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 분리-개별화, 유기불안, 관계중독의 구조적 관계  569

아시아교육연구 20권 2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9, Vol. 20, No. 2, pp. 569-589.

https://doi.org/10.15753/aje.2019.06.20.2.569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 분리-개별화, 유기불안, 

관계중독의 구조적 관계*

1)2)3)

박혜원(朴惠元)**

김영근(金泳根)***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와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분리개별화와 유기불안이 각각 

매개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매개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남지

역을 중심으로 성인초기의 대상자들 380명에게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 척도, 분리-개별화 척도, 유기불안척도, 국내판 

관계중독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모든 통계분석에는 SPSS와 AMOS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정적 초기 대상관

계(부/모)는 분리-개별화를 매개하여 유기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리-개별화는 유기불안을 

매개하여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부/모)는 분리-개별화와 유기불안

을 매개하여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부)는 관계중독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지 않았지만,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모)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장면

에서 관계중독을 경험하는 개인의 주된 심리기제를 확인하고 내담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데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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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러한 인간의 관계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성장, 자유, 돌보고 존중하고 책임을 느끼고 아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Fromm, 1994).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주는 능력은 정서적, 정신적으로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하여 자기감(sense of self)을 형성하고 자신과 타자 및 세상에 대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관계 맺음은 유아기에 부모와의 친 한 관계로부터 시작되고 이를 통하

여 안정적인 자기감 혹은 불안정한 자기감이 형성되며, 개인 성격의 기틀이 된다(Ainsworth, 1989). 

Coopersmith(1967)는 인간이 성장하면서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것에는 자신에 대한 타자의 평가 

지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주 양육자인 부모의 역할이 아동들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부모와 가지게 되는 관계의 특성은 성장하면서 타인과

의 관계특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파악하는 것이 현

재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장안나, 2008). 유아가 생애초기에 가졌던 관계 경험, 특히 

주 양육자와의 관계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이론이 대상관계이론이다(김진숙, 2001). 유아가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맺는 경

험에 의해 형성되는 대상관계는 개인의 성격형성의 기본적인 틀로서 자리 잡으며 개인이 세상을 인

식하고 관계 맺는 방식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상우(2010)는 부모 각각이 제공하는 양육방식은 부모의 성별에 따라 각각 차별적인 경험으로 

지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제시하였다. 박영순(1990)은 아버지가 자녀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

치며, 이상적인 인간상의 모델이 되기도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전숙희(2015)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라 아동이 가지게 되는 자아형성과 정서조절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처럼, 아버지와의 관계에

서 적절한 관계경험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 이후 성격형성과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미현(2005)은 생애초기에 어머니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호작용

은 성장 후 대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적인 틀을 형성하도록 돕고, 이러한 내적인 틀은 후의 

부모-자녀 관계나 가까운 인간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어머니와의 관계경험 역

시 이후 성장하면서 가지게 되는 대인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낸다.

일부 사람들은 대인 관계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기

도 하는 관계중독(relationship addictions)과 같은 심리적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이은주, 2014). 

Kohut(1971)은 이처럼 관계맺음에 집착하는 사람의 아동기 경험과 발달상의 문제를 살펴 볼 필요

가 있다고 하였으며, 초기 발달상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 구조’와 ‘자기감정’, ‘자기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즉, 초기 발달 시기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관계중독을 나타낸다는 것이다(이의선, 2004; Black & Mitchell, 2002). 관계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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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병리적 관계 방식을 보이는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양상이 중독적인 방식을 나타내며, 

관계의 질과 개인의 안녕을 저하한다. 한마디로 스스로 나쁜 관계인 줄 알면서도 그 관계를 끝내기 

어려운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Peabody, 2011).

