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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Insecure 

Attachment and Social Anxiety: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and Self-compassion. 

Jae Ik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NanMee Yang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s among insecure attachment,  
internalized shape and self-compassion, and more specifically,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and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ttachment and social anxiety. For thi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which a total of 354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nationwide. Measuring tools included SADS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ECRR-K (Korea version of 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Revised 
Scale), ISS(Internalized Shame Scale), and K-SCS (Korean version of 
Self-Compassion Scale),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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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testing. The results revealed that: 1. insecure attachment displayed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rnalized shame and social anxiety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compassion, and internalized shame displayed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anxiety; and 2. internalized shame and self-compass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social anxiety and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social anxiety. It can be 
speculated that apply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actual consultations for 
college students, in the company of training programs for reducing their 
internalized shame and boosting self-compassion, will significantly alleviate the 
level of social anxiety they experience.

Key words : college student, insecure attachment, internalized shame, 
self-compassion, social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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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불안이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면밀하게 관찰될 수 있는 사회적인 

상황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5). 이러한 사회불안은 개인의 직업기능이나 사회

생활 및 학업수행에 영향을 주고(Davidson, Hughes, George, & Blazer, 

1994), 스스로 사회적 상황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느끼게 만들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Hambrick, Turk, Heimberg, 

Schneier, & Liebowitz, 2003). 그리고 사회불안은 자살행동, 기분장애, 불면, 

물질 사용 장애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Buckner, Bernert, Cromer, Joiner, & 

Schmidt, 2008;  Davidson, Hughes, George, & Blazer, 1994) 개인의 정신건

강에 광범위 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대학생 시기는 발달과정 상 이전에 발달 단계들보다 사회적으로 더 많은 상호

작용과 수행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예

를 들어, 대학 초기에는 대개 많은 대학생들이 원래의 거주 지역에서 다른 지역

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고, 고등학생 시기와 달리 

팀 과제와 발표 수업 등 타인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사회적 상황에 놓이게 됨

으로써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대학 후기에는 취업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하는 활동들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혹은 수

행에서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시기들에서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은 사회적 상황과 수행이 힘들게 느껴

질 수밖에 없다(Shepherd, 2006). 국내 연구에 의하면, 초기 성인기의 대학생들

에게 사회불안은 이후, 후기 성인기 때의 학업, 진로, 대인관계, 자아정체감, 인

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혁곤, 1992). 이처럼 사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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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개인의 삶에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영향력은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김혁곤, 1992; 심희옥, 

2005).

  2016년 중앙시사 매거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4명이 사회적 불

안을 경험하고 평생 유병률은 3~13%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회불안이 극

도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들이 표면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고, 주로 개인

이 느끼는 사회불안에 대한 불편함을 내적으로 참아내는 것이 특징이어서 사회

불안을 경험하는 개인이 외부로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김기환, 권

석만, 2013). 이런 개인들까지 포함한다면, 이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수는 실제 조사에서 나타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대학생이 경

험하는 사회불안에 대해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

가 될 것이다. 

  사회불안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원인으로써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기질적 요인 

및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측면에서의 외상적 경험, 인지구조, 부모 양육태도 등

이 거론되고 있다(오경자, 양윤란, 2003; 오윤희, 2006; Ollendick & 

Hirshfeld-Becker, 2002).  Bowlby는 ‘불안이란 유아가 양육자에게 접근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원한다.’고 하였는데(Bowlby, 1973; 신혜린, 이기학, 

2008에서 재인용)，이는 불안정한 부모와의 애착관계 또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불안을 형성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성인 사회불안장애 환자 중 상당수가 

성인기와 마찬가지로 아동기에도 동일한 불안장애가 있었음이 보고됨을 볼 때(오

윤희, 안창일, 오강섭，2004), 부모와의 애착 또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불안

의 환경적 요인 중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오윤희，2006). 1980년대

부터 약 20년간 장기적으로 유아의 불안한 애착 유형과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불

안장애와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에 불안한 애착을 보였던 사람

들 중 28%가 이후에 불안장애를 겪은 반면, 그렇지 않은 유아들은 13%만이 불

안장애를 겪었다(김은정, 2000에서 재인용). 이는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비율로 

이들이 주로 보인 불안장애는 분리불안 장애나 과잉불안 장애 또는 사회공포증

이었다. 이는 유아기 때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맺으면 사회불안이 형성되고 이것

이 성인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따라서 불안정 애착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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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불안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과 불안정애착 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애착(attachment)은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

며, 그로 인해 형성된 애착관계는 한 개인이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자

기개념을 형성하며,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회 환경을 인식하고 대

하는 태도 및 타인의 반응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

게 형성된 생애 초기 애착은 이후 성인기의 행동과 인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wlby, 1980). 이러한 생애 초기의 애착패턴의 지속

적인 영향력은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란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내적 작동모델은 사회적 관계나 경험을 해석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

를 도우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사용된다(Collins &  

Read, 1990). 이를 통하여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한 개인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되고, 이후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여 양

육자 이외의 타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에 어려움을 덜 느끼게 되지만 불

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개인은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부정적 내적작

동모델을 발달시키게 되고(Sroufe, Carlson, Levy & Egeland, 1999), 이후 불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여 양육자 이외의 타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에 부

정적인 결과와 감정들을 예상하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이로 인

해 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심한 불안을 느끼고 대인관계에서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불안정 애착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통 두 차원 모

두가 높을 경우에 불안정 애착패턴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Ainsworth, 1978). 

그런데 Shaver와 Mikulincer(2002)는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들과 애착회피가 높

은 사람들끼리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Brennan 등(1998)은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아 

홀로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관계에 몰입하고,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요구하는 

특성이 있다. 반면에, 애착회피는 자신의 독립성을 침해당할까 두려워 타인과 가

까워지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며, 힘들 때 타인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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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두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중 어느 애착 

요인이 더 높은지에 따라서 스스로에 대한 지각이나 대인관계에서 보이는 패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 등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

안정 애착을 차원으로 나누어 사회불안과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불안정한 애착과 사회불안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여러 연구에서 불안

정 애착과 사회불안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김나경, 양난

미 2016; 조영미 이희경, 2013; 차지연, 2016). 또, 불안정한 애착은 불안과 같

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그 불안이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이

재원, 2006),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신혜린, 이기학, 2008)과 

관련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불안정한 애착은 사회적 과제의 수행 불안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자기 표현력의 저하(박은경, 1993; Armsden & Greenberg, 

1987), 부정적 평가에 대한 높은 두려움(Weeks, Heimberg, Rodebaugh & 

Norton, 2008)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불안정 애착과 사회불안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이 시사된다. 

  Bowlby 이후 애착관계의 특성과 심리적 건강 문제에 대한 매개연구가 증가하

고 있다. 이는 이들의 관계 중심적 관점이 심리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개입하기에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뜻한다(안하얀, 서영석, 2010). 덧붙여, 상담연구에서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주된 이유는 단순히 관계를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개입에 초점

을 맞출 수 있으며, 애착과 같이 하나의 특성으로 자리 잡아 개입이 쉽지 않은 

변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비교적 개입이 수월하고 수정하기 용이한 

매개변인들을 통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화진, 서영

석,2011).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심리적 변인들과 그와 관련한 경로를 밝히려 한다.  

  본 연구는 불안정 애착과 사회불안 두 변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내면화

된 수치심’을 설정하였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발달과정에

서 주 양육자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애착관계를 통해 형성된다고 한다(한미혜, 

2010; 황지선, 안명희, 2015; Gilbert, Allan & Goss, 1996). 이러한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이가 부적절하고 잘못된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

들고,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결핍감, 무가치감, 열등감, 무능감, 자기 경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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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불러일으켜 아이의 마음속에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

후 양육자로부터 지속적인 방임, 거부, 무시를 당했거나 혹은 과잉기대, 과잉간섭

을 받으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아지게 된다(Claesson & Sohlberg, 2002). 이

처럼 내면화된 수치심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다

고 볼 수 있다.(Cook, 1991).

