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묘사하였다. 또한 ‘절망 상황’의 경우 어머니만 묘사하였을 때 유발되는 

부정적 정서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어머니의 부부 갈등을 

묘사하기 위해 아버지를 추가하였다. 아버지가 등장하는 경우 아동과 

아버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도록 묘사하였다. 모든 그림은 검은색 

윤곽선으로 최소한의 인물 및 상황 정보만을 묘사하였으며 정서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얼굴 표정은 묘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여섯 개 그림 이외의 추가 자극 구성을 위해 선행 

연구(이영미, 2009; Rohner, 1987)를 참고하여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유형을 어머니의 비애정적 양육과 거부적 양육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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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애정적 양육은 자녀를 돌봐주고 지지해주고 위안을 주는 애정과 

격려를 철회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거부적 양육은 화를 자주 

내거나 신체적으로 처벌하는 것, 언어적으로 위협하거나 비난하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이에 근거하여 

비애정적 양육은 아동의 정서적 요구와 접근성 추구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아홉 가지 행동으로 구성하였다. 수정된 성인애착면접 

그림자극 중 네 개가 이에 해당하여 다섯 가지를 추가로 구성하였다. 

거부적 양육은 직접적인 공격성과 적대성을 포함하는 신체적 거부, 

폭력, 분노, 편애, 다툼에 해당하는 아홉 가지 행동으로 구성하였다. 

수정된 성인애착면접 그림자극 중 두 개가 이에 해당하여 일곱 가지를 

추가로 구성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내용은 초등학교 3~4학년 남아가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예들을 구성한 뒤 

아동학 전공자 2인과 함께 생태학적 타당도와 부정적 정서성 수준을 

평가하여 최종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새로 구성되는 그림 역시 검은색 

윤곽선으로 최소한의 인물 및 상황 정보만을 묘사하였으며 정서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얼굴 표정은 묘사하지 않았다. 그림 제작 및 수정 

과정에서 자극의 부정적 정서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극에 형제를 

등장시켰다. 이 때 아동과 형제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없도록 

묘사하였다. 위의 절차를 통해 구성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그림자극은 <표 IV-9> 및 <부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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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 9>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내용 

상호작용유형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내용 

비애정적 

양육 

(9가지) 

무시 

외면 

엄마가 다친 아이를 치료해주지 않는다. 

엄마가 어린 동생을 돌보느라 우는 아이를 달래주지 않는다. 

엄마는 전화 통화 하느라 바빠서 아이를 혼자 둔다. 

엄마가 핸드폰만 쳐다보며 아이와 놀아주지 않는다.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엄마는 잠자리에 누운 아이를 안아주지 않는다.
*
 

아이는 엄마와 영영 이별하여 만날 수 없다.
* 

엄마가 아이를 외면하고 멀리 떠난다.
*
 

엄마가 외출하고 아이는 혼자 집에 남는다.
*
 

거부적 

양육 

(9가지) 

거부 엄마가 안아달라는 아이를 밀쳐낸다. 

폭력 
엄마가 동생을 안은 채로 아이의 머리를 쥐어 박는다. 

엄마가 아이를 방구석에 몰아놓고 때린다.
*
 

분노 
엄마가 장난감을 어지른 아이를 크게 혼낸다.  

엄마가 화가 나서 아이를 집 밖으로 내쫓는다. 

편애 
엄마가 동생의 우유를 쏟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다. 

엄마가 아이 뒤에서 형에게만 선물을 준다.  

다툼 
엄마가 아이 옆에서 아빠와 크게 다툰다.

*
 

엄마와 아이가 크게 다툰다. 
*: 성인애착면접의 그림자극을 수정하여 사용함. 

 

허위자극의 경우 애착과 관련 없는 인물인 선생님, 남자 어른, 친구 

등과의 중립적 상호작용으로 묘사하였다. 중립적인 정서를 묘사하기 

위해 TV 시청이나 평행놀이와 같은 직접적 상호작용이 없는 행동을 

묘사하거나, 손전등이나 소포, 동물 등과 같은 비사회적인 매개체를 

통한 상호작용을 묘사하였다. 허위자극은 총 아홉 가지로 구성하여 

부정적 모아상호작용 자극이 두 번 제시되는 동안 한 번씩 제시되도록 

하였다. 허위자극은 <부록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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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극의 적합성 조사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18개의 그림자극과 9개의 허위자극은 

아동학 전문가 4인에게 3번의 그림 수정을 거치면서 내용태당도를 

검증받았다. 최종 수정된 그림 자극은 초등학교 3~4학년 남아의 애착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정서적 반응차이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한 

곳과 서울 소재 방과후반 한 곳에서 초등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자극의 

적합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은 그림의 정서가에 대해 1~5점(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그림 내용의 명확성에 대해 

1~5점(점수가 높을수록 명확성이 높음)으로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의 

월령 평균은 123.5개월(SD=6.24)으로 만 10세에 해당하였다.  

각 그림의 정서가 조사 결과,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가 평균은 

1.51점(SD=0.31)으로 부정적 정서가를 확인하였다. 허위자극의 정서가 

평균은 3.23점(SD=0.48)으로 중립적 정서가를 확인하였다. 두 

자극유형의 정서가에 대한 쌍체 t 검증 결과 정서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7.78, p<.001).  

각 그림의 내용에 대한 명확성 조사 결과,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내용 명확성 평균은 4.40점(SD=0.50), 허위자극의 명확성 평균은 

4.36점(SD=0.50)으로 그림자극의 내용의 명확성이 높게 나타났다. 두 

자극유형의 내용 명확성에 대한 쌍체 t 검증 결과 명확성에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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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설계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은 블록 설계(block design)와 사건 관련 

설계(event related design)를 혼합하여 구성하였다. 애착자극 및 

허위자극의 정서정보에 대해 응답하는 정서정보처리블록과 통제자극 및 

허위자극의 물리정보에 대해 응답하는 물리정보처리블록이 반복되었다. 

각 블록은 과제 특성을 설명하는 5.4초의 과제설명 화면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 자극 2개와 허위자극 1개가 

무선으로 제시되었다. 각 자극은 그림과 질문이 결합된 화면이 6초간 

지속된 뒤, 응답 반응 화면이 3.8초 제시되고, 자극간 간격 시간인 1초 

후에 다음 자극으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세 개의 자극에 대한 과제 수행 

후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각적 시선 고정 상태(visual 

fixation)가 13.5초간 지속되었다.  

실험은 6개의 블록을 한 시행으로 총 3번의 실험(run)을 수행하였다. 

한 번의 실험 수행 시간은 5.13분이었으며, 총 3번의 수행 결과 

15.4분이 소요되었다. 과제는 자극제시 프로그램인 E-Prime 

Professional 2.0 버전을 통해 제시되었다. <표 IV-10>과 <그림 IV-

1>에 실험 설계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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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 10> 실험 설계 

블록 자극의 구성 시간(ms) 총시간(ms) 

정서 

정보 

처리 

블록 

과제 설명 5400 

51300 

애착자극 

그림자극 6000 

10800 응답반응 3800 

자극간 간격(+) 1000 

허위자극 

(무작위순서) 

그림자극 6000 

10800 응답반응 3800 

자극간 간격(+) 1000 

애착자극 

그림자극 6000 

10800 응답반응 3800 

자극간 간격(+) 1000 

시각적 시선 고정(+) 13500 

물리 

정보 

처리 

블록 

과제설명 5400 

51300 

통제자극 

그림자극 6000 

10800 응답반응 3800 

자극간 간격(+) 1000 

통제자극 

그림자극 6000 

10800 응답반응 3800 

자극간 간격(+) 1000 

허위자극 

(무작위순서) 

그림자극 6000 

10800 응답반응 3800 

자극간 간격(+) 1000 

시각적 시선 고정(+) 13500 

정서블록 위와 동일하게 반복 51300 

물리블록 위와 동일하게 반복 51300 

정서블록 위와 동일하게 반복 51300 

물리블록 위와 동일하게 반복 51300 

총 시간 
307800 

(5.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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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정보처리블록 

 

과제 

설명 

애착 

자극 

허위 

자극 

애착 

자극 

5.4s 10.8s 10.8s 10.8s 

 

 

 

Visual 

Fixation(+) 

13.5s 

물리정보처리블록 

 

과제 

설명 

통제 

자극 

통제 

자극 

허위 

자극 

5.4s 10.8s 10.8s 10.8s 

 

 

 

 
애착자극 

 

응답반응 

 

자극간 간격 

 

 

허위자극 

 

응답반응 

 

자극간 간격 

 
6s 3.8s 1s 6s 3.8s 1s 

   

 
통제자극 

 

응답반응 

 

자극간 간격 

 

 

허위자극 

 

응답반응 

 

자극간 간격 

 
6s 3.8s 1s 6s 3.8s 1s 

 
<그림 IV- 1> 실험 설계 

 

 

4. 기능적 뇌영상 실험 절차 

 

실험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IRB No. 1306/001-

004)를 거쳐, 뇌인지과학과 브레인이미징센터에서 수행되었다.  