관계중독이 발생하고 지속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들은 행동중독의 한 유형으로 정의

되었으며(Peabody, 2011), Peele과 Brodsky(1992)는 관계중독의 중요 요소가 관계에 마술적 힘이 

있다고 믿고, 사랑에 대해 어떤 감정적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May(2005)는 관계중독의 특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관계로 인하여 

경험하는 고통보다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자기 혼자

서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느끼며, 충족감을 느낄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다고 생각

하므로 관계에 의지하고 이를 통해 자아를 찾고 자신을 정의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중독은 관계에 중독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사회에서 흔히 알려져 있지 않아 생소한 

측면이 있으며 내담자가 직접 호소하지 않는 이상, 관계에 중독이 되는 양상이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Hart, 1990). 또한, 중독의 대상이 친숙하면서도 삶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학자들 간의 중독적인 관계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다양한 실

정이다(우상우, 2014).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관계중독에 대한 정의들을 중독과 비중독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중독의 경우, 욕망에 의하여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관계중

독이란 사람 및 관계 또는 관계의 감정에 집착하여 도저히 자기 일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

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타인과 자신, 관계 모두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강박적으로 집착하

는 행동과 상태를 중단할 수 없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김병오, 2003). Peabody(2011)는 중독적인 

관계에서 개인은 지속적인 욕구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지속되는 만성적 욕구불만은 자존감을 

상당히 저하시키고 직업적, 일상적 삶을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특히, 관계중

독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혼자라는 상황과 이때 느껴지는 외로움에 절망하고 분노를 느낀다고 하였

다. 또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과 서로 맞지 않다고 느낄 때, 깊은 정서적 소외와 그 관계를 있는 

그대로 즐기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관계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체

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결국 물질남용이나 자살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대학 상담 현장에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면서 

관계중독의 모습을 보이는 내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김지민, 2015; 이지홍, 2015). Erickson(1963)

은 개인이 폭넓고 깊이 있으며 친 한 대인관계를 맺는 일은 성인초기의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과업

이라고 하였다. 특히, 자의식이 고도로 발달하는 청년기에 동료와의 대인관계에서 오는 소속감과 인

정이 자아확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성인초기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경험하

지 못하고 이로 인한 불안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아정체감 확립과 인격발달에 큰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안은화, 2012). 또한, 성인 초기는 발달단계에 따라 애착대상이 부모 또는 친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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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한 이성관계의 파트너로 이동하게 되는 시기로서(오선영, 김영희, 2006), 성인초기의 이성 관계

는 결혼 후 부부관계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이후 발달단계로 안정적인 진입을 하는 

것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이기학, 조용아, 송소원, 2006).

관계중독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관계중독의 주요 원인은 애착(박연주, 2008; 이계

선, 정남운, 2013; 이수현, 2009), 부모의 양육태도(이성애, 2015)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관계중독이 생애초기 양육 과정에서의 부정적 관계 경험에서 비롯된 성인기 부적응

적인 대인관계 양상 중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이같이,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

의 관계 경험이 관계중독을 예측하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가설이 일관되게 지지되어오고 있지만, 부

정적인 초기 대상관계로 인하여 관계중독이 발생 되는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 기제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미비하다.

한편, 개인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자율성을 획득하는 과정인 분리-개별화는 대인관계와 

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 중 하나이다. Mahler, Pine과 Bergman(1975)은 초기아동과 양육자 간의 유

대관계인 초기대상관계 안에서 분리된 정체감을 형성하려는 아동의 원시적인 노력을 발견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숙이란 아이가 양육자에게 공생적 애착을 보이는 것을 지나 안정적이며 자율적인 정

체성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며 이를 분리-개별화(separation-individuation)라고 정의하였다. 분리-

개별화 과정에서 분리(separation)는 어머니와의 공생적 융합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칭하며 개별화

(individuation)는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분리하여 자신의 개별적 특성을 성취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Mahler, Pine, & Bergman, 1975). 이 둘은 독립적이기도 하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는 개

념으로, 분리-개별화를 이룬 개인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

고, 안정된 자아상을 확립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으로 발달하게 된다(Blos, 1979). 