  내면화된 수치심은 사회불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내면화된 수치심은 기

본적으로 내면에 잠재되어 있지만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상태, 즉 대인관계 맥락

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정서(Scheff, 1988; Tangney & Fischer, 1995)임을 고

려했을 때 사회적 맥락에서의 심리적 부적응 또는 심리적 고통을 의미하는 사회

불안과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덧붙여,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불안을 발생시키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인지적 

특징으로 많은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데(Clark & Wells, 1995; Hofmann, 

2007; Rapee & Heimberg, 1997),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이 공유하

는 공통된 특징을 뜻하며, 많은 연구들에서도 두 변인 간의 상관이 높음을 확인

하였다(김소연, 2015; 심현진, 권해수, 2013; 이성원, 양난미, 2015; Tangney 

et al., 1995). 이는 불안정 애착을 지닌 개인이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평가받는 

상황을 맞이할 때 잠재되어 있던 내면화된 수치심이 발현 되면서 사회불안이 나

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평가받는 상황이 많고 

환경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면화된 수치심은 불안정 

애착과 사회불안 사이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개인이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윤혜영, 강지현, 2015; 이연규, 최한나, 

2013; 정민교, 2014),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개인이 성인이 되어서 겪는 어려

움 즉, 우울이나 불안, 대인관계 문제 등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다룰 수 있는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문제에 대한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심현례, 2016), 

자기자비를 또 다른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문제에 대한 구체적 개입방법을 제

시하려한다.

  최근 자기자비는 자신의 정서에 대한 마음챙김과 함께 자기친절과 보편적 인



- 6 -

간성을 지니게 함으로써 부정적 감정 상태를 긍정적 감정 상태로 변화시키는 정

서조절 전략(Neff, 2004)이라는 점에서 강조되고 있다. 자기자비는 ‘스스로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이라 정의내릴 수 있는데, 실패나 고통의 상황에서 스스로를 

비판하기보다는 스스로에 대해 친절히 이해하고, 좋지 못한 경험을 혼자만의 경

험으로 생각하기보다 보편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여 수용하는 것을 이른다(Neff, 

2003a,b). 이러한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 각성이 낮고,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도 평정심이 유지되어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상황에서 부정적 인식을 낮추는 적응적 자기조절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세란, 이훈진, 2015). 그리고 자기자비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데, 자기자비가 높을수록 부정적 사건을 경험함에 있어 모

욕감, 당황감, 수치감을 낮게 경험하며(고은정, 2014), 자기비판, 사회적 고립, 

반추, 우울, 불안, 사고억제를 완화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준다(Neff, 2003a). 이

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자기자비는 정서적으로는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

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인지적으로는 내담자의 중요한 사고를 재조직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인간의 인지와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

임이 밝혀졌다(이상현, 성승연, 2011; 조용래, 2011; Neff, Rude & Kirkpatric, 

2007) 그리고 자기자비는 앞서 언급했던 불안정애착과 사회불안과도 연관되어 

있다(Raque-Bogdan, Ericson, Jackson, Martin & Bryan, 2011). 

  먼저 불안정 애착과 자기자비의 관계를 살펴보면, Bowlby(1980)는 한 개인은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를 통해 자신만의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되고, 

양육자의 양육방식에 따라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는 태도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

다고 하였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자비롭고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를 뜻하는 자기

자비가 애착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도 불안정 애착과 자기자비 간의 관련성이 시사 되는데, 애착과 자기자비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에서 불안정 애착과 자기자비 수준 간의 유의한 부적인 관련성이 

일관성 있게 보고되었고(이인아, 2013; 이정령, 2013; Mikulincer & Shaver, 

2005; Mikulincer, Shaver, Gillath & Nitzberg, 2005), 높은 수준의 애착불안

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Pietromonaco & Barrett, 2000)고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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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비의 관계를 살펴보면, 만성적인 수치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강력한 정서 경험을 많이 하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

는 능력이 손상되어 있는데(Gohm, 2003), 이로 인해 자기 자신이 결함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부족하고 모자라게 느껴지는 자신의 모습에 부정적인 자기

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지지나 자기위안의 감정을 갖도록 돕는

다면 내면화된 수치심 같은 만성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게 도움이 될 것이다(Gilbert& Procter, 2006). 자기자비는 수치심과 마찬가지

로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를 통해 형성되지만 내면화된 수치심이 개인

의 만성적인 성격적 특성이라면, 자기자비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증진될 수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McKay & Fanning, 2000). 그것에 대한 예로 만성화된 수

치심과 자기비판을 경험하는 개인들을 위해 자기자비 훈련 프로그램(Gilbert& 

Procter, 2006)이 만들어졌는데, 연구에서 만성화된 수치심과 자기비판으로 인

하여 발생한 우울, 불안, 자기비판, 열등감, 그리고 복종 행동을 경험하는 개인들

이 자기자비 훈련을 받은 후 증상의 정도가 상당히 감소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

으로 자기자비가 개인의 노력으로 인해 증진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인해 사회불안을 느끼는 개인에게 자기자비가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자기자비와 사회불안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면 자기자비가 불

안과 높은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에 근거했을 때(박세란, 이훈진, 

2015; Neff, 2003b), 자기자비는 불안의 한 유형인 사회불안과의 높은 관련성이 

예측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의 자기자비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사건 및 스트

레스 상황을 경험할 때, 그 사건과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Allen & Leary, 2010). 반대로 자기자비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선주연, 신희천, 2013), 부정적 사건에 대한 

반추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eff, 2003a). 선행연구를 더 살펴보면, 국내연

구 중 차지연(2016)의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과 사회불안 사이에서 자기자비가 

부분매개 하였고, 백소영(2016)과 예수빈(2015)의 연구에서는 자기자비의 수준

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낮은 자기자비 수준은 부정적 정서 경험과 높은 불안에 관련되며, 자신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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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저하시켰다(Leary et al., 2007). 또, 

자기자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반응을 억압하지 않고, 부정적인 사

건을 경험할 때에 부정적 정서를 약한 강도로 경험하였다(Neff, Kirkpatrick & 

Rude, 2007). 그리고 낮은 자기자비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평가에 대

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 (Werner et al., 2012),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불안의 핵심적인 특성이다(Weeks et al., 2008). 이것으로 

자기자비와 사회불안간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라는 변인이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으로서 

기능한다면, 불안정애착을 가지고 내면화된 수치심을 느끼는 개인들에게 불안정

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향력을 줄여 사회불안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것이

라고 가정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사회불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안정 애

착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

로써 사회불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더하여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므로 내면화

된 수치심과 자기자비 간의 관계성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의 기대효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 애

착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비는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과정

에서 인지적, 정서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각각의 관

련성만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불안정 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자비, 그

리고 사회불안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사회불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 한다. 불안정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 같은 역기능적 정서를 매개변인으로 설

정하고 그에 대한 자기자비의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은 상담과정에 있어 내담자

의 역기능적 측면을 탐색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꾀하는 전통적 상담 전략과 일치

한다(조화진, 서영석, 2011). 그리하여 이러한 모델을 통해 내담자의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성장 지향적인 통합적인 상담 모형을 제

안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를 밝힘으로써 사회불안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부

적응에 보다 효과적인 자기자비의 개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형

은 불안정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개인이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경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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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비를 통해 상황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 유용함을 나타낸다. 

  셋째, 사회불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사회불안을 감소시킴으로

써 대인관계에서의 불편함과 조별과제, 발표 등의 수행에 대한 불안을 줄여 보다 

적응적인 대학생활을 돕고자 한다. 나아가 취업과 관련된 면접 및 상황적 불안을 

줄여 장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에게 자기자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제 상담 장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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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개관

 1) 사회불안

  (1) 사회불안의 개념

   사회불안이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면밀하게 관찰될 수 있는 사회적인 

상황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5). 여기서 말하는 공포와 불안은 사회불안의 핵심

적인 인지적 특징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이 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에 의해 자신이 관찰되거나 평가받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이

는 자신이 타인에게 우습게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Marks& Gelder,1966; 김

은혜, 2009에서 재인용)이며, 타인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고 싶으나 그러한 인상

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해 불안을 느

낄 때 경험한다. 덧붙여 타인에게 자신이 부적절하거나 부족하게 보여서 타인에

게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포함한다(이정윤, 최정훈,1994).