 

1) 예비 실험 

 

자극의 구성 및 실험 설계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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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먼저 성인 2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여 자극의 

구성 및 배치, 실험 절차 및 실험 시간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과 ‘중간’ 집단의 아동 중 미리 예비 

실험 참여에 동의한 아동 각각 1명과 미분류된 집단 중 예비 실험 

참여에 동의한 아동 2명 총 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극 구성 및 자극 

제시 시간, 실험 설계의 타당성, 신경활성 양상 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실험 설계 및 구성이 아동 대상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실험을 실시하였다.  

 

2) 본실험 

 

본실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연구자와 라포를 

형성하고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시험 자극으로 

과제 수행 연습을 하였다. 아동은 그림과 질문으로 구성된 자극이 

제시되는 동안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응답 화면으로 전환되면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를 받았다. 과제 연습 후 브레인이미징센터로 

이동하여 안전 사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안전요건검사를 수행한 

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을 수행하였다. 

아동은 누운 상태에서 머리 주위 빈 공간에 스펀지를 채워 머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비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귀마개를 착용하였다. 아동은 장비 안에서 head coil에 달린 거울을 

통하여 화면을 보고 오른손의 키를 눌러 과제에 응답하였다. 약 5분씩 

총 세 번의 실험 수행에서 아동의 컨디션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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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을 원할 때는 비상버튼을 누르도록 왼손에 쥐어주었다. 

실험 후에는 피험자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과제 수행에서 특이 사항이 

없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그림 자극에 대한 아동의 응답과 선택 

이유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자극에 대한 아동의 발화 및 

태도가 그림애착면접 당시의 양상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 자료 획득 파라미터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촬영은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브레인이미징센터(Brain Imaging Center)에서 32 채널의 머리 코일을 

사용한 3.0 테슬라의 Siemens Tim trio 장비를 통해 수행하였다. 

기능적 뇌영상은 T2-weighted gradient-echo echo-planar imaging 

pulse sequence을 활용하여 혈중산소치의존도(blood oxygen level 

dependent, BOLD) 신호를 모으는 방법으로 얻었다. 자료 획득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TR = 2700 milliseconds; echotime = 30 

milliseconds; flip angle, 90°, matrix, 64×64. 각 볼륨은 anterior 

commissure-posterior commissure line과 평행한 방향의 interleaved 

slices 36장으로 구성하고, 각 슬라이스의 두께는 3mm로 하며, 

distance factor는 10%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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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1) 응답반응분석 

 

아동의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과제수행력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응답 

반응 양상 및 반응 시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정서정보처리블록에서 아동이 애착자극의 부정적 정서가와 

허위자극의 중립적 정서가를 인식하였는지, 이러한 정서가 인식에서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물리정보처리블록에서 아동이 통제자극과 

허위자극의 물리정보를 이해하였는지, 이러한 물리정보 이해에서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블록 유형(정서정보처리블록과 

물리정보처리블록)과 자극 유형(애착자극과 통제자극)간에 응답 반응 

시간 차이가 있었는지, 이러한 반응 양상에서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반응 시간 차이가 발견될 경우 이로 인한 신경활성을 분석에서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2) 뇌영상 자료의 전처리 

 

각 아동별로 세 번의 실험 수행을 통해 342개의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모든 피험자의 기능적 이미지는 Statistical Para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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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SPM8: Wellcome Department of Cognitive Neurology, 

Institute of Neurology, London, UK)을 사용하여 사전 처리과정을 

거쳤다. 먼저 머리 움직임을 보정하기 위해 첫번째 영상을 기준으로 

재배열(realignment)하였고 4mm 이상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 데이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집단간 분석을 위해 The Montreal Neurological 

Institute(MNI)에 의해 정의된 표준화된 템플릿인 spm EPI 영상에 

4×4×4의 voxel 크기로 공간적 정상화 작업(normalization)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피험자의 평균값 산출에서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8-mm Full-width Half-maximum Gaussian 

kernel을 사용하여 편평화(smoothing)하였다. 

 

3) 일차수준분석 

 

각 피험자별 뇌영상 자료에 대한 혈역학적 변화모형에 대한 모델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한 신경활성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각 run별로 다음과 같이 8개 조건으로 모델링되었다. (A)애착자극, 

(B)통제자극, (C)정서정보처리블록 후 시선고정, (D)물리정보처리블록 

후 시선고정, (E)정서정보처리블록의 과제설명, (F)물리정보처리블록의 

과제설명, (G)정서정보처리블록의 허위자극, (H)물리정보처리블록의 

허위자극이었다. 과제설명 및 허위자극에 해당하는 (E)~(H)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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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외 변수(regressor of no interest) 9로 모델에 포함되었다. 각 

run에 대한 run regressor 3개와 피험자의 응답속도에 대한 response 

time regressor 1개, 피험자의 머리움직임에 대한 multiple regressor는 

통제 변인으로 모델에 투입되었다. 모델링 후에는 애착자극의 

신경활성과 관련된 box-car 혈역할적 변화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애착자극과 통제자극에 대한 대조영상(contrast image)을  

(A)애착자극>통제자극, (B)통제자극>애착자극으로 산출하였다. 

대조영상 (A)는 통제자극에 비해 애착자극에서 증가된 신경활성을 

의미하였다. 대조영상 (B)는 통제자극에 비해 애착자극에서 감소된 

신경활성을 의미하였다. 

 

4) 이차수준분석 

 

대조영상은 각 조건에 대한 피험자별 신경활성 혹은 비활성 효과를 

나타낸다. 각 조건대조의 모델 적합성에 대한 모수측정치(parametric 

estimates)는 분산에 따라 가중화된(weighted for the variance) 

수치를 나타낸다. 이차수준분석은 피험자들의 활성화 양상이 모집단으로 

일반화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무작위 효과 분석(random effect 

model)에 기반하여 수행되었다. 이는 개체 내 변인과 개체 간 변인을 

모두 반영한 각 대조영상의 집단간 비교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9 관심 외 변수는 regoressor of no interest 는 nuisance regressor 라고도 한다. 연구자가 

수립한 독립변수는 아니지만 결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을 지칭한다. 혈역학적 

변화를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모델 내에 이 변수를 포함시키면 오류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 

 



８１ 

 

일차수준분석에서 이루어진 모델에 기반하여 먼저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별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한 전반적인 신경활성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애착안정성 ‘높음’, 중간’, ‘낮음’ 각 집단별로 

애착자극의 신경활성 증가와 감소를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 대조영상에 

대한 단일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한 신경활성 양상이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애착안정성 수준(높음, 중간, 

낮음) 및 자극유형(애착자극, 통제자극)을 요인으로 하는 다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는 경우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의 통계적 유의 검증은 p<.001(uncorrected), 또는 

p<.05(FWER:Familywise Error Rate)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신경활성 

영역은 최소 5화소(voxel) 이상의 군집(cluster)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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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얻게 된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먼저 아동의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과제수행력을 

알아볼 수 있는 응답 반응 양상 및 반응 시간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별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한 신경활성의 전반적 경향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집단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1. 응답 반응 양상 및 반응시간 

 

먼저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 시 아동의 정서정보에 대한 행동 

차원의 반응이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응답 반응 양상과 반응 시간을 통해 과제수행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극의 정서가 인식 

 

정서정보처리블록에서 아동이 애착자극의 부정적 정서가와 허위자극의 

중립적 정서가를 인식하였는지, 이러한 정서가 인식에서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3점의 응답분포에서 1점에 가까울수록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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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하는 애착자극의 정서가는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이 

1.39점(SD=0.25), ‘중간’ 집단이 1.26점(SD=0.16), ‘낮음’ 집단이 

1.36점(SD=0.37)이었다. 허위자극의 정서가는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이 2.07점(SD=0.27), ‘중간’ 집단이 2.34점(SD=0.27), ‘낮음’ 

집단이 2.00점(SD=0.29)이었다.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애착자극과 

허위자극의 정서가 차이가 유의하였으며(F=73.31, df=1, p<.001),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차이 및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애착자극과 허위자극에 대한 정서가 인식을 통해 본 아동의 

과제수행력은 애착안정성 수준과 상관없이 높았다. 