이러한 분리-개별화는 초기 대상관계가 발달할수록 촉진 되는데, 이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

의 분리-개별화를 수행에 영향을 끼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 거부와 과보호는 분리-개별화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정윤희와 이인수(2012)의 연구, 장휘숙(2002)의 분리-개별화를 건강하게 이

루기 위해서는 부모와 안정된 애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Hoffman(1984)은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함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할 때 

부적응 증상을 많이 드러낸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분리-개별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적게 호소하고(안은화, 2012; 오남경, 2009), 분리-개별화를 통해 

획득한 자아가 스스로 삶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더욱 수월하게 돕는다고 제시하고 있다(신정인, 

2011). 또한,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성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고 제시

한 장휘숙(2002)의 연구와 분리-개별화가 개인의 적응이나 불안, 건강한 대인관계와 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김효정, 2009), 그리고 분리-개별화와 관계중독이 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힌 조연지(2016)의 연구를 보면 분리-개별화와 초기의 대상관계가 관계중독으로 가는 경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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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와 관계중독의 경로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으로는 유기불안이 

있다. 유기불안이란 실제 대상의 부재와는 별개로 심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대상의 사랑

을 상실하거나 대상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기인한 불안을 말한다(오남경, 이영순, 2015). 

오남경과 이영순(2015)은 아동이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버리거나 양육자를 잃어버릴 지도 모

른다는 두려움을 지속해서 느끼는 등의 부정적인 관계경험을 할 경우,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는 무관하게 유기불안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임종렬과 김순천(2001)은 유기불안은 강한 정서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러한 정서적 경험은 내재화 되어있어 최초의 관계패턴을 형성하는데 영

향을 준다고 하였다. 조은애(2017)는 생애초기에 유기불안이 발생하고 이후 발달시기별로 그 양상

이 달라지지만, 성인이 된 이후의 관계 패턴까지 그 영향력이 지속된다고 하였다. 즉, 생애초기의 

부정적인 관계경험이 유기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이후의 관계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Bruce와 Nellie(2002)는 아동기에 유기(abandonment)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이로 인하여 버림받

는 것과 친 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상대와 필요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유기불안과 관계중독은 대상에게 매달리거나 집착을 보이며 상대방을 

이상화하고 극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대인 관계의 패턴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기불안은 타인에게 버림받는 것과 대상을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

에 타인과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자신에게 원인을 돌리거나 외부의 상황

에 투사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게

임과 담배, 술 같은 중독 가능한 활동을 하는 등 건강하지 못한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심리적인 고통

을 경험하면서도 병리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수 있다. 이하람(2016)은 유기불안을 호소하는 개

인은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관계 자체에 강하게 의존하

는 모습을 보이거나 대상에게 집착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로 볼 때 유기불

안은 초기대상과의 부정적인 대상관계 경험으로 형성 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관계에 대한 

집착이 관계중독을 이끄는 요인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관계중독 관련 연구들은 초기 및 성인기의 애착유형에 의해 설명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은 관계중독적인 성향이 나타날 때의 심리적 기제가 형성되고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애 초기 부모와의 관계경험을 통해 형성

된 대상관계에 의해 중독적인 관계 패턴을 보일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기제가 무엇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의 친 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관계방식과 중심적

으로 보이는 심리적 기제를 대상 관계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의 초기대상관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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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떻게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나아가 이러한 접근은 상담 장면에서 

관계중독을 경험하는 개인의 주된 심리기제를 확인도록 하고 내담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연구문제1: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부/모), 분리-개별화, 유기불안, 관계중독 간의 관계는 어떠한

가? 

연구문제2: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부/모)와 관계중독간의 관계에서 분리 개별화는 매개효과를 가

지는가?

연구문제3: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부/모)와 관계중독간의 관계에서 유기불안은 매개효과를 가지

는가?

연구문제4: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부/모)는 분리개별화와 유기불안을 매개하여 관계중독에 영향

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산, 경상 및 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초기(20~35세) 대상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는 지면 설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총 40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지면 설문조사는 237부(59.2%), 온라인 설문조사 163부(40.8%)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연구대상에 맞지 않는 설문지 20부를 제외한 380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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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 설문지는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심의를 통과하였고

(IRB-2018-04-052-001), 동의서와 설명문과 함께 나이, 성별 기재란과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 분

리-개별화, 유기불안, 관계중독의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설문작성 응답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