  이러한 사회불안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Schlenker

와 Leary(1982)는 사회불안을 정의함에 있어서 ‘가상 또는 실제의 사회적 상황

에서 대인적 평가를 예측함으로서 생기는 정서적, 인지적 경험의 총체’라고 하였

다. 또, 사회불안을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고, 대인관계를 불안해하고, 적절한 대

인관계를 맺지 못하며, 이러한 것들에 대해 주관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 등으로 

정의되는 수줍음의 병리적 형태라고 정의하였다(송은영, 하은혜 2005,; 

Schlenker & Leary 1982).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에 의하

면 사회불안장애는 특정 공포증과 함께 불안장애 중 가장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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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애이자(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5), 일반인에게 자주 나타

나는 정신 장애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성인들 중 약 12%가 사회불안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uscio et al., 2008). 그리고 2016년 중앙시사 매

거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명의 대학생 중 4명이 사회적 불안을 경험하고 평생 

유병률은 3~13%나 된다. 그런데 사회불안이 극도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

들이 표면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고, 주로 개인이 느끼는 사회불안에 대한 불편

함을 내적으로 참아내는 것이 특징이어서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개인이 외부로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김기환, 권석만, 2013). 따라서 기존의 연

구들에서 보고된 유병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

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사회불안

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의 깊게 살

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성인들 중 높은 비율로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대학생

의 사회불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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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안정애착

 (1) 불안정애착의 개념

  애착은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며, 그로 인해 생

성된 애착관계는 개인이 자신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유

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Bowlby, 1980). 이 시기에 초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 

안정적이라면 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불안정한 상호작용으로 올바른 애착관

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애착의 형성은 성인

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애착패턴의 지속적인 영향력은 내적작동모델

(internal working model)이란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내적작동모델은 유아기에 형성되는 일종의 원형으로써 한 사

람의 일생동안 지속되어 사회적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성현, 2004). 또

한, 내적작동모델은 발달적 변화와 정교화에도 개입하여 아동기 이후의 신체, 심

리적 기능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박영주, 2005). 그리고 내적작동모델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위협의 인식, 평가, 

정서, 행동, 대처, 갈등 해결 유형에까지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Torquati 

& Vazsonyi, 1999). 이렇듯 내적작동모델은 한 개인이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 

되고 애착관계에 따라 내적작동모델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 

  Brennan, Clark 및 Shaver(1998)는 수많은 애착 척도 문항 전체를 요인분석

을 통해 불안정 애착을 불안과 회피 두 차원을 구분하였는데, 애착 불안 차원은 

스스로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지각되는 정도이자 타인의 거절과 내버려짐에 

대해 불안해하는 정도를 나타내어 자기 표상의 차원과 관련되고, 애착 회피 차원

은 개인이 타인을 반응하는 존재로 지각하는 정도와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타인

에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의지하는 것을 얼마나 편해 하는지를 나타내므로 타인

표상과 관련된다(임수진, 2007). 따라서 불안정하게 애착이 형성된 사람들은 대

인관계 및 정서 경험에 투입되는 인지적 자원들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불안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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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이 형성된 이들의 정신적인 모델은 걱정과 불안으로 그들의 자원을 온전하

게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착에 따른 대인관계 양상 및 정

서 경험, 혹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하는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김정

연, 2003; 임수진, 2007; Cassidy & Berlin, 1994). 마지막으로, Bowlby는 유

아의 애착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애착에 대해서도 강조했지만, 우리나

라의 애착 이론 연구는 아동심리, 발달심리 등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어서 애착이 

성인 역시 적용된다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김성현, 2004). 이러한 점들은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성인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 불안정애착과 사회불안

  애착이론에 의하면, 애착과 불안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Bowlby는 불안이란 

아동이 양육자에게 접근하는 데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것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불안은 불안정 애착의 근원적 상태라고 하였다(Bowlby, 1973; 신혜린, 이기학, 

2008에서 재인용). 불안정한 애착은 후에 불안 장애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Cassidy et al., 2009) 높은 대인불안과도 관련되었다(신노라, 안창일, 2004). 

그리고 불안정 애착을 가진 개인은 불안과 관련된 심리적 장애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냈다(장휘숙, 2000). 

  사회불안의 특징으로는 타인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및 예기불안, 그리고 거절

에 대한 민감성이 높다는 점이 있는데(Brennan & Shaver, 1995), 이러한 사회

불안의 특징은 불안정 애착과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의 영향력과 연결 지어 설

명할 수 있다. 불안정 애착과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은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형

성하게 하고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을 유발하고 유지하게 만든다. 이것으로 불

안정 애착과 사회불안에 대한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여러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과 사회불안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김나경, 양난미 2016; 조영미 이희경, 2013; 차지연, 2016)을 

보고하였고, 불안정 애착은 사회불안과 관련이 있는 자기 가치감, 자기 위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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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탄력성, 대인관계와 관련성을 나타냈다(신혜린, 이기학, 2008; Brennan & 

Shaver, 1995; Brennan & Shaver, 1998; Collins & Read, 1990; Kobak & 

Sceery, 1988). 그리고 불안정한 애착은 타인의 지지에 대한 확신 저하와 타인

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되며, 결과 적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사회적 상황에

서 불안을 경험하는 것과 연결된다(Bartholomew & Horrowitz, 1991). 또한 불

안정한 애착은 사회적 과제의 수행 불안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자기 표현력의 저

하와(박은경, 1993; Armsden & Greenberg, 1987), 부정적 평가에 대한 높은 

두려움(Weeks et al., 2008)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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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면화된 수치심

 (1) 내면화된 수치심의 개념

  수치심은 자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서적 특성으로써, 인지적인 자기

개념과는 구별되는 정서적 자기개념이다. 수치심은 누구나 경험하는 정서반응이

며, 수치심을 일으키는 상황이 끝이 나면 즉시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어떠한 특

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수치심을 상태수치심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

한 수치심이 일시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 성격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를 내면화된 수치심이라고 한다(Goss, Gilbert & 

Allan, 1994; 이지우, 2016에서 재인용).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평가적인 반응이자 부정적인 정서로써(Yontef, 

2008), ‘총체적인 자기를 검토한 결과, 자신의 결핍이나 부족 또는 부적절함에 

관한 자의식으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이러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신에 대

한 열등감, 결핍감, 부적절감이 개인 정체성의 일부로써 자리 잡게 되어, 개인으

로 하여금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내면화된 수치심

을 가진 사람들은 수치심을 유발할 상황이 아닌데도 수치심을 느끼고 내면화된 

방식으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자기를 평가

하게 된다(Claesson & Sohlberg, 2002). 

  Nathanson(1992)은 이러한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사람들은 네 가지 방어적 

행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네 가지 방어적 행동에는 고독과 타인과의 분

리가 두려워 수치심을 감추고 스스로를 무시하는 자기공격, 수치심을 감추려는 

철회, 자신보다 타인을 낮은 존재로 여기고 무시하며 모욕하는 타인공격, 관심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다른 유능한 점을 드러내는 회피가 있다. 예를 들어 수치심

과 함께 동반되는 열등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차단하기 위해 

‘부끄러운 것은 너지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며 더 나아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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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휘두르고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이다(정지연, 2014) 이처럼 내면화된 

수치심을 지닌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또, 대인관계 학업 및 직업적 상황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부적응적인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

 

 

 (2) 불안정 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

  수치심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생애 초기에 형성되는 애착을 꼽는 관점

이 있다. Cook(1987)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경험으로부터 

생겨나 생애 전반에 자리 잡은 개인의 특성으로 정의하였고, Bradshaw (2005)

는 생애 초기 양육자가 유아에게 반복적인 처벌과 비판을 가하거나 유아가 유기

를 경험하게 되면 유아는 자신을 수치스러워하고 그러한 수치적인 자아를 결국 

내면화하게 된다고 하였다. Kohut(1971)도 생애 초기 양육자에 의해 적절한 정

서적 조율과 반영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경험되는 정서가 내면화된 수치심이

라고 하였으며, Lewis(1971) 역시 중요 인물과의 애착을 언급하며 사랑하는 사

람에게 거부당하는 경험은 자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거부로 

경험되기 때문에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정민교

(2014)의 연구에서는 애착불안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불안정 애착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

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김현주, 이정윤, 2011; 이연규 최한나, 2013; 황지

선, 안명희, 2015), 홍진이와 한기백(201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애착

유형이 긍정적일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많은 국외 

선행 연구들에서도 불안정 애착일수록 수치심과 사회불안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Claesson & Sohlberg, 2002; Cook, 1991; Gilbert, Allan, & Gross, 

1996; 이연규, 최한나 20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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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수치심은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정신 병리와의 관련이 있으며, 신경

증과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Bradshaw, 1988). 특

히 수치심이 기본적으로 타인의 상호작용하는 상태, 즉 대인관계 맥락에서 나타

나는 사회적 정서(Scheff, 1988; Tangney & Fischer, 1995)임을 고려했을 때 

대인관계, 사회적 맥락에서의 심리적 부적응 또는 심리적 고통을 의미하는 사회

불안과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Gilbert와 Miles(2000)는 내면화된 수치심

이 사회불안장애에 관련된 증상을 발생시키고 유지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제

안하였으며,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 발생의 취약성 요인일 수 있음을 제안

하였다(Mills, 2005).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불안을 발생시키고 유지하는데 있어

서 핵심적인 인지적 특징이자 장애적인 요인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데(Clark & Wells, 1995; Rapee & Heimberg, 1997), 이는 수치심과 사회불안

이 공유하는 공통된 특징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두 변인 간의 상관이 높음을 확

인하였다(김소연, 2015; Harder & Zelma, 1990; Tangney et al., 1995). 