 

2) 자극의 물리정보 인식 

 

물리정보처리블록에서 아동이 통제자극과 허위자극의 물리정보를 

이해하였는지, 이러한 물리정보 이해에서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명 아동이 27개 자극에 대하여 응답한 567개의 응답 중 

E-Prime의 도구적 결함으로 누락된 응답을 제외하고 총 521개의 

응답(91.9%)에 대한 정답률을 산출하였다. 통제자극의 정답률은 

애착안정성 ‘높음’집단이 93.8%(SD=5.67), ‘중간’집단이 

85.43%(SD=6.92), ‘낮음’집단이 96.0%(SD=3.10)이었다. 허위자극의 

정답률은 애착안정성 ‘높음’집단이 100.0%(SD=0.00), ‘중간’집단이 

96.4%(SD=9.45), ‘낮음’집단이 96.3%(SD=5.68)이었다. 그림의 

물리정보 이해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제자극보다 허위자극에 

대한 정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F=9.65, df=1, p<.01).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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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통제자극과 

허위자극의 물리정보 이해를 통해 본 아동의 과제수행력은 애착안정성 

수준과 상관없이 높았다. 

 

3) 응답반응시간 

 

자극 유형(애착자극, 통제자극)에 따라 응답 반응 시간에 차이가 

있었는지, 이러한 반응 양상에서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별로 자극 유형(애착자극, 통제자극)에 따른 응답 반응 

시간을 살펴본 결과, 애착자극에서 애착안정성 ‘높음’집단의 반응시간은 

1036.5msec(SD=118.54), ‘중간’집단은 816.2msec(SD=286.72), 

‘낮음’집단은 921.4msec(SD=176.35) 이었다. 통제자극에서 

애착안정성 ‘높음’집단의 반응시간은 1336.5msec(SD=254.10), 

‘중간’집단은 930.6msec(SD=467.22), ‘낮음’집단은 

1081.3msec(SD=315.38)이었다.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통제자극보다 애착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F=14.44, df=1, p<.001). 애착자극의 정서정보는 보다 

직관적인 방식으로 처리되는데 비해 통제자극의 물리정보는 관찰이나 

판단 등의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애착자극 및 통제자극의 반응 

시간 차이가 확인됨에 따라 자극 유형간 신경활성 대조에서 아동의 응답 

반응 시간은 관심 외 변수로 모델에 포함되어 반응시간 차이로 유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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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활성을 통제하였다.10 

애착자극과 통제자극의 응답 반응 시간에서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은 

애착자극 및 통제자극의 정보처리에서 다른 두 집단보다 응답 반응 

시간이 긴 경향이 있었다. 가장 빠른 응답 반응 시간을 보인 것은 

애착안정성 ‘중간’ 집단이었다. 이는 앞서 지능검사의 처리속도지표에서 

나타난 양상과 유사하여 이 연구의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이 

반응속도가 느린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과제가 수행속도 평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확증하기 어렵다. 또한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의 반응속도와 관련된 

심리적, 행동적 특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려면 더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수행 시 행동 차원에서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가 정상군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애착안정성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자극의 정서가를 인식하거나 물리적 정보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차이는 

신경 수준에서 어떠한 정보처리 과정과 연관되는지 다음에서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0 각 피험자의 자료의 시간에 따른 혈역학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주요 변수를 모델링한다. 이 

과정에서 혈역학적 변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측되나 연구의 주요 변수가 아닌 경우 관심 외 

변수(regressor of no interest)로 모델에 포함시킨다. 이 연구에서는 자극 유형에 따른 반응 

시간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모든 자극에 대한 아동의 응답 반응 시간을 모형에 투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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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착안정성 수준별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한 신경활성의 전반적 양상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별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한 

신경활성의 전반적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별로 애착자극을 

통제자극에 대비시킨 피험자별 대조영상을 이차수준분석에 투입하여 

단일 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에서 애착자극을 통제자극에 대비시킨 

대조영상에 대해 단일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V-1> 및 <그림 

V-1>과 같다.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은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해 거울신경체계에 포함되는 아래이마이랑(inferior 

frontal gyrus)과 목표지향적 운동의 동기화에 관여하는 바닥핵, 정서의 

뇌라 할 수 있는 변연계를 중심으로 신경활성이 유발되었다. 구체적으로 

좌측 아래이마이랑, 우측 꼬리핵, 우측 조가비핵, 좌우측 앞쪽띠이랑, 

좌우측 안쪽이마이랑, 좌측 편도체, 우측 중간띠이랑(midcingulate 

gyrus), 우측 중간이마이랑(middle frontal gyrus)에서 증가된 

신경활성이 나타났다(p<.001, k≥5).  

이 연구에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 자극은 어머니정보와 정서정보를 

융합하여 아동의 애착시스템을 작동시킬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선행연구(Acevedo et al., 2012)에 의하면 바닥핵의 신경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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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애나 이성간 사랑과 같은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보처리에 

관여한다. 또한 목표지향적인 운동의 동기화에 관여하여 동물의 경우 

애착대상에 대한 접근 행동의 조절에 관여한다(Villablanca, 2010). 

따라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한 바닥핵의 신경활성은 

아동이 자신에게 매우 친밀하고 중요한 어머니정보에 의해 동기화된 

상태를 반영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는 슬픔, 두려움, 화남과 같은 부정적 정서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변연계 띠이랑과 안쪽이마이랑의 신경활성은 아동이 이러한 

정서가를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물간 행동 묘사를 통해 

정서정보를 제시하는 과제 특성으로 인해 거울신경체계에 해당하는 

아래이마이랑의 신경활성이 유발된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표 V-1>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에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 자극에 의한 신경활성의 전반적 양상 

신경활성영역 BA L/R Peak voxel k z 

애착자극>통제자극        

아래이마이랑(inferior frontal gyrus) 45 L -50 20 2 27 4.37 

아래이마이랑(inferior frontal gyrus) 47 L -42 24 -6  4.02 

꼬리핵(caudate)  R 10 12 -2 33 4.24 

꼬리핵(caudate)  R 10 4 2  3.72 

조가비핵(putamen)  R 18 4 6  3.48 

앞쪽띠이랑(anterior cingulate gyrus) 24 L -6 36 14 117 4.05 

안쪽이마이랑(medial frontal gyrus) 8 L -6 48 46  4.03 

안쪽이마이랑(medial frontal gyrus) 8 R 6 40 46  4.00 

편도체(amygdala) 34 L -18 -8 -22 5 4.00 

앞쪽띠이랑(anterior cingulate gyrus) 24 R 6 32 6 8 3.52 

중간띠이랑(midcingulate gyrus) 31 R 10 -40 30 5 3.43 

중간이마이랑(middle frontal gyrus) 8 R 38 16 46 6 3.25 

p<.001(uncorrected), k≥5, BA: Brodmann area. L/R:left/right, peak voxel=MNI xyz co-ordinates, 

k=cluster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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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에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 처리 시, 

신경활성이 감소된 영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V-1> 애착안정성 ‘높음’집단에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 자극에 의한 신경활성의 전반적 양상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에서 애착자극-통제자극의 대비 결과이다. 위쪽 왼편 그림은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해 증가된 뇌신경 활성의 전반적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붉은색 

화살표는 전체 뇌신경 활성 영역 중 가장 높은 강도를 보인 좌측 아래이마이랑의 정점 화소를 

가리킨다. 위쪽 오른편 그림 역시 뇌신경 활성 중 거울신경체계에 포함되는 아래이마이랑의 

신경활성 양상을 보여준다. 아래쪽 왼편 그림은 뇌신경 활성 중 꼬리핵과 조가비핵을 중심으로 한 

바닥핵의 줄무늬체 신경활성 양상을 보여준다. 아래쪽 오른편 그림은 뇌신경 활성 중 앞쪽띠이랑의 

신경활성 양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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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착안정성 ‘중간’ 집단 

 