었다. 연구대상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33 35.0

여 247 65.0

나이

20-24세 232 61.2

25-29세 130 34.1

30-35세 18 4.7

지역

서울, 경기 31 8.2

강원 5 1.3

충청 14 3.7

전라 4 1.1

부산, 경상 320 84.2

기타 6 1.6

합계 380 100.0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측정도구 

1)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Benjamin(1974)이 제시한 사회적 행동의 

구조 분석(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SASB) 분류 기준과 김창대와 이명우(1996)가 조

사한 한국 부모들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료를 참고 하여 김사훈(1998)이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한 

부모에 대한 초기 대상관계 질문지(부, 모 각각 72문항)를 우상우(2014)가 타당화 연구를 통하여 

제작한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 단축판(Negative Primary Object Relation Questionnaire: nPORQ)

을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아버지(Father-nPORQ: F-nPORQ)에 대한 28문항과 어머니

(Mother-nPORQ: M-nPORQ)에 대한 33문항으로, 총 61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0점부터 9점까지 

측정하는 10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각 요인의 점수와 그 합이 높을수록 부정적 대상관계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F-nPORQ가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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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PORQ가 .95, 전체가 .95로 나타났다. F-nPORQ의 문항으로는 ‘나의 아버지는 내가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반대하시면서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가 있고 

M-nPORQ의 경우 ’내가 답답할 때 나의 어머니는 자기 일이 바빠서 나의 곁에 없었다’가 있다.

2) 분리-개별화

본 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를 측정하기 위해, Levine, Green과 Millon(1986)이 제작한 청소년용 

분리-개별화척도(Separation-Individuation Test for Adolescence: SITA)를 장근영과 윤진(1992), 

김인경(1993) 등이 번안하고 박경순(1998)이 성인용으로 재구성한 분리-개별화 척도

(Separation-Individuation Scale: SI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개별화와 공생관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이 있

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개별화가 .85, 공생관계가 .75, 전체가 .83으로 나타났다. 

분리개별화 척도의 문항으로는 ‘가끔씩 나 스스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놀라곤 한다’가 있다.

3) 유기불안

본 연구에서는 유기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오남경과 이영순(2015)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유기불안 

척도(Abandonment Anxiety Scale)를 사용하였다. 이는 유기감 10문항, 거절/거부하기 9문항, 의존/

매달리기 8문항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부터 5점까지 측정하는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기불안을 경험하는 정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유기감이 .93, 거절/거부하기가 .88, 의존/매달리기가 

.87, 전체가 .94로 나타났다.

4) 관계중독

본 연구에서는 관계중독을 측정하기 위하여 Whiteman과 Peterson(2004)이 개발하고 김인화

(2004)가 번안한 관계중독척도(Relationship Addict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7점 Likert 

척도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유형에 따라 사랑중독, 성중독, 사람중독으로 나눠지고 관계중

독에 영향을 받기 쉬운 요소를 갖고 있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사랑중

독이 .68, 성중독이 .67, 사람중독이 .65, 관계중독에 영향 받기 쉬운 요소를 가진 정도가 .82, 전체가 

.8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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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파악을 위

해 SPSS 21.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이후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 분리-개별화, 유기불안, 관계중독의 

관계성을 알아 보기위해 SPSS 21.0을 통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왜도 및 첨도를 확인

하였다. 다음으로, AMOS 21.0을 이용하여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 분리-개별화, 유기불안, 관계중

독의 측정지표들이 구성개념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

여 측정모형의 검증을 실시하였고, 연구모형의 구조적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AMOS 21.0을 활용

하고 모형 간 적합도 비교를 통해 최종모형을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채택된 최종모형에서 각 경

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한 후,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가 분리-개별화와 유기불안을 통

하여 관계중독에 이르는 직·간접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유의성과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전,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성과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변인들인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 분리-개별화, 유기불안, 관계중독의 경향성 및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왜도와 

첨도의 분석결과는 각각 기준치 ±2, ±7 이하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요인들의 정

규성이 검증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Curran, West, & Finch, 1996). 본 연구에서 선정한 요인들의 

정규성은 검증되었다고 판단되어졌으며, 주요 연구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인들과 하위구성개념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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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2 3 4 5