Helsel(2005)은 이러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 불안

의 근원을 수치심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즉 수치심이 내면화된 이들은 열등감과 

부적절감 같은 자기 비난적 태도를 타인에게 투영하여 타인도 역시 자신을 부정

적으로 평가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다(김민경, 현명호, 

2013에서 재인용). 이를 통해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중요한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서은비, 2017).  

  국내 연구들에서도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연규와 최한나(2013)의 연구에서는 애착불안과 사

회불안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완전매개 하였고, 애착회피와 사회불안 사이

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부분매개 하였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때 이를 수치심이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한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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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개인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많이 느낄수록 사회적 상황과 대인관계 문제

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밝혔으며(최임정, 심혜숙, 2010), 내면화된 수치심

이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 및 정서표현갈등을 매개로 사회불안과 관련성

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심현진, 권해수, 2013). 또한 많은 국외 선행 

연구들에서도 불안정 애착일수록 수치심과 사회불안이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Claesson & Sohlberg, 2002; Cook, 1991; Gilbert, Allan, & Gro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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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자비

 (1) 자기자비의 개념

  자기자비(self-compassion)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Neff(2003a)에 따르면 실패나 고통을 경험할 때에도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은 태도로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을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닌 

보편적 인간 경험의 일부로 여겨 받아들일 수 있으며,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생각

에 사로잡히지 않고 적절하게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최근에 

Neff(2003b)는 삶에서 문제를 다루는 전략 중 하나의 요인으로 자기자비를 제시

하며 자기친절(self-kindness)과 보편적 인간성(common humanity) 그리고 마

음챙김(mindfulness)의 세 가지 주요 성분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화을 제

시하였고, 각각 자기판단(self-judgement)과 고립 (isolation) 마지막으로 과잉동

일시(over- identification)와 같은 대비되는 개념도 제시하였다. 

  각각의 하위성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자기-친절(self-kindness)이란 스스로

의 취약한 부분을 맞닥뜨리거나 고통 및 실패를 경험할 때,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비판하기보다는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스스로

에게 관대하고 인내하는 비 판단적인 태도를 뜻하며, 이는 자기-판단(self- 

judgement)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친절이 높은 사람들

은 실패나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자신이 사랑받고 행복해질 가치가 있는 존재라

고 확고히 믿는다(Neff, 2003a).

  두 번째, 보편적 인간성(common humanity)이란 자신의 실패나 부정적인 경험

을 자신만의 유일한 경험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이라면 한계가 있고 완벽하

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스스로의 실패를 용서할 수 있는 태도를 포함

하며, 부정적 경험은 자신만이 겪는 것으로 생각하여 타인들과 분리되고 고립된 

느낌을 경험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Neff,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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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마음챙김(mindfulness)이란 한 개인이 고통 및 실패를 경험할 때, 그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고통이나 부정적인 측면에 과하게 빠져들거나 과장하여 받

아드리지 않는 태도를 말하며, 고통에 대해 적절한 수용과 인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과잉동일시(over-identification)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또한 

마음 챙김을 잘 하는 사람들은 우호적인 태도를 지님과 동시에 자신의 현재 상

태를 인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다(Kabat-Zinn, 2003).

  최근에는 자기자비의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검증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높

은 자기자비가 삶에 대한 만족도(Neff, 2003a), 개인의 행복감(Neff et al., 

2007), 높은 사회적 연결감(Neff & McGehee, 2010)과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

다. 또한 자기자비가 우울과 불안을 낮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전환시키는 효과적인 정서조절전략으로 사용 될 수 있음이 입

증되었으며(이은지, 서영석, 2014; Neff, 2003a),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들은 불

안, 반추, 자기비판, 사고 억제, 부적 정서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Neff 

et al., 2007). 그리고 Mckay와 Fanning(2000)은 자기자비가 불변의 성격 특성

이 아니라 용서(forgiveness), 수용(acceptance), 이해(understanding),와 같은 

인지적 기술을 통하여 실제로 개인이 얻거나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실제 짧은 기간의 자비 훈련과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자비 

수준이 증가되었고, 사회비교 성향이 감소되었으며, 이외에도 불안 및 우울 수준

의 감소 등 긍정적인 다양한 심리적 변화가 보고되었다(최영민, 2012; Leiberg 

et al., 2011).

 

 (2) 불안정 애착과 자기자비

  자기자비는 안정적인 성격변인으로서 양육자와의 관계와 같은 초기 경험에 의

해 발달적으로 형성된다고 한다(Neff, 2003a). 또한 Neff와 Mcgehee(201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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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가족경험이 자기자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Germer(2009)는 비록 개인이 망각하고 있거나 

억압하고 있을 뿐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욕구가 잠재되

어 있으며, 자기자비는 타인에 의해 다시 길러질 수 있다고 하였다(김인숙, 2015

에서 재인용). 이러한 주장들은 자기자비와 애착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

니라 부모가 아닌 중요한 타인들과의 경험이 자기자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자기자비와 불안정 애착과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자기자비와 불안정 애착의 관계를 살펴보면 불안정 애착은 

자기자비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높은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과 대인관

계 문제와도 관련성을 나타내었다(이은지,서영석 2014). 이밖에도 여러 국내·외 

선행연구들(이인아, 2013; Mikulincer & Shaver, 2005; Mikulincer, Shaver, 

Gillath & Nitzberg, 2005; Raque-Bordan et al., 2011)을 통해 높은 불안정한 

애착과 낮은 자기자비 수준 간에 일관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3)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비

  자기자비는 자기조절 기능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며 적응적 방식으로 정서를 

자각 및 이해하며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자비는 부정적인 환경에 부딪혔을 

때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재구성하는 적응적이고 효과적인 정서전략

이자(Neff, 2003a), 대처 전략이 될 수 있는데(Neff, 2003b),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을 균형 잡힌 정신적 관점으로 바꿔 고통의 정도를 

매우 명확하게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비판보다는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긍정적 

자기감정이 촉진되어 높은 자기 존중감을 지닐 수 있게 된다(Neff, 2003a).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의식의 정서이자 자기평가적인 감정으로써 수치심이 높

고 자기비판이 강한 사람들은 치료적 관계에서 친절함과 따뜻함을 경험하기 시

작하면 상당한 불안과 슬픔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다. 어떤 내담자들은 자신의 

고통과 슬픔에 압도되거나 또는 차단하려 하는데 이런 때의 자비심을 통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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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들의 감정을 타당화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하도록 도울 수 있다

(Gilbert, 2009; 최인선, 2013에서 재인용). 

  Neff 외(2005)에 의하면 자기자비는 자신의 실패나 약점을 따뜻하게 받아들이

며, 스스로가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는 것을 받아드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고통은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것

으로  알아차림을 통해 현실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여 부정적인 정서에 몰입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자기자비는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경험회피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안세은, 2014).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소연(2015)의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

자비 간의 유의한 부적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은 부

정적인 사건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 각성이 낮고,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

서도 평정심이 유지되어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상황에서 부정적 인식을 

낮추는 적응적 자기조절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세란, 2015). 그리고 자

기자비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데, 자기자비가 높을수록 부정적 사건

을 경험함에 있어 모욕감, 당황감을 낮게 경험하며(고은정, 2014), 자기비판, 사

회적 고립, 반추, 우울, 불안, 사고억제를 완화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준다(Neff, 

2003a).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 본 자기자비는 정서적으로는 부정적인 정

서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인지적으로는 내담자의 중요한 사고를 재조직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인간의 정서와 인지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구성개념임이 밝혀졌다(이상현, 성승연, 2011; 조용래, 2011; Neff, 

Rude & Kirkpatric, 2007a) 또한, 만성화된 수치심과 자기비판을 경험하는 개

인들을 위해 자기자비 훈련 프로그램(Gilbert & Procter, 2006)이 만들어졌는

데, 연구에서 만성화된 수치심과 자기비판에 의해 우울, 불안, 자기비판, 열등감, 

그리고 복종 행동을 경험하는 개인들이 자비자비 훈련을 받은 후 증상의 정도가 

상당히 감소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Leary 등(2007)의 실험연구에서 피험자들

이 순간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이나 개인 간의 부정적 피드백 상황을 상기

시킬 때 자기자비가 정서적 균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수치심

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자기자비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중립적인 

접근으로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변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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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도와준다고 할 수 있다.