애착안정성 ‘중간’ 집단에서 애착자극과 통제자극을 대비시킨 

대조영상에 대해 단일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애착안정성 ‘중간’ 

집단에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해 신경활성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영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애착안정성 ‘중간’ 

집단의 경우, 어머니관련 자극의 정서정보나 물리정보를 처리하는 

신경활성 양상이 유사하였다. 이는 기분이 ‘좋다’, ‘나쁘다’와 같은 

자극의 정서가 정보가 사물이나 공간, 방향에 대한 정보와 유사하게 

인지적으로 처리되는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애착안정성 ‘낮음’ 집단 

 

애착안정성 ‘낮음’ 집단에서 애착자극을 통제자극에 대비시킨 

대조영상에 대해 단일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V-2> 및 <그림 

V-2>와 같다. 애착안정성 ‘낮음’ 집단은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해 신경활성이 증가된 영역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쐐기앞소엽(precuneus), 중간관자이랑(middle temporal gyrus), 

아래관자이랑(inferior temporal gyrus)에서 신경활성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p<.001, k≥5). 선행연구(Wallentin, Roepstorff, Glover, & 

Burgess, 2006)에 의하면 쐐기앞소엽은 사물, 공간, 방향 등 시공간적 

정보의 인식과 기억에 관여하고 아래이마이랑은 시각적 정보처리에 

관여한다. 즉 애착안정성 ‘낮음’ 집단은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해 정서 영역의 신경활성이 유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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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시각적 정보처리와 인지적 정보처리 관련 영역의 신경활성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2> 애착안정성 ‘낮음’ 집단에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 자극에 의한 신경활성의 전반적 양상 

신경활성영역 BA L/R Peak voxel k z 

애착자극<통제자극        

쐐기앞소엽(precuneus) 19 R 22 -80 38 67 4.55 

쐐기앞소엽(precuneus) 7 R 22 -68 38  4.28 

중간관자이랑(middle temporal gyrus) 39 R 30 -68 26  4.26 

쐐기앞소엽(precuneus) 31 L -26 -76 14 116 4.41 

중간관자이랑(middle temporal gyrus) 19 L -34 -80 22  4.31 

쐐기엽(cuneus) 7 L -22 -80 34  4.04 

아래관자이랑(inferior temporal gyrus) 37 L -54 -56 -14 8 3.59 

p<.001(uncorrected), k≥5, BA: Brodmann area. L/R:left/right, peak voxel=MNI xyz co-ordinates, 

k=cluster size. 

 

  

 

<그림 V-2> 애착안정성 ‘낮음’집단에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 자극에 의한 신경활성의 전반적 양상 

: 애착안정성 ‘낮음’ 집단에서 통제자극-애착자극의 대비 결과이다.  왼편 그림은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물리정보에 의해 증가된 뇌신경 활성의 전반적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붉은색 

화살표는 전체 뇌신경 활성 영역 중 가장 높은 강도를 보인 좌측 쐐기앞소엽의 정점 화소를 

가리킨다. 오른편 그림 역시 물리정보처리에 관여한 쐐기앞소엽의 신경활성 양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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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착안정성 수준별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한 신경활성 차이 

 

부정적 모아상호작용 자극에 의해 증가된 신경활성을 보인 영역을 

살펴본 결과 애착안정성 수준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에 

부정적 모아상호작용 자극에 의한 신경활성에서 집단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 애착안정성 수준(높음, 중간, 

낮음)과 자극 유형(애착자극, 통제자극)을 요인으로 하는 다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극 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극유형과 애착안정성 수준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자극 유형의 주효과가 관찰된 영역은 <표 V-3>과 같이 좌측 

위마루소엽(superior parietal lobule), 좌우측 쐐기앞소엽, 우측 

위이마이랑, 좌측 중심앞이랑(precentral gyrus)이었다(FWE p<.05, 

k≥5). 이에 각 자극 유형별 신경활성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는 <표 V-3> 및 <그림 V-3>과 

같이 우측 위이마이랑, 좌측 중간관자이랑, 좌측 아래이마이랑, 좌측 

안쪽이마이랑의 신경활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WE p<.05, 

k≥5). 선행연구에 의하면 위이마이랑은 자기인식에 

관여한다(Goldberg, Harel, & Malach, 2006). 좌측 아래이마이랑은 

거울신경체계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안쪽이마이랑은 긍정 혹은 부정의 

정서가 인식(Davidson, Jackson, & Kalin, 2000)과 정서에 대한 

자기반영적 사고, 정서상태에 대한 인지적 평가(Amodio & Fr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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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에 관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아동은 등장 인물의 

행위 묘사에 기반하여 정서정보를 탐색하였으며, 정서가를 인식하고 

판단하기 위해 자기반영적 사고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물리정보는 <표 V-3> 및 <그림 V-

4>과 같이 좌우측 쐐기앞소엽, 우측 중간뒤통수이랑, 좌측 중심앞이랑의 

신경활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WE p<.05, k≥5). 이는 사물, 

공간, 방향 등의 물리정보를 인식하고 기억했다가 응답해야 하는 과제 

특성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표 V-3> 자극 유형의 주효과 및 사후검증 결과 

신경활성영역 BA L/R Peak voxel k z 

자극 유형의 주효과        

위마루소엽(superior parietal lobule) 7 L -26 -72 34 215 7.22 

쐐기앞소엽 (precuneus) 7 L -22 -72 58  4.44 

위이마이랑(superior frontal gyrus) 8 R 10 36 62 18 5.38 

쐐기앞소엽(precuneus) 19 R 30 -76 38 15 4.75 

쐐기앞소엽(precuneus) 7 R 26 -68 30  4.42 

중심앞이랑(precentral gyrus) 6 L -38 4 30 10 4.40 

사후검증: 애착자극>통제자극        

위이마이랑(superior frontal gyrus) 8 R 10 36 62 25 5.50 

중간관자이랑(middle temporal gyrus) 21 L -58 0 -22 6 4.90 

아래이마이랑(inferior frontal gyrus) 47 L -34 20 -18 7 4.78 

안쪽이마이랑(medial frontal gyrus) 10 L -10 44 -10 7 4.59 

사후검증: 애착자극<통제자극        

쐐기앞소엽(precuneus) 19 L -26 -72 34 247 7.30 

쐐기앞소엽(precuneus) 7 L -22 -72 58  4.58 

쐐기앞소엽(precuneus) 7 L -10 -76 50  4.22 

쐐기앞소엽(precuneus) 19 R 30 -76 38 41 4.87 

쐐기앞소엽(precuneus) 7 R 26 -68 30  4.56 

중간뒤통수이랑(middle occipital gyrus) 19 R 34 -80 22  4.26 

중심앞이랑(precental gyrus) 6 L -38 4 30 17 4.55 

FWE p<.05(corrected), k≥5, BA: Brodmann area. L/R:left/right, peak voxel=MNI xyz co-ordinates, 

k=cluster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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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3>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한 신경활성 효과 

:전체 집단에서 애착자극-통제자극의 대비 결과이다. 왼편 그림은 전체 집단에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해 증가된 뇌신경 활성의 전반적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붉은색 

화살표는 전체 뇌신경 활성 영역 중 가장 높은 강도를 보인 우측 위이마이랑의 정점 화소를 

가리킨다. 오른편 그림은 정서정보에 대한 자기반영적 사고 및 인지적 처리에 관여하는 좌측 

안쪽이마이랑의 신경활성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 V-4>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물리정보에 의한 신경활성 효과 
:전체 집단에서 통제자극-애착자극의 대비 결과이다. 왼편 그림은 전체 집단에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물리정보에 의해 증가된 뇌신경 활성의 전반적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붉은색 

화살표는 전체 뇌신경 활성 영역 중 가장 높은 강도를 보인 좌측 쐐기앞소엽의 정점 화소를 

가리킨다. 오른편 그림 역시 물리정보처리에 관여하는 쐐기앞소엽의 신경활성 양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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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높음, 중간, 낮음)과 자극 유형(애착자극, 

통제자극)을 요인으로 하는 다요인분석 결과, <표 V-4>, <그림V-5>와 

같이 자극 유형과 애착안정성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바닥핵 및 

변연계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안정성 수준과 자극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영역은 좌우측 창백핵, 좌측 

조가비핵, 좌측 시상밑핵, 우측 해마이랑(parahippocampal gyrus), 

우측 담장으로 나타났다(FWE  p<.05, k≥5). 