1.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_부 1 　 　 　

2.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_모 .500** 1

3. 분리-개별화 .388** .425** 1 　

4. 유기불안 .387** .401** .591** 1　

5. 관계중독 .400** .429** .474** .615*** 1

왜도 .775 .767 -.209 .508 .384

첨도 -.051 .112 -.012 -.063 .589

평균 2.961 2.622 3.272 2.679 3.566

표준편차 .321 .653 .695 .805 .855

**p < .01, ***p < .001

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각 측정도구에 대해 지표변수를 구성하였다. 지표변

수의 구성방법은 각 문항 묶음의 요인계수가 유사하도록 문항의 요인계수 크기에 따라 각 문항 묶음

에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편향된 의도가 자료에 반영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지현, 김수영, 2016). 그 결과,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부의 부정적 초기 대상

관계와 모의 부정적 대상관계를 각각 4개의 지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문항 묶음은 측정문항이 

많을 경우 개별문항을 사용했을 때보다 많은 모수를 추정해야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비정규성 

문제를 줄이고 측정변인의 신뢰도가 상승하며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서영석, 2010).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NFI,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TLI와 RMSEA는 모형

의 설명력과 간명성도 함께 고려하여 적합도를 나타낸다. NFI는 연구모델의 향상정도를 나타내며, 

CFI는 NFI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문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김원표, 2017). NFI는 .80 

이상,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된다. RMSEA 지수의 경우는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면 괜찮은 적합도, .10 미만이면 보통 적합도라고 할 수 있고, .10 이상이면 좋지 않

은 적합도를 의미한다(Browne & Cudeck, 1993).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편이므로 

측정모형이 수용되었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df NFI TLI CFI RMESA

측정모형 109 .930 .947 .957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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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항목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7이상이 

적절하다(이학식, 임지훈, 2008). 모든 관찰 변인들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이 .34에서 .89 수준으로 

나타났고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수치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β B C.R.

부정적초기
대상관계(부)

부4 .874 .823 22.427***

부3 .832 .499 16.854***

부2 .731 .953 20.737***

부1 .882 1.000

부정적초기
대상관계(모)

모4 .822 .861 20.718***

모3 .874 .864 21.386***

모2 .895 .926 20.670***

모1 .876 1.000

분리-개별화
개별화 및 가독립 .752 .582 4.934***

공생관계 및 1차적 불안 .342 1.000

유기불안

유기감 .888 .740 14.373***

의존/매달리기 .709 1.000

거절/거부하기 .527 .877 9.458***

관계중독

사랑중독 .620 .722 11.798***

성중독 .632 .481 9.731***

사람중독 .534 .499 7.844***

관계중독에 영향 받기 
쉬운 요소를 가진 정도

.824 1.000

***p < .001

3.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 분리-개별화, 유기불안, 관계중독 간의 구조적 관계를 잘 설

명하는 최종모형을 선정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먼저,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가 관계중

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분리-개별화와 유기불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경로를 포함한 순차적 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5>와 같다. 연구모형은 

df=109, N=380, p<.001, NFI= .918, TLI=.934, CFI=.947, RMSEA=.066로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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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df N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109 .918 .934 .947 .066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자면 다음 <표 6>과 같다. 최종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6> 연구모형(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β B S.E t값

연구
모형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_부

→ 분리-개별화 .320 .118 .027 4.364***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_모

→ 분리-개별화 .336 .139 .030 4.591***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_모

→ 관계중독 .246 .109 .026 4.145***

분리-개별화 → 유기불안 .697 .602 .170 3.548***

유기불안 → 관계중독 .794 .986 .165 5.981***

***p < .001 

[그림 2] 최종모형

4.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최종모형에서 측정변인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위하여 직

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분석하였다.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가 분리-개별화와 유기불안을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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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Taylor, MacKinnon과 

Tein(2008)이 제안한 부트스트랩 방식을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는데, 매개변수가 2개 이

상일 경우 다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간접효과 및 신뢰구간을 추정하여 유의성을 검증하는 부

트스트랩 방식이 적절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N=380)에서 1,000개의 부트스트랩 표

본을 추출하여 95%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른 간접효과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부)

→ 분리-개별화     .118** - .118**

→ 유기불안    -.005     .071** .066**

→ 관계중독     .032     .044 .076**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모)