 

 (4) 자기자비와 사회불안

  자기자비가 불안과 높은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에 근거했을 때(박세

란, 이훈진, 2015; Neff, 2003b), 자기자비는 불안의 한 유형인 사회불안과의 높

은 관련성이 예측된다. 예를 들어, 자기자비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부정적 사

건 및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할 때, 그 사건과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

이 있으며(Allen & Leary, 2010), 높은 수준의 불안 및 부정적 정서경험과도 관

련이 있었다(Leary et al., 2007). 그리고 반대로 자기자비 수준이 높을수록 부

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선주연, 신희천, 2013), 부

정적 사건에 대한 반추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eff, 2003b).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반추는 사회불안의 핵심적인 특징들이다(Weeks et al., 2008). 

그리고 Potter 등(2014)의 연구에서는 자기자비와 사회불안의 부적 관련성이 지

지되었고,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비난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자기자비 수준이 낮

으며, 낮은 수준의 자기자비가 사회불안의 심화로 이어졌다. 

  자기자비와 사회불안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임상적으로 사회불안 장

애를 지닌 실험 집단이 사회불안 장애가 없는 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자기자비 수준을 보고하였다(Werner et al., 2012). 그리고 국내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기자비와 사회불안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심은

수, 이봉건, 2015), 불안정 애착과 사회불안 사이에서 자기자비가 부분 매개한

(차지연, 2016) 연구도 있었다. 국외 연구에서는, 높은 자기자비 수준과 대비되

는 자기 비판적 태도는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Potter et al., 2014). 

또, Leiberg 등(2011)에 의하면 잠시 동안의 자비훈련을 통해서도 자비심이 증

진되고, 그로 인하여 사회적 유대감과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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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면화

된 수치심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잠재변인들에 대

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

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불안정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자비, 사회   

            불안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인가?

가설 1-1. 불안정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사회불안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  

          다.

가설 1-2. 불안정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자기자비는 부적상관이 있을 것이  

          다.

가설 1-3. 자기자비는 사회불안과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4. 불안정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내면화된 수치심은 정적 상관이 있  

          을 것이다.

가설 1-5.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비는 부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6.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불안정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사회불안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비는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가설 2-1. 내면화된 수치심은 불안정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사회불안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가설 2-2. 자기자비는 불안정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사회불안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가설 2-3.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비는 불안정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사회불안 사이의 관계를 이중매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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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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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으

며, 전국의 대학생 남녀 총 40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

실하게 응답한 데이터 46부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354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158명(44.6%) 여

학생은 196명(55.4%), 평균연령은 23.29세(SD=2.165)였다. 연구 참여자의 학년

별 분포는 1학년 8명(2.3%), 2학년 46명(13.0%), 3학년 105명(29.7%), 4학년 

195명(55.1%)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112명(31.6%), 자

연과학계열 49명(13.8%), 예체능계열 23명(6.5%), 공학계열 94명(26.6%), 농학

계열 4명(1.1%), 사범계열 16명(4.5%), 상경계열 47명(13.3%), 기타 9명(2.5%)

이었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경상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으

며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7

년 4월에 실시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장훈장학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온라인 리

서치회사인 “인바이트(www.invight.co.kr)”를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 구성 작업 

및 온라인 설문은 2017년 3~4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와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설문에 동의한 패널 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동의 내용에는 익명성 보장과 연구 외의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 연구 참여 중 발생하는 불편감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질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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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1) 사회불안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 Watson과 Friend(1969)이 개발하

고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한 것을 한혜림(2004)이 5점 척도로 구성한 사

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를 사용 

하였다. SADS는 원 척도에서는 진위형 문항이었으나 점수분포가 편포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들 간의 차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정윤과 최정훈(1997a)이 번

안한 한국판에서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개의 회피를 측

정하는 문항과 14개의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나눌 수 있다. Likert척도로 가

능한 점수 범위는 28점-140점이다. 한혜림(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4였으

며, 본 척도의 구성과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주. ( ) 역채점 문항

구 분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사회적 
불안

(1), (3), 5, (6), (7), 10, 11, (12), 14,
(15), 16, 20, 23, (28)

14 .88

사회적 
회피

2, (4), 8, (9), 13, (17), 18, (19), 21,
(22), 24, (25), 26, (27)

14 .88

전 체 28 .93

표 1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의 하위 요인 및 신뢰도



- 28 -

 2) 불안정 애착

  

  본 연구에서는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발한 성인애착 유형검사 

척도를 김성현(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친밀관계경험검사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를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 7점 

척도의 3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불안 하위척도 18문항, 회피 하위척도 

18문항으로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애착불안은 지나치게 관계에 몰

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것 등을 경계하는 정도를 측정하

고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의 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 는 .89였다. 애착회피는 타인과 가까

워지거나 의존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애

착 회피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5였다. 본 척도의 구성과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표 2에 제시

하였다.

주. ( ) 역채점 문항

  

구 분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애착 불안
2, 6, (8), 10, 12, 13, 14, 15, 17, 20, 

21, 22, (23), 24, 25, 26, 31, 36
18 .92

애착 회피
1, (3), 4, (5), (7), (9), 11, 16, (18), 19. 

(27), (28), (29), (30), (32), (33), (34), 35
18 .89

전 체 36 .90

표 2 불안정애착 척도의 하위 요인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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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면화된 수치심

  

  Cook(1987)이 개발하고 이인숙, 최해림(2005)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척도이며,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있

는데 수치심을 측정하는 24개의 문항과 자존감을 측정하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내면화된 수치심의 총 점수에서는 6개의 자존감 문항을 제외시킨 24

문항의 합계로 측정된다. 6개의 자존감 문항은, 문항이 한쪽 방향으로 주어져 있

을 경우 한쪽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Rosenberg 자존감 척도

를 포함시킨 것이다(심현례, 2016). 점수범위는 0점 ~ 96점으로, 점수가 높아질

수록 내면화된 수치심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인숙, 최해림이 원 척도

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4개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여, 이를 부적절감(10문

항), 공허(5문항), 자기처벌(5문항), 실수불안(4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3이었다. 본 척도의 구성과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구 분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내면화된
수치심

부적절감 1,2,3,5,7,8,10,11,12,24 10 .93
공허 23,26,27,29,30 5 .90

자기처벌 15,17,20,22,25 5 .80
실수불안 6,13,16,19 4 .78

자존감 4,9,14,18,21,28 신뢰도에서 
제외

전 체 24 .96

표 3.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의 하위 요인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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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기자비

  

  자기자비를 측정하기 위해 Neff(2003)가 개발한 척도를 김경의, 이금단, 조용

래, 채숙희, 이우경(200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자기자비심 척도(Korean 

Self-Compassion Scale; K-SCS)를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

로써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자비 수준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자비는 3개의 하위요인(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 챙김)으로 구성되어있다. 김경의 등(2008)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

는 .91이었으며, 본 척도의 구성과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표 4에 제시

하였다.

주. ( ) 역채점 문항

구 분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자기친절 (1), 5, (8), (11), 12, (16), 19, (21), 23, 26 10 .72

보편적 
인간성 3, (4), 7, 10, (13), 15, (18), (25) 8 .66

마음챙김 (2), (6), 9, 14, 17, (20), 22, (24) 8 .69
전 체 26 .86

표 4. 자기자비 척도의 하위 요인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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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

에서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살펴보았고, 각 변

인들간의 관계와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

였다. 다음으로 모형검증을 하기 앞서 각 변인들이 각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가 2이상 혹은 첨도가 7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추정함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West, Finch와 Curran(1995)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

다.