 

<표 V-4> 애착안정성 수준과 자극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신경활성영역 BA L/R Peak voxel k z 

애착안정성 수준 및 자극 유형의 상호작용효과 

창백핵(globus pallidus)  L -14 0 -10 53 5.60 

조가비핵(putamen)  L -22 8 -14  4.68 

시상밑핵(subthalamic nucleus)  L -6 -12 -10  4.67 

창백핵(globus pallidus)  R 10 0 -6 25 5.42 

해마이랑(parahippocampal gyrus)  R 22 -4 -22  4.82 

창백핵(globus pallidus)  R 18 -4 -10  4.38 

담장(claustrum)  R 38 -8 6 23 4.93 

조가비핵(putamen)  R 22 -8 10  4.50 

FWE p<.05(corrected), k≥5, BA: Brodmann area. L/R:left/right, peak voxel=MNI xyz co-ordinates, 

k=cluster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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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5> 애착안정성 수준과 자극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왼편 그림은 애착안정성 수준과 자극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신경활성 영역을 보여준다. 

특히 붉은색 화살표는 전체 뇌신경 활성 영역 중 가장 높은 강도를 보인 좌측 창백핵의 정점 

화소를 가리킨다. 오른편 그림은 바닥핵의 줄무늬체(조가비핵과 창백핵)를 중심으로 한 신경활성 

양상을 보여준다. 

 

이에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한 집단간 신경활성 양상에 

대해 두 집단 비교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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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5>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한 신경활성에서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차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신경활성영역 BA L/R Peak voxel k z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 > ‘중간 집단’ 

창백핵(globus pallidus)  R 10 0 -6 31 5.30 

편도체(amygdala)  R 22 -4 -22  4.96 

조가비핵(putamen)  R 26 8 -10 52 5.11 

담장(claustrum)  R 38 -4 2  5.03 

조가비핵(putamen)  R 26 -8 10  4.72 

창백핵(globus pallidus)  L -14 0 -6 13 4.82 

시상밑핵(subthalamic nucleus)  L -6 -12 -10 5 4.65 

뇌들보(corpus callosum)  R 2 20 10 11 4.50 

앞쪽띠이랑(anterior cingulate gyrus) 24 R 6 32 10  4.31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 > ‘낮음’ 집단        

창백핵(globus pallidus)  L -14 0 -10 92 7.68 

창백핵(globus pallidus)  R 10 0 -6 59 6.45 

담장(claustrum)  R 38 -8 6  5.61 

조가비핵(putamen)  R 26 8 -10  5.32 

쐐기앞소엽(precuneus) 31 R 26 -76 22 15 5.77 

쐐기엽(cuneus) 18 R 18 -80 18  5.46 

쐐기엽(cuneus) 18 L -14 -88 18 9 5.76 

편도체(amygdala)  R 22 -4 -22 5 4.40 

p<.001(uncorrected), k≥5, BA: Brodmann area. L/R:left/right, peak voxel=MNI xyz co-ordinates, 

k=cluster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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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한 신경활성에서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은 ‘중간’ 집단에 비해 <표 V-5>, <그림 V-6>과 같이 

좌우측 창백핵, 우측 편도체, 우측 조가비핵, 우측 담장, 좌측 시상밑핵, 

우측 뇌들보, 우측 앞쪽띠이랑에서 증가된 신경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WE p<.05, k≥5).  

 

  

 

<그림 V- 6>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한 신경활성에서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의 신경활성(애착안정성 ‘중간’ 집단과의 비교) 

:왼편 그림은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이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를 처리할 때 애착안정성 

‘중간’ 집단에 비해 신경활성이 증가된 영역을 보여준다. 특히 붉은색 화살표는 뇌신경 활성 영역 

중 가장 높은 강도를 보인 우측 창백핵의 정점 화소를 가리킨다. 오른편 그림은 뇌의 안쪽 영역에 

해당하는 바닥핵의 신경활성 양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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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은 ‘낮음’ 집단에 비해 <표 V-5>, <그림 

V-7>과 같이 좌우측 창백핵, 우측 담장, 우측 조가비핵, 우측 

쐐기앞소엽, 좌우측 쐐기엽, 우측 편도체에서 증가된 신경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WE p<.05, k≥5). 애착안정성 ‘중간’ 집단과 ‘낮음’ 

집단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V-7>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한 신경활성에서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의 신경활성(애착안정성 ‘낮음’ 집단과의 비교) 

:왼편 그림은 애착안정성 ‘높음’집단이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를 처리할 때 애착안정성 

‘낮음’ 집단에 비해 신경활성이 증가된 영역을 보여준다. 특히 붉은색 화살표는 뇌신경 활성 영역 

중 가장 높은 강도를 보인 좌측 창백핵의 정점 화소를 가리킨다. 오른편 그림은 뇌의 안쪽 영역에 

해당하는 바닥핵의 신경활성 양상을 보여준다.  

 

창백핵은 바닥핵에 속하는 줄무늬체의 하위 영역으로 자발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운동 조절 기능과, 정보의 중요성 및 가치 판단에 대한 

보상정보 처리에 관여한다(김재진, 2007; Acevedo et al., 2012). 또한 

성인의 경우 창백핵의 신경활성은 애착 관련 불안과 관련이 

있다(Donges, Kugel, Stuhrmann, Grotegerd, Redlich, Lichev, 

Rosenberg, Ihme, Suslow, & Dannlowski, 2012). 이러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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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고려할 때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에서 나타난 창백핵과 

흑색질의 신경활성은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가 담고 있는 애착 

관련 정보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위협을 감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에게 어머니 관련 정보는 단지 

정서정보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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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이 장에서는 위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얻어진 결론을 도출하고, 그와 

더불어 이 연구가 갖는 의의 및 제한점을 기술한다. 

 

1.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동물의 애착연구에서 애착이 뇌의 기능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받아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과 관련된 신경활성 

지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를 통해 아동의 애착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이 때의 신경활성이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3~4학년 아동 96명을 

대상으로 그림애착면접을 실시하고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라 ‘높음’, 

‘중간’, ‘낮음’의 세 수준에 해당하는 아동을 선정하였다. 전반적인 

문제행동 수준이 임상군 이상에 해당하거나 신경계 및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아동, 이혼 및 재혼가정의 아동, 왼손잡이 아동, 지능이 정상범주 

이하인 아동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에 

참여한 아동은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이 9명, ‘중간’ 집단이 9명, 

‘낮음’ 집단이 11명이었다. 4mm이상의 머리움직임으로 탈락한 

아동을 제외하고 애착안정성 ‘높음’ 집단에서 7명, ‘중간’ 집단에서 

7명, ‘낮음’ 집단에서 7명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아동이 부정적 모아상호작용 자극의 정서가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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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응답 양상에서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신경활성 양상으로는 탐지된다. 뇌영상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불명확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 자극을 통해 아동의 애착시스템이 

작동될 때 변연계 띠이랑과 편도체, 대뇌겉질의 안쪽이마이랑과 

아래이마이랑, 바닥핵의 신경활성 양상이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라 

다르다. 특히 바닥핵에서 줄무늬체에 해당하는 창백핵과 조가비핵의 

신경활성은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낸다. 각 

영역별 신경활성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쪽띠이랑의 신경활성은 아동기 애착안정성 수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은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해 앞쪽띠이랑의 신경활성이 증가된다. 앞쪽띠이랑은 변연계 띠이랑의 

앞쪽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정서정보처리 네트워크에 해당한다. 

선행연구(Somerville et al., 2006)에 의하면 앞쪽띠이랑은 정서정보에 

의한 각성과 관련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유발되는 불안이나 갈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정보를 탐지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사회적 고통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이를 회상할 때도 앞쪽띠이랑의 

신경활성이 유발된다(DeWall et al., 2012; Shackman et al., 2011). 이 

연구에서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은 그림애착면접 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 자극에 의해 정서적으로 유의미한 각성을 보이며, 그림 속 

주인공에게 정서적 공명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매우 놀라거나 슬픈 표정을 짓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입시켜 말하였다. 이러한 특성이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에서 포착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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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애착안정성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에 의한 앞쪽띠이랑의 신경활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정서적개방성 점수의 차이와 관련시켜 논의될 수 있다. 