→ 분리-개별화     .139** - .139**

→ 유기불안     .044     .084** .127**

→ 관계중독     .109**     .101** .210**

분리-개별화
→ 유기불안     .602** - .602**

→ 관계중독     .177     .593** .416**

유기불안 → 관계중독     .986** - .986**

**p < .01

측정결과,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부)에서 유기불안 그리고 관계중독으로 직접 가는 경로가 유의하

지 않았고, 부정적 대상관계(모)에서 유기불안으로 직접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분리-

개별화에서 관계중독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트스트랩을 통해서는 전체에 대한 간접효과만 알 수 있으

므로 각각의 매개변수와 관련하여 개별 간접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때문에 개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8>에 제시하였다.

경로 B
Bootstrapping 
95% 신뢰구간

{Lower, Upper}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부)

→분리-개별화→유기불안→관계중독
.029* {.029, .204}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모)
→분리-개별화→유기불안→관계중독

.083* {.045, .205}

<표 8> 팬텀변수를 통한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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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 개별 매개효과는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부)에서 분리-개별화와 유기불안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경로 .029(p < .01),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모)에서 분리

-개별화와 유기불안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경로 .083(p < .01),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각각의 경로가 p < .01 수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로는 95%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각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남녀 성인초기 대상자 380명을 대상으로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 분리-개별화, 유

기불안, 관계중독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

정식모형을 통해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와 관계중독의 경로에서 분리-개별화와 유기불안의 매개효

과를 알아보았다. 먼저, 설정한 변인의 매개효과에 대한 주요 경로를 설명하고 세부적인 경로에 대

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가 유기불안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서 분리-개별화의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Young, Klosko와 Weishaar(2003)는 개인의 생애초기 몇 년 동안 부모

와 역기능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경우,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주요 타자가 자신을 버리거나 떠나갈 

것이라는 ‘유기‘와 같은 초기 부적응도식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생애초기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 경험은 개인의 건강한 분리와 성장을 저해하고 그 결과 관계에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유기

불안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부모가 과도하게 통제하며 어린아이 취급을 

하였을 경우,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개별화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고, 이로 인하

여 분리불안 및 대인관계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오남경, 권혁철과 이영순(2012)의 연구

를 지지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담과정에서 상담자는 유기불안을 호소하는 내담자의 

초기대상관계와 분리-개별화 과정을 탐색하여 문제의 기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분리-개별화가 관계중독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서 유기불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성공적인 분리-개별화를 경험한 사람이 대인관계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안은화(2012)의 연구와 같

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성공적인 분리-개별화를 형성한 사람이 대인관계문제에서도 자유로

울 수 있음을 이야기한 오남경(200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분리-개별화를 잘 이룬 대학생이 

대학생활 적응 중 사회적 적응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들(Beyersetal, Goossenes, Vansant, & 

Moors, 2003; Mattanahetal, Hancock, & Brand, 2004)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이처럼, 관계에 집착하고 부정적인 관계라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중독을 나타내는 내담자

의 경우, 상담자는 분리-개별화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내담자가 부정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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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와의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는 분리-개별화와 유기불안을 매개하여 관계중독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인이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를 경험할 경우 분리-개별화에 어려

움을 겪게 된다. Mahler, Pine과 Bergman(1975)은 분리-개별화를 주양육자와의 공생단계

(symbiotic phase)에서 시작하여 현실적인 타인의 세계에서 인정되며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정체성

을 획득하는 단계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부정적인 대상관계를 경험한다면 

개인은 건강하게 분리 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갈등을 경험하며 부적응적인 증상 및 문제행

동을 드러내게 된다(Hoffman, 1984). 분리-개별화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경우, 버려지는 것과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기불안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역기능적인 반응을 보인다(임종렬, 김순

천, 2001). 이와 같은 유기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관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관계자체에 강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대상에 집착하게 되어 거부와 박탈을 지속해서 경험하는 관계라도 이러한 부정적 경험을 회피하면

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는 관계중독을 경험하게 된다(이하람, 2016). 이는 어린 시절 양육자 및 양