  그 다음으로 구조 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모형검증은 1단계: 측정모형을 

확인한 후, 2단계: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분

석방법을 따랐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에서 검증과 GFI, TLI, CFI, 

RMSEA를 이용하였다. GFI, CFI, TLI는 .90 혹은 .95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가

진 모형이라 해석한다(배병렬, 2011). RMSEA는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 .08이

하이면 보통 적합도이며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정된다(Hu & Bentler, 

1999). 또한 팬텀변수를 사용해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고, 매개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서영석, 2010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

(N=354)에서 10,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

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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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결  과

1. 예비분석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자기자비, 내면화된 수치심, 사회

불안 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 간의 평균과 상관계수 및 

표준편차를 아래의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애착불안은 애착회피(r=.17, 

p<.01)와 내면화된 수치심(r=.62, p<.01), 사회불안(r=.33, p<.01)과는 정적 상관을, 

자기자비(r=-.56, p<.01)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애착회피는 내면화된 수치

심(r=.33, p<.01)과 사회불안(r=.62, p<.01)과는 정적 상관을, 자기자비(r=-.36, 

p<.01)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자기자비는 내면화된 수치심(r=-.67, p<.01), 사

회불안(r=-.46, p<.01)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사회불안(r=.41, 

p<.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애착불안/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자기자비는 낮아지고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

안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자비가 낮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

안이 높아지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각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N=354)

 주. **p<.01

변 인 애착불안 애착회피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자비 사회불안

애착불안 -

애착회피  .17 -

내면화된 
수치심  .62   .33 -

자기자비 -.56  -.36  -.67
-

사회불안  .33   .62   .41  -.46 -

M 3.61 4.03 2.40 3.04 3.12

SD .97 .81 .82 .5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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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 검증

  문항꾸러미(item-parcell)를 통해 만들어진 측정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왜도, 첨도 및 상관계수를 표 6에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이 적절

하게 잠재변수를 측정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수

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West, Finch와 Curran(1995)의 기

준에 따라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왜도는 -.19에서 .48, 첨도는 -.67에서 

.59의 값을 가지며, 이는 왜도 2이상, 첨도 7이상인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측정변

수들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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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측정변수 간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 왜도, 첨도(N=354)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

2  .83** -

3  .83**  .84** -

4  .28**  .29**  .26** -

5 .10 .08 .05  .77** -

6  .15** .11* .05  .76**  .74** -

7 -.47** -.47** -.47** -.37** -.18** -.22** -

8 -.44** -.48** -.45** -.38** -.28** -.19**  .60** -

9 -.48** -.50** -.46** -.41** -.29** -.27**  .65**  .65** -

10  .51**  .55**  .58**  .39**  .25**  .22** -.58** -.57** -.51** -

11  .42**  .48**  .49**  .30**  .20**  .20** -.52** -.48** -.45**  .78** -

12  .50**  .56**  .56**  .36**  .24**  .23** -.60** -.53** -.52**  .79**  .79** -

13  .53**  .50**  .52**  .32**  .20**  .25** -.55** -.48** -.55**  .61**  .56**  .63** -

14  .36**  .32**  .32**  .59**  .51**  .44** -.37** -.34** -.47**  .34**  .24**  .32**  .47** -

15  .29**  .26**  .27**  .65**  .57**  .51** -.34** -.35** -.45**  .39**  .25**  .37**  .39**  .82** -

M 3.81 3.53 3.49 4.00 3.78 4.33 3.09 3.12 2.98 2.24 2.32 2.31 3.02 3.24 3.00

SD .91 1.21 .96 .85 .87 .95 .58 .61 .61 .90 1.02 .87 .87 .62 .64

왜도 -.11 -.06 -.01 -.07 -.00 .06 -.16 -.19 -.04 .45 .38 .48 .05 -.09 .04

첨도 -.21 -.65 -.22 .12 .59 .28 .33 .22 .36 -.56 -.67 -.38 -.61 -.07 .03

  주. 1. 애착불안 A 2. 애착불안 B 3. 애착불안 C 4. 애착회피 A 5. 애착회피 B 6. 애착회피 C 7. 자기친절 8. 보편적인간성 9. 마음챙김 10. 부적절감 11. 

공허 12. 자기처벌 13. 실수불안 14. 사회적불안 15. 사회적회피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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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df=80, N=354)=281.184(p=.000),  

GFI=.903, TLI=.938, CFI=.952, RMSEA=.084이었다. 카이제곱 검증은 표본의 크기

에 민감하므로 카이제곱 값의 차이보다는 적합도 지수의 차이로 모델 적합도를 평가한

다(Levesque, Zuehlke, Stanek & Ryan, 2004).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모

형의 모델 적합도를 평가하면 GFI, TLI, CFI는 .90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배병렬, 

2014)를 나타내었으며, RMSEA=.084로 괜찮은 적합도(Hu & Bentler, 1999)를 나타

내어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표 7에 제시하

였다. 

표 7. 측정모형 적합도

 

구분 CMIN df p CMIN/df GFI TLI CFI RMSEA

측정모형 281.184 80 .000 3.515 .903 .938 .952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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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을 표 8에 제시하였다. 애착불안의 하위

요인은 .901에서 .917, 애착회피는 .832에서 .917, 자기자비는 .776에서 .818, 내면화

된 수치심은 .706에서 .899, 사회불안은 .877에서 .936의 요인부하량을 가지며,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본 연

구에서 15개의 측정변수는 5개의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측정모형 요인부하량

주. N=354, ***p<.001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B β S.E. C.R. p

애착불안 → 애착불안A 1 .901

→ 애착불안B 1.353 .917 .050 26.839 ***

→ 애착불안C 1.066 .917 .040 26.786 ***

애착회피 → 애착회피A 1 .917

→ 애착회피B .958 .856 .043 22.052 ***

→ 애착회피C 1.013 .832 .048 20.993 ***

자기자비 → 자기친절 1 .795

→ 보편적 인간성 1.024 .776 .068 15.003 ***

→ 마음챙김 1.084 .818 .068 15.873 ***

내면화된 

수치심

→ 부적절감 1 .887

→ 공허 1.083 .855 .049 21.958 ***

→ 자기처벌 .973 .899 .040 24.167 ***

→ 실수불안 .767 .706 .048 15.809 ***

사회불안 → 사회적불안 1 .877

→ 사회적회피 1.116 .936 .054 20.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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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모형 검증

  

  불안정 애착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비를 매개로 하여 사회불안과 어떠한 관련

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df=80, N=354)=281.184(p=.000),  GFI=.903, TLI=.938, CFI=.952, RMSEA=.084

로 나타났다. 각 경로의 모수추정치는 애착불안에서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β=.081, 

p>.05)와 내면화된 수치심에서 사회불안(β=-.030, p>.05)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

든 경로가 유의하였다. 먼저, 애착불안은 내면화된 수치심(β=.607, p<.001)에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반면에, 애착불안이 자기자비(β=-.247, p<.001)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자기자비가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애착회

피는 내면화된 수치심(β=.240, p<.001)과 사회불안(β=.601,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애착회피가 자기자비(β=-.187, p<.001)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자기자비가 낮음을 의미한다. 다음으

로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기자비(β=-.536, p<.001)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아질수록 자기자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그림 2.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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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구조모형 경로계수 

  주. N=354, *p<.05, **p<.01, ***p<.001

  또한, 구조모형에서 내생잠재변수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의 표 11에

서 구조모형의 다중상관자승치(SMC)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에 

대한 다중상관자승치(SMC)는 내면화된 수치심 변량 49%, 자기자비 66%, 사회

불안 5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구조모형에서의 다중상관자승치(SMC)

B β S.E. C.R. p

애착불안 → 자기자비 -.139 -.247 .033 -4.166 ***

→ 내면화된 수치심 .593 .607 .048 12.298 ***

→ 사회불안 .053 .081 .041 1.298 .194

애착회피 → 자기자비 -.111 -.187 .028 -3.995 ***

→ 내면화된 수치심 .248 .240 .048 5.209 ***

→ 사회불안 .418 .601 .038 10.961 ***

내면화된 수치심 → 자기자비 -.308 -.536 .039 -7.990 ***

→ 사회불안 -.020 -.030 .054 -.377 .706

자기자비
→ 사회불안 -.278 -.238 .105 -2.661 **

다중상관자승치(SMC)

내면화된 수치심 .49

자기자비 .66

사회불안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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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접효과 검증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 각각의 변수들 간의 매개변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알아보기 위해서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행하였다. 부트스트랩(bootstrap)은 Shrout

와 Bloger(2002)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모수의 분포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하여 신뢰구간 및 근사표준오차 유의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10,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354)로부터 생성하여 95%의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1와 같다. 