애착안정성이 중간 수준인 아동은 부정적 정서에 대해 말하지만 

간결하게 응답하고 정교화된 설명을 하지 않는다. 혹은 ‘그렇지만 

괜찮을 거에요’라며 자신이 말한 부정적 정서를 철회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쪽띠이랑에서 신경활성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동의 제한된 

정서표현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애착안정성이 낮은 아동은 대부분 회피애착 유형으로 그림애착면접 시 

발화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의미있는 표현을 찾기 힘들었다. 이들은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지 않거나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즉 

앞쪽띠이랑에서 신경활성 증가가 관찰되지 않은 것은 애착안정성 수준이 

낮은 아동의 정서표현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간띠이랑의 신경활성 역시 아동기 애착안정성 수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중간띠이랑은 일반적인 정서정보처리 네트워크에서 

자주 언급되지는 않는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앞쪽띠이랑은 

정서정보에 포함된 정서 요소(예: 정서가, 정서적 각성 수준 등)를 

처리하고, 뒤쪽띠이랑은 정서정보의 인지적 요소를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Shackman et al., 2011)에서 중간띠이랑이 

부정적 정서와 고통과 같은 정서 요소 처리에 관여한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정서와 인지의 통합적 처리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해부학적 관점에서 중간띠이랑은 정서정보와 이에 대한 

운동반응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즉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지적 

조절과 이에 대한 반응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데 중간띠이랑이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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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간띠이랑은 사회적 거절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의해 

신경활성이 유발된다(Eisenberger & Lieberman, 2004). 

경계성성격장애 환자들은 애착형성기인 만1세의 대상관계에서 주된 

결함이 있으며, ‘혼자’ 혹은 ‘버려지는 것’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나 

고통을 보인다. 이들은 애착관련 자극에 노출될 때 이러한 두려움이나 

고통을 억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양상이 중간띠이랑의 과도한 

신경활성으로 포착된다(Buchheim et al., 2008). 이 연구에서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은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를 처리할 때 

중간띠이랑의 신경활성이 나타났다. 즉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은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부정적 정서를 인지하는 것과 함께 그림 속 

주인공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이 

포함하는 비애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 행동이 아동으로 하여금 강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고,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인지적 조절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편도체의 신경활성은 애착안정성 수준별로 다르며,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이 중간 수준의 애착안정성을 보이거나 

애착안정성이 낮은 아동보다 편도체에서 증가된 신경활성을 보인다. 

편도체는 외부의 위협이나 공포 관련 정보를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행동적 반응을 준비시키는 공포시스템의 핵심 영역이다. 공포시스템의 

활성은 즉각적인 애착시스템의 작동으로 연결되므로(Panksepp, 2006), 

편도체는 동물 연구에서 애착의 핵심 기제로 언급된 바 있다(Insel & 

Young, 2001). 또한 인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Tottenham et 

al., 2012)에서 편도체는 어머니 얼굴에 반응하며 애착대상에 대한 접근 

행동 수준과 관련이 있었으나 애착안정성과의 관계는 연구된 적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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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이 연구에서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은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애착자극의 정서가에 대해 유의미하게 각성되어 편도체 반응을 일으킨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대뇌 겉질의 안쪽이마이랑과 아래이마이랑 역시 아동기 

애착안정성 수준과 관련이 있다. 안쪽이마이랑은 앞쪽 이마엽의 안쪽 

영역을 가리키며, 앞쪽띠이랑과 마찬가지로 정서정보처리 네트워크에 

포함된다. 특히 안쪽이마이랑은 정서정보가 처리될 때 나타나는 

자기참조적 사고와 인지적 정보처리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modio & Frith, 2006). 이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자극은 처리 

과정에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반추해보거나 

회상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으며,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의 정서정보 

처리과정에서 이 같은 인지적 처리가 나타났다. 

아래이마이랑은 브로드만 영역(Brodmann area) 45에 해당하며 

브로카 영역(Broca’s area)이자 거울신경체계(mirror neuron 

system)로도 알려져 있다. 거울신경은 개체가 특정 움직임을 수행할 때 

뿐 아니라 다른 개체의 동일한 움직임을 관찰할 때도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로, 다른 개체의 행동을 마치 거울처럼 반영한다(Rizzolatti & 

Craighero, 2004). 거울신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영역들간의 네트워크가 인간의 모방과 언어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알려졌다(Agnew, Bhakoo, & Puri, 2007). 이 연구에서는 자극의 

정서정보를 인물들간의 행위 묘사를 통해 전달하였기 때문에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정서정보를 유추하는 과정에서 

거울신경시스템이 작동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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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창백핵, 꼬리핵, 조가비핵, 담장을 중심으로 한 바닥핵의 

신경활성은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라 다르며, 이 영역은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영역이다. 창백핵과 

조가비핵은 렌즈핵으로도 불리며 꼬리핵과 함께 줄무늬체를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줄무늬체는 뇌의 보상 중추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자발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운동경로를 계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여 특정 행동의 

동기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의 경우 줄무늬체의 

신경활성은 일반적으로 보상 관련된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데, 

혐오스럽거나 새로운 자극, 기대하지 못했거나 강렬한 정서적 자극 등에 

의해서도 유발된다(Vrticka & Vuilleumier, 2012). 뿐만 아니라 

줄무늬체는 사회적 보상과 관련된 정보를 부호화하여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특정 행동과 보상적 경험이 결합하면 

이러한 사회적 정보는 다음 행동을 예측하거나 반응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줄무늬체와 애착안정성과의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적지만 성인애착 연구의 경우 줄무늬체가 다양한 사회적 정서적 

정보처리기능에서 애착의 질을 매개하는 기능적 뇌 영역으로 

언급되었다(Schneider, Brassen, Bromberg, Banaschewski, Conrod, 

Flor, Gallinat, Garavan, Heinz, Martinot, Nees, Rietschel, Smolka, 

Strohle, Struve, Schumann, Buchel, & Consortium, 2012; Vrticka et 

al., 2008; Vrticka, Sander, & Vuilleumier, 2012; Vrticka & 

Vuilleumier, 2012). 또한 성인의 경우 병리적인 애착 관련 불안은 

창백핵과 담장의 과도한 신경활성과 관련되어 있다(Donges et al., 

2012). 이뿐 아니라 동물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포유류의 

애착에 편도체와 배쪽 줄무늬체(ventral striatum)가 관여한다(Ins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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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2001). 고양이의 애착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줄무늬체는 애착 

대상에 대한 접근 행동을 조절한다(Villablanca, 2010). 이 영역이 

손상된 정도에 따라 애착 행동에서 애착 대상에 대한 접근성 수준이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는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이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를 처리할 때 줄무늬체를 중심으로 한 바닥핵의 

신경활성이 유발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미루어볼 때 이 연구에서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줄무늬체의 신경활성 차이는 흥미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아동에게 애착 관련 정보는 단지 정서적 

정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애착이 생존을 위해 진화한 생득적 

기제임으로 고려할 때 애착 관련 정보는 생존에 필수적인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부정적 모아상호작용 

자극은 아동의 애착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작동시킨다.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이 아동의 애착 시스템을 작동시킬 때 애착안정성 수준이 

높은 아동은 본능적으로 이 정보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며, 내적인 

접근 반응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대적으로 애착안정성 

수준이 낮다는 것은 애착 관련 정보에 대한 둔감성을 반영하며, 오히려 

내적인 회피나 억제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신경활성 양상의 특성과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은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이라는 애착관련 

정보를 접할 때 뇌의 정서네트워크와 보상네트워크가 모두 반응한다. 

이는 아동이 외부 세계의 정서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며 반응할 수 있는 

신경기제가 발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애착시스템은 아동의 

생존을 위한 생득적 적응기제라는 점에서, 아동이 애착관련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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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존과 적응에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와 관련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접근하려는 신경기제가 발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착안정성이 중간 수준인 아동은 애착관련 정보를 일반적인 

정서정보나 물리정보와 유사한 수준에서 처리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정서정보 역시 자극의 정서가를 판단하는 수준에서 인지적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어 물리정보처리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아동이 외부 

세계의 정서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며 반응할 수 있으나 다소 인지적 

수준에서 정서정보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애착안정성이 중간 수준인 아동은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과 비교하면 

정서적 개방성을 제한하는 신경기제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에게 애착관련 정보는 생존과 적응에 필수적인 정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접근 성향에 제한이 발견된다. 