육환경의 부정적 경험은 성인이후에서도 관계에 집착하며,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초기의 관계에서 

중독성향을 보인다는 우상우(201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생애초기의 부모와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 경험은 이후 성인기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며 생애초기의 부모경험

이 부정적일수록 대인관계 질은 저하된다는 Wang, Doan과 Song(2010) 및 Gregory, Landau와 

McCloskey(2011)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과정에서 관계중독을 

호소하는 개인의 분리-개별화 과정과 유기불안 정도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자가 공감적인 

태도를 제공한다면 내담자는 상담자와 안전한 치료적 관계를 경험하게 되고(김영근, 2016), 그 과정

에서 관계에 대한 불안과 집착은 감소하게 되어 내담자는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워지며 성장하고 변

화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넷째,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부)는 관계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부정적 초기 대상

관계(모)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초기부모와의 관계가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기

존의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왔다(Rohner & Rohner, 1980; Savedra, 1998; Schaefer, 1965). 

본 연구의 결과는 초기대상관계에서 부와 모에게 느끼는 관계경험에 차이가 있다면 이후 성장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영향 역시 상이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자녀들이 모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부에 비해 모가 자녀 생활에 많이 관여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녀가 부와 모의 역할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인식이 다르다고 한 정윤희와 이인수(2012)의 연구와,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아

버지는 어머니와 질적으로 상이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 Dudson(1975)의 연구, 아동의 인지학습

능력, 성역할, 성취동기 그리고 사회적 능력 등의 발달 영역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다

르다고 보고한 김정신(2000)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장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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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와 모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었고, 상담 과정에서 부, 모와의 역할을 

각각 탐색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상담분야에서 관계중독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

에 시작되었고, 관계중독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계중독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기제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장면에서 중독적

인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생애초기의 관계경험을 파악하고 내담자가 경험한 

분리-개별화와 유기불안의 정도를 탐색하여, 이를 활용한 보다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 관

계중독과 연관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정적인 초기 대상

관계 경험을 한 개인이 이로 인하여 관계에 집착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관계중독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상담자는 지속적이고 공감적인 반응을 통해 상담 장면 안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관계경험

을 있는 그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그 안에서 안전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상담과정에서의 치료적 관계의 중요성을 더하는 연구결과로써 의의가 있다. 셋째, 

그동안 관계중독은 관계가 중독될 수 있다는 생소한 개념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중독이 발생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

고, 이를 통해 관계중독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관계중독

의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 채 측정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계중독

을 호소하는 대상들과의 면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편부모 가정의 대상자는 척

도의 타당도를 위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편부모가정의 경우 양부모가정과는 다른 부모관

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모든 대상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편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충하여 편부모 가정과 양부모가정의 차이에 대하

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 척도는 5에서 10세의 부모의 양육태도를 회

상하며 답변을 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점은 정확한 기억을 떠올리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억의 

왜곡이나 오기억 현상은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이정모, 2010), 결과의 정확성

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이 부산 

및 경상지역에 집중하여 분포되어 있으므로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후 연구에서 대상의 

지역을 다양화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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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Relationship of Negative Initial Object Relations, 

Separation-Individuation, Abandonment Anxiety, and Relationship 

Addiction*

1)2)3)

Park, Hyewon**

Kim, Youngk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causal structure model that mediates the 

separation-individuation and the abandonment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gative 

initial object relations and the relationship addiction. For this, the fit of the model a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the mediators were examined. The questionnaires were used to 380 early adults 

in Gyeongnam area.  SPSS and AMO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it was found that negative initial object relations influenced abandonment 

anxiety by mediating separation-individuation. Second, separation-individuation influenced 

relationship addiction by mediating abandonment anxiety. Third, negative initial object relations 

influenced relationship addiction by mediating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bandonment 

anxiety. Fourth, negative initial object relations (father) did not directly affect relationship 

addiction, but negative initial object relations (mother) had a direct effect. These results confirm 

the main psychological mechanism of individuals experiencing relationship addiction in the 

counseling scene and It is meaningful to help the whole understanding of the client. Finall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negative initial object relations, separation-individuation, abandonment anxiety,  

relationship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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