  애착불안과 자기자비(β=-.33), 애착회피와 자기자비(β=-.13)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고, 애착회피와 사회불안(β=.07)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였으며, 애착불안

과 사회불안(β=.12),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β=.13)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

였다. 이는 애착불안과 자기자비, 애착회피와 자기자비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이 부분

매개 하고, 애착회피와 사회불안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비가 부분매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애착불안과 사회불안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비가 완전매

개 하고,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관계를 자기자비가 완전매개 함을 의미한다.

  

표 11. 사회불안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주. N=354, *p<.05, **p<.01, ***p<.001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총 효과

애착불안 → 내면화된 수치심   .61*** -   .61***

애착불안 → 자기자비  -.25*** -.33***

(-.41 ∼ -.25)  -.57***

애착불안 → 사회불안 .08 .12*

(.02 ∼ .23)   .20***

애착회피 → 내면화된 수치심   .24*** -   .24***

애착회피 → 자기자비  -.19*** -.13***

(-.19 ∼ -.07)  -.32***

애착회피 → 사회불안   .60*** .07**

(.02 ∼ .13)   .67***

내면화된 수치심 → 자기자비  -.54*** -  -.54***

내면화된 수치심 → 사회불안 -.03 .13*

(.02 ∼ .26) .10

자기자비 → 사회불안 -.24*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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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팬텀변수 검증

  불안정 애착과 사회불안 사이에는 이중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 간접효과의 유

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Chan(2007)의 방식으로 팬텀변수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불안정 애착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

개변인으로 하여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개별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

타났다.

표 12.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주. N=354, *p<.05, **p<.01, ***p<.001

경로 Estimate Lower Upper p

애착불안 →
내면화된 

수치심
→ 사회불안 -.011 -.075 .051 .712

애착불안 → 자기자비 → 사회불안 .036 .006 .082 *

애착불안 →
내면화된 

수치심
→ 자기자비 → 사회불안 .048 .008 .098 *

애착회피 →
내면화된 

수치심
→ 사회불안 -.005 -.038 .022 .703

애착회피 → 자기자비 → 사회불안 .030 .006 .072 *

애착회피 →
내면화된 

수치심
→ 자기자비 → 사회불안 .021 .004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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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회불안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살펴보고, 불안정 

애착에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높은 대학생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불

안을 느끼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불안정 애

착의 두 차원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비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 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

치심과 자기자비를 매개로 한 구조모형 검증 결과, 불안정 애착(애착불안, 애착

회피)이 높아질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아지고, 자기자비가 낮아져 사회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기자비가 낮아지

고 사회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불안정 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

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 사회불안과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불안정 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애착불안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는 완전매

개 하였고, 애착회피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는 부분매개 하였다. 

  넷째, 불안정 애착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비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애착회피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

심과 자기자비는 완전매개 하였고, 애착회피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비는 부분매개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불안정 

애착을 가진 대학생의 사회불안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상관분석에

서 불안정 애착과 사회불안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불안정 애

착과 사회불안 사이에 정적 상관을 나타낸 조영미와 이희경(2013)의 연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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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였으며, 애착불안보다 애착회피가 사회불안과 더 상관이 높다는 김은혜

(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과 사회

불안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구조모형 검증 시에는 애착회피는 사회불

안과 직접경로가 유의한 반면에, 애착불안은 사회불안과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

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영미와 이희경(2013)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김나경과 양난미(2016), 차지연(2016)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 이유

는 Shaver와 Mikulincer(2002)과 Brennan등(1998)의 주장을 통해 설명 할 수 

있다. Shaver와 Mikulincer(2002)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각기 다른 정서조절 

전략과 대처 양식을 사용하는 독립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Brennan등(1998)은 두 차원을 살펴보았을 때 타인과 자신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높은 애착불안 수준을 가진 사

람은 타인에 대한 긍정적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들과 사회

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경향

이 있고, 높은 애착회피가 수준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 내적 작동모

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내적 

작동모델의 차이로 인하여 애착불안과 사회불안의 직접경로의 유의도와 애착회

피와 사회불안의 직접경로 유의도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둘째, 불안정 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 결과, 불안정 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 사회불안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

었으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 사회불안과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

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연구자의 두 번째 연구가설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이연규와 최한나(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불안정애착과 내면

화된 수치심 그리고 사회불안간의 각각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다룬 기존 연구들

에서는 대부분 유의한 결과 보였고, 이론적으로도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이 전제

됨에도 불구하고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불안정애착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치료적 개입으로써 구체적인 방향을 다룬 연

구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불안정애착과 사회불안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온 이연규와 최한나(2013)의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근거를 찾아보려한다. 이연규와 최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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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의 연구에선 조사 대상인 대학생의 316명 중 남학생이 96명(30.4%), 여

학생은 220명(69.6%)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인 대학생의 354명 중 남학생이 158명(44.6%), 여학생은 196명

(55.4%)으로 위의 연구보다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살

펴보면, 심은정(2016)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불안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국외 연구에서도 실제 18세-24세의 508명의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유의하게 불안이 높았고

(Mahmoud, Staten, Hall, & Lennie, 2012), 또 다른 249명을 대상으로 한 대

학생 연구에서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불안을 경험하였다(Misra & 

McKean, 2000). 이렇듯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불안을 더 느끼는데 이연규와 최

한나의(2013)연구에서보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적었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접근을 해보

자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354명 중 4학년의 비율이 195명(55.1%)으로 4학년

의 비율이 316명 중 56명(17.7%)인 이연규와 최한나의(2013)연구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것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대학생 시절에서의 많은 경험과 활

동을 통하여 초기 대학생 시기에 비해 후기 대학생 시기의 학생들이 사회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더 낮아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셋째, 불안정 애착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애착불안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는 완전매개 하였고, 애착회

피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는 부분매개 하였다. 이는 불안정 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는 차지연(2015)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불안정 애착과 사회불안 간

의 부분매개 모형을 보고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확장시켜 불안정 애착 중 애착

불안이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보다는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으

며, 애착불안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매개효과가 중요

한 역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볼 수 있다.

  넷째,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

기자비가 이중매개 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이 사회불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기보다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비를 통해서 사회불안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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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 애착을 가진 대학생들의 사회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에 개입하고, 자기자비를 증진시키는 것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실제 상담 장면에 적용해본다면 실제 

상담 장면에서 불안정 애착으로 인해 사회불안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내면화된 

수치심을 낮추고 자기자비를 증진시킴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Mckay와 Fanning(2000)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는 변하지 않는 성격 특성이 

아닌 인지적 기술을 통해 개인이 습득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실제로 단기간의 자비 훈련과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자비 수준이 증진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사회비교 성향이 감소하였으며, 이

외에 우울 및 불안 수준의 감소 등 다양한 심리적 기능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

는 것이 보고되어(최영민, 2012; Leiberg et al., 2011) 후천적인 개입으로 인해 

자기자비 수준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변화가 어려운 

성격특성 변인인 애착관계보다는 후천적인 개입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고 개인에

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자기자비가 사회불안, 불안정 애착에 대해 효과

적인 개입 및 치료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불안정애착 유형에 따라 다른 개입을 

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비난과 타인에게 버림받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높아질 수 있고 발표 등 

타인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비난 받을 것에 대한 예기 불안이 높아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중심치료의 주요 기법인 ‘자비로운 심상’을 사용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Gilbert(2010)는 자기비난 경향이나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위협에 처했을 때 스스로를 달래는 진정-안전 체계(soothing-safety 

system)를 활성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하며, 따라서 안도, 온정, 달램의 감정을 일

으키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이와 같은 

감정을 유발하는 심상을 활용하도록 제안하였는데, 예를 들어, 따뜻함과 수용으

로 나를 바라보아 줄 수 있는 완벽한 양육자를 떠올리는 심상(Lee, 2005), 완전

히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있는 심상(Gilbert, 2010) 등이 그것이다. 애

착불안이 높은 대학생에게 이러한 훈련은 사회불안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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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이와 달리,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독립성을 침해당할까 두

려워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며, 힘들 때 타인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반대로 거리를 두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들과는 다