인간은 생득적으로 애착관련 정보에 민감하도록 동기화되어 있으나, 

애착관련 정보가 자신의 생존과 적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는 기제는 후천적 양육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애착안정성이 낮은 아동은 애착관련 정보를 접할 때 뇌의 

정서네트워크와 보상네트워크에서 모두 유의미한 신경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각적 정보처리와 인지적 정보처리 관련 영역의 

신경활성이 감소하여 지각적, 인지적, 정서적 정보처리가 전반적으로 

억제되는 기제가 관찰된다. 그림애착면접에서 회피애착 아동은 

애착대상이나 애착관계를 언급할 때 마치 물건을 다루듯 폄하하면서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부정적 정서를 감추거나 피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한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 환경에서는 아동이 

홀로 과제를 수행하고, 부정적 정서정보는 중립적 정서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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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배열되어 제시되므로 아동이 실험과정에서 부정적 정서정보에 

반응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 전략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무반응적이고 비일관적인 양육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제한적인 

정서만 경험하다보니 애착관련 정보가 제시될 때 인지적, 정서적, 

보상적 반응이 전반적으로 억제되는 신경적 기제가 발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동물 연구에 의하면 심각한 사회적 박탈은 변연계의 신경핵들을 

퇴화시키고 비정상적인 신경회로를 발달시킨다(Insel & Young, 2001). 

외상성스트레스장애(PTSD)와 같은 단기간의 극심한 스트레스 역시 

앞쪽띠이랑과 안쪽이마이랑의 정서정보처리 기제를 

손상시킨다(Liberzon & Martis, 2006).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애착안정성이 낮은 아동에게서 애착정보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보상적 처리에 의한 신경활성 지표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결과이다. 인간이 다른 종에 비해 상당히 오랜 시간 

양육자에게 의존하여 성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뇌 발달이 완성되는 

성인기까지 무반응적이고 비일관적인 양육이 지속되는 환경은 뇌의 

정상적인 기능 발달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애착 관련 병리 현상에 대한 이해와도 연결될 수 

있다. 가장 극단적인 불안정 애착에 해당하는 반응성애착장애(D 

type)는 행동적인 측면에서 자폐성장애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뇌는 사람의 얼굴과 같은 사회적 정보와 물건에 대한 

신경 반응에 차이가 없다(Dichter, 2012). 이 연구에서 애착안정성이 

낮은 아동에게서 나타난 신경활성 양상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이상이 

없는 아동도 애착과 같은 환경 요인에 의해 자폐성 장애와 유사한 신경 

기전에 대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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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론을 종합할 때,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은 부정적 

모아상호작용의 정서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신경 기제의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애착안정성이 낮다는 것은 정서정보에 대한 억제 반응을 

일으키고 정서정보에 대한 공명을 방해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정서정보에 대한 인지적 처리만 우세하게 이루어지거나, 

물리정보와 유사하게 처리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애착관련 정보에 

의해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위축될 가능성까지 보여주었다. 또한 

애착안정성 수준은 정서정보처리 기제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극이 

갖는 생존적 중요성 및 가치 평가 기제에 영향을 끼친다. 인간은 

생득적으로 애착관련 정보에 민감하도록 태어나지만, 애착관련 정보가 

아동의 생존과 적응에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회피 기제가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뇌가 애착관련 

정보에 둔감하게 만들고 ‘애착 관계가 나에게 더 이상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언어적, 행동적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이후 다양한 사회적 적응상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동이 성장하여 또래나 배우자 등 제 3의 인물과 

새롭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도 이와 같은 회피적 기제가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정상군에서 애착안정성의 문제는 

뚜렷이 외현화된 행동 문제로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가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애착안정성이 

낮은 아동이 타인의 정서정보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보상이 

갖는 가치의 중요성에 반응하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예비 

부모 및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과의 애착이 실제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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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생애 

초기 단계에서 애착안정성과 관련된 신경 기전의 발달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의의 및 제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아동기 애착안정성 수준의 뇌신경 활성에 대한 

선행 연구가 얼굴 자극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시각 자극을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동의 애착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그림애착면접 

방식을 처음으로 아동 대상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연구에 적용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험 설계 및 자극이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에서 

아동의 애착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이에 대한 신경활성 양상을 

포착하는데 유용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아동기 애착안정성 수준이 뇌의 앞쪽띠이랑 

중간띠이랑, 편도체, 안쪽이마이랑 등과 같은 변연계 및 부변연계의 

신경활성과 관련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애착이 뇌의 정서정보처리 

영역의 발달과 기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은 부정적 정서정보에 생리적 반응을 보이며 타인의 고통에 

쉽게 공감한다. 반면 애착안정성이 낮은 아동은 정서정보와 물리정보를 

다루는 신경활성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나며, 애착안정성이 가장 낮은 

불안정애착 아동의 경우 오히려 지각적, 인지적 정보처리 기전의 

신경활성이 애착관련 정보에 의해 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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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 연구는 아동기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차이가 줄무늬체인 

창백핵과 조가비핵을 중심으로 한 신경활성 차이를 통해 포착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이 영역이 애착안정성의 핵심 기제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줄무늬체 창백핵과 조가비핵의 신경활성은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이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본능적으로 애착 관련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애착관련 정보의 보상적 

특성을 암시할 뿐 아니라 피질 하부의 깊은 구조들이 인간 애착의 핵심 

기제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아동기 애착안정성과 관련된 신경활성 지표만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애착의 형성 및 애착안정성 수준에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송하나, 2006). 

선행연구(Insel & Young, 2001)에 의하면 쥐와 같은 동물대상 애착에 

카테콜라민 계열의 뇌 전달물질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내인성 

아편제,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인 옥시토신 등이 애착에 관여한다. 이 중 

동물의 뇌 아편제와 옥시토신은 정서적 유대감의 형성과 애착관계에서 

오는 긍정적 경험에 대한 보상 기제에 관여한다. 카테콜라민과 코티졸 

수준의 차이는 아동기 애착안정성과 분리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개인차를 설명한다. 따라서 아동기 애착안정성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를 

확립하기 위해 연구 영역을 생화학적 지표를 얻는데까지 확장해야 한다.  

둘째, 이 연구는 애착안정성을 정의하고 피험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애착 유형 분류에 기반하였으며, 추가적인 조건으로 정서적 

개방성 수준을 기준으로 삼았다. 정서적 개방성은 애착안정성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이나 이 밖에도 애착대상에 대한 폄하, 저항, 감정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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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비난, 압도된 분노 등 애착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이 

존재하므로 각 세부 차원에 따른 뇌신경 활성 양상을 후속연구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아동용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 수행 시 

아동의 집중도 및 피로도로 인해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뇌신경 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접촉 위안과 같은 애착의 긍정적 속성에 초점을 둔 신경활성 

지표를 찾을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는 아동기 애착안정성 수준에 따른 뇌신경 활성 지표를 

부분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연구대상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대상을 통한 뇌영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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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애착안정성검사 

 

다음은 여러분과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평소 어머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어떤 아이들은’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의 이야기와, 오른쪽의 ‘또 다른 

아이들은’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과 더 비슷한지 

정하세요. 나와 조금 비슷하면 ‘나는 약간 그렇다’, 나와 매우 비슷하면 ‘나는 매우 그렇다’에 

동그라미를 쳐 주세요. 각 번호에서 4개칸 중 1개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써 주시면 됩니다.  

 

 

번 

호 

나는 

매우 

그렇다 

나는 

약간 

그렇다 

어떤 아이들은…` 또 어떤 아이들은… 

나는 

약간 

그렇다 

나는 

매우 

그렇다 

1   엄마를 잘 믿는다. 
엄마를 믿을 수 있는지 잘 

모른다. 
  

2   
엄마가 너무 많이 참견한다고 

느낀다. 

엄마가 어떤 일을 스스로 하게 

한다고 느낀다. 
  

3   엄마가 도와줄 거라고 믿는다. 
엄마가 도와줄 거라고 믿는 

것을 어려워한다. 
  

4   
엄마가 나와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한다. 

엄마가 나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5   
엄마에게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엄마에게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6   
엄마를 필요로 하는 일이 많지 

않다. 
엄마를 필요로 하는 일이 많다.   

7   
엄마와 좀더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 

엄마와 지금처럼 가깝게 지내는 

것에 만족한다.  
  

8   
엄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을까봐 걱정한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 
  

9   
엄마가 나를 정말 잘 

이해한다고 느낀다. 

엄마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10   
엄마가 나를 떠나지 않을것을 

확실히 안다. 

가끔은 엄마가 나를 떠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11   
엄마를 필요로 할 때 엄마가 내 

옆에 없을까봐 걱정한다. 

엄마를 필요로 할 때 엄마가 내 

옆에 있을거라 확실히 믿는다. 
  

12   
엄마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엄마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고 생각한다. 
  

13   속상할 때 엄마에게 간다. 
속상할 때 엄마에게 가지 

않는다. 
  

14   
내가 어려울 때 엄마가 좀더 

많이 도와주기를 바란다. 

내가 어려울 때 엄마가 충분히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15   
엄마가 옆에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 

엄마가 옆에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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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분리불안검사 자극그림 

경미한 분리상황 심각한 분리상황 

1 

 

4 

 

2 

 

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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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분리불안검사에서 미분류된 아동의 특성 

 

분리불안검사를 실시한 96명 중 안정애착 혹은 불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아동은 51명이었으며, 이중 안정애착은 29명(30.2%), 

불안정애착은 22명(22.9%)이었다. 미분류된 45명은 정서적 개방성, 

발화일관성, 불안(낙관론/비관론), 문제해결력 척도에서 안정애착군 혹은 

불안정애착군의 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미분류된 45명의 아동은 이 연구의 분류 

기준인 Resnick(1993)의 애착 유형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대상 

선정에서는 제외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정서적 개방성(6점), 불안(낙관론/비관론)(7점), 

문제해결력(7점)에서 안정애착의 점수 분포를 보이나, 면접 과정에서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와 장황한 발화 양상으로 발화일관성에서 5점에 

배점된 경우로 3명에 해당하였다.11  

두 번째 유형은 발화일관성(6점), 불안(낙관론/비관론)(7점), 

문제해결력(7점)에서 안정애착의 점수 분포를 보이나, 정서 어휘가 

부족하여 정서적 개방성에서 5점에 배점된 경우로 13명이 해당되었다. 

이 유형의 아동이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는 ‘기분이 안 좋다’, ‘기분이 

나쁘다’, ‘아주 안 좋다’, ‘이상하다’와 같이 미분화된 정서가 우세하였다. 

Resnick(1993)의 코딩 지침에 의하면 이러한 정서는 4점에 해당하며 

                                        
11 63번 아동 할머니댁 상황 예시: [기분]“엄마랑 떨어져 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나쁜 

아이라면 할머니를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왜 인줄 알아요? 할머니가 손자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할머니라면, 이 아이가 나쁜 아니라면 좋아할 거 같아요. 핸드폰 사주라 하면 사주고 

게임기 사주라 하면 사주고 PC방 갈 거니까 돈 좀 달라고 하면 주고 그럴 거 같으니까 이 아이가 

나쁜 아이라면 아주 좋아했을 거 같아요. 이 아이가 착한 아이라면 엄마의 결정을 슬프게 여기고 

엄마의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슬플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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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애착의 증거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정서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남아의 경우 정서를 

표현하기보다 절제하도록 배운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수 배점은 아동의 애착을 평가절하할 가능성이 있어 불안정애착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12 

세 번째 유형은 구급차 상황까지 안정애착 점수 분포를 유지하다가 

가장 높은 수준의 분리인 할머니댁 상황에서 애착대상에 대한 접근성을 

회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로 15명이 이에 

해당되었다. 이들은 정서적 개방성(6점)과 전반적인 

문제해결력(7점)에서 높은 점수에 배점되었으나, 높은 수준의 분리에서 

애착대상에 대한 접근성을 포기함으로써 발화일관성에서 5점, 

불안(낙관론/비관론)척도에서 5점 혹은 6점에 배점되었다.13  

네 번째 유형은 정서 어휘의 부족과 높은 수준의 분리를 극복하지 

양상이 동반되는 경우로 4명이 해당되었다. 이들은 제한적인 정서 

어휘로 정서적 개방성에서 5점에 배점되었으나, 구급차 상황까지 애착 

대상에 대한 접근성을 추구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문제해결력에서 

7점에 배점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할머니댁 상황에서는 분리를 수용하고 

접근성을 포기함으로써 발화일관성에서 5점, 불안(낙관론/비관론) 

                                        
12 47번 아동 구급차 상황 예시: [기분] “아주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유] “왜냐하면 엄마도 

집에 없고 나 혼자 집에 있고. 엄마는 심하게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서요.” 

[대처방법] “집에서 아빠랑 같이 엄마 병원에 갈 것 같아요.” 

 
13 79번 아동의 구급차 상황: [기분] “슬플 거 같아요.” [이유] “엄마가요, 119로 가면요, 

위급한 상황이니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처방법] “엄마 따라서 병원 갈 것 같아요.” 

79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 [기분] “아예 못 만나요? 죽을 때까지? 허. 그러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기분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유] “아니,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는데 할머니한테 

오니까.” [대처방법] “할머니랑 같이 집에 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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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에서 5점 또는 6점에 배점되었다.14 

다섯 번째 유형은 부정적 정서를 상당히 표현하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전혀 말하지 못하는 경우로 10명이 해당되었다. 이들은 

‘슬프다’, ‘외롭다’와 같은 정서를 표현하고, 이러한 정서와 관련하여 

부모를 언급함으로써 정서적 개방성에서 6점에 배점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은 ‘울어요’와 같은 정서적 반응이거나 ‘잠 자요’, ‘아무 것도 

안해요’와 같은 수동적 대처만이 우세하여 문제해결력에서 6점에 

배점되었다.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말하지 

못함으로써 발화일관성에서 5점, 불안(낙관론/비관론)척도에서 5점 

이하에 배점되었다.15 

  

                                        
14 57번 아동의 구급차 상황: [기분] “떨려요.” [이유]: 혹시 심한 병인가, 아니면 어디가 심한게 

아픈 걸까봐.” [대처방법] “끝까지 병원까지 같이 가서 엄마 옆에서 간호하고 있을 거 같아요.” 

57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 [기분] “아쉬울 것 같아요.” [이유] “몇 년 동안이나 엄마랑 

살았는데 이제 할머니하고 살아야 하니까. 엄마는 가끔씩밖에 못 봐가지고.” [대처방법] 

“할머니하고 집에 들어가서 짐 정리할 거 같아요.” 

 
15 81번 아동의 구급차 상황: [기분] “속상하고 슬플 것 같아요.” [이유] “엄마가 입원, 엄마가 

아파서 그래요.” [대처방법] “눈물만 흘리겠어요.” 

81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 [기분] “속상할 것 같아요.” [이유] “못 보니까. 떠나서.” 

[대처방법] “할머니 댁에서 잠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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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의 부정적 모아상호작용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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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의 허위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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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fMRI study of children’s neural responses 

according to the level of attachment security 

 

Choi, Eun J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neural substrates of 

children’s attachment security in an fMRI environment. Initially, a 

total of 96 boys in 3rd and 4th grade were assessed on attachment 

security. Finally 21 children were selected and divided into 3 

groups according to their level of attachment security (high, middle, 

low). Using fMRI, this study assessed neural responses during 

attachment-related scenes requiring emotional processing (target) 

and physical comprehension (control). Imaging data were analyzed 

using SPM8 with the method of one sample t-test and full factorial 

design analysi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nterior cingulate gyrus, midcingulate gyrus and 

amygdala were activated in the securely attached childre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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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the other two groups during emotional processing. Securely 

attached children showed emotional arousal by attachment-related 

information, and they sympathized with attachment distress. 

Second, the basal ganglia which is involved in voluntary 

movement control and human reward processing, was activated in 

securely attached children. Specifically, the striatum (composed of 

three nuclei: caudate, putamen, and globus pallidus) is strongly 

activated by attachment-related scenes. The striatum is a 

subcortical region capable of integrating social information into 

coding of social action and reward. Human attachment system also 

evaluates the value of attachment-related information automatically. 

It is possible that the striatum is a key substrate of the human 

attachment system. 

Third, insecurely attached children have abnormal neural 

activation patterns in attachment-related information processing. 

Attachment may have long-lasting effects on limbic and striatal 

function. 

Through this study, the neural substrate of the attachment 

system was investigated in normal healthy children. Although 

attachment security is a theoretical idea, the empirical neural 

activation may be able to measure the level of attachment security. 

This study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the striatum as a core 

neural substrate of attachment security in children. Finally, this 

finding calls attention to support children of low level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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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Key words: attachment security, attachment related scenes,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limbic system, 

basal ganglia, stri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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