른 제안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자비의 하위 요인인 마음 챙김을 기초로 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MBSR)을 제안하려 하는데 마음 챙김과 수용을 중심으

로 한 이 접근에서는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을 바꾸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이를 회

피하거나 싸우려는 경향을 감소시킴으로써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 데 초점을 둔

다(Hayes et al., 1999). 이 방법은 안전한 장소나 타인을 떠올려 작업하는 심상

작업과는 달리 스스로 신체감각을 관찰하는 바디스캔(body scan)과 호흡명상을 

통해 사회불안을 다룰 수 있다. 즉,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독립

성을 중요시 여기는 애착회피가 높은 대학생들에게 사회불안을 다루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불안으

로 인한 불편감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혔듯이 대학생들은 대학생 시기에 특성으로 인해 겪는 사

회불안이 있다. 이렇듯 연령대 마다 다른 환경과 상황들로 사회불안을 겪을 것이

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김소연(2015)의 연구를 토대로 두 변인 간의 부적인 관

계를 가정하였다. 하지만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비 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두 변인 간의 관련성에 대해 좀 더 명확

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애착과 사회불안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 

효과가 유의 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남녀의 비

율, 그리고 학년의 비율에 차이에 근거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이유를 설

명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근거들에 의해 결과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변인을 측정할 때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자기보고식 설문지는 응답 시 연구 참여자들이 방어적으로 응답하였거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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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바람직하게 보이기 위해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불성실하게 답변하여 

자료가 편향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다양

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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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

다음은 귀하가 자신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 표시 해주십시오.

번호 내     용
그런

경우가 

없다

가끔

그렇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상황에서도 편안함을 느낀다. ⓵ ⓶ ⓷ ⓸ ⓹

2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려야하는 자리는 피하려고 한
다.

⓵ ⓶ ⓷ ⓸ ⓹

3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쉽게 마음이 편안해 진다. ⓵ ⓶ ⓷ ⓸ ⓹

4 특별히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⓵ ⓶ ⓷ ⓸ ⓹

5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임에서 종종 당황함을 느낀다. ⓵ ⓶ ⓷ ⓸ ⓹

6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임에서 대개 차분하고 편안하다. ⓵ ⓶ ⓷ ⓸ ⓹

7 이성에게 말을 걸 때 대체로 마음이 편하다. ⓵ ⓶ ⓷ ⓸ ⓹

8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을 피하려 한다. ⓵ ⓶ ⓷ ⓸ ⓹

9 새로운 사람과 만날 기회가 생기면 자주 응한다. ⓵ ⓶ ⓷ ⓸ ⓹

10
우연하게 남녀가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종종 예민해지고 
긴장된다.

⓵ ⓶ ⓷ ⓸ ⓹

11 사람을 잘 알게 되기 전까지는 같이 있는 것이 긴장된다. ⓵ ⓶ ⓷ ⓸ ⓹

12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 보통 편안함을 느낀다. ⓵ ⓶ ⓷ ⓸ ⓹

13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있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 ⓵ ⓶ ⓷ ⓸ ⓹

14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보통 마음이 편치 않다 ⓵ ⓶ ⓷ ⓸ ⓹

15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대체로 편안함을 느낀다. ⓵ ⓶ ⓷ ⓸ ⓹

16 사람들에게 소개될 때 긴장하고 마음을 졸인다. ⓵ ⓶ ⓷ ⓸ ⓹

17
방에 낯선 사람이 꽉 차 있어도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다.

⓵ ⓶ ⓷ ⓸ ⓹

18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가가서 어울리는 것은 피하고 싶
다. ⓵ ⓶ ⓷ ⓸ ⓹

19 윗사람이 나와 이야기하기를 원하면 거리낌 없이 응한다. ⓵ ⓶ ⓷ ⓸ ⓹

20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 신경이 예민해진다. ⓵ ⓶ ⓷ ⓸ ⓹



21 사람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⓵ ⓶ ⓷ ⓸ ⓹

22 파티나 친목회에서 기꺼이 사람들에게 말을 건넨다. ⓵ ⓶ ⓷ ⓸ ⓹

23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단에서는 좀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
다. ⓵ ⓶ ⓷ ⓸ ⓹

24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약속을 피하려고 자주 핑계를 생
각해낸다.

⓵ ⓶ ⓷ ⓸ ⓹

25 때때로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는 책임을 맡는다. ⓵ ⓶ ⓷ ⓸ ⓹

26
공식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모임을 피하려고 한
다.

⓵ ⓶ ⓷ ⓸ ⓹

27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약속이면 대체로 다 지킨다. ⓵ ⓶ ⓷ ⓸ ⓹

28 다른 사람들과 쉽게 편해질 수 있다. ⓵ ⓶ ⓷ ⓸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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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성인 애착 척도

다음은 귀하가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생각과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 표시 해주십시오.

번

호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아주

그렇

다

1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2
때로 다른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 없이 나에 대한 그

들의 감정을 바꾸곤 한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3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비교적 쉽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4 다른 사람들이 내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5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 한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6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화나있을 때만 나에게 주목하는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7 다른 사람들은 나와 내 욕구를 잘 이해한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8 버림받을까봐 걱정하는 일은 별로 없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9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에 대해 의논한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10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만큼, 그들도 내

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봐 걱정한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11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 속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12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걱정된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13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얻고자 하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

주지 않을 때는 화가 난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14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표현했을 때, 그들이 나

에 대해 같은 감정이 아닐까봐 걱정된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15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까봐 자

주 걱정한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16 다른 사람들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것이 편하지 않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17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만든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18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도움이 된

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19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20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갖는 호감만큼 그들도 내게 강

한 호감을 가지기를 원한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21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대해 걱정이 많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22
매우 가까워지고 싶은 나의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내

게서 멀어지기도 한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23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걱정하는 일이 거의 없

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24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만큼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25
다른 사람들이 잠시 떠나있으면 그들이 나 아닌 누군

가에게 관심을 갖게 될까봐 걱정한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26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27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매우 편하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28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29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30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31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을까봐 자

주 걱정한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32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33 내 문제나 걱정거리를 보통 다른 사람들과 의논한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34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편

안하게 느낀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35
다른 사람들이 내게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안하

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36
일단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알게 되면, 그들이 있

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렵다.
⓵ ⓶ ⓷ ⓸ ⓹ ⓺ ⓻



부 록 3.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자신 스스로에게 드는 느낌과 생각을 떠오르는 대로 
해당 란에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내     용
그런

경우가 

없다

가끔

그렇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나는 스스로 괜찮다고 느낀 적이 없다. ⓵ ⓶ ⓷ ⓸ ⓹

2 나는 어쩐지 내쳐진 느낌이다. ⓵ ⓶ ⓷ ⓸ ⓹

3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낀다. ⓵ ⓶ ⓷ ⓸ ⓹

4
나는 대체로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⓵ ⓶ ⓷ ⓸ ⓹

5 나는 스스로를 비웃고 자신을 얕본다. ⓵ ⓶ ⓷ ⓸ ⓹

6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하다. ⓵ ⓶ ⓷ ⓸ ⓹

7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결코 기대(이상)에 부합하

지 못한다고 느낀다.
⓵ ⓶ ⓷ ⓸ ⓹

8 나는 내 자신이 매우 작고 보잘 것 없이 느껴진다. ⓵ ⓶ ⓷ ⓸ ⓹

9 나는 자부심이 강하다. ⓵ ⓶ ⓷ ⓸ ⓹

10
나는 부적절감을 강하게 느끼고 자신에 대한 회의로 가

득차 있다.
⓵ ⓶ ⓷ ⓸ ⓹

11
나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인

간으로서 뭔가 결함이 있는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12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그들만

큼 중요하지가 않다.
⓵ ⓶ ⓷ ⓸ ⓹

13
다른 사람 앞에서 내 결점이 드러나는 것이 나는 아주 

무섭다.
⓵ ⓶ ⓷ ⓸ ⓹

14 나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⓵ ⓶ ⓷ ⓸ ⓹

15 나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늘 부족함을 볼 뿐이다. ⓵ ⓶ ⓷ ⓸ ⓹

16 다른 사람들이 내 결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한다. ⓵ ⓶ ⓷ ⓸ ⓹

17
나는 실수를 하면 몽둥이로 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싶다.
⓵ ⓶ ⓷ ⓸ ⓹

18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⓵ ⓶ ⓷ ⓸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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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실수를 하면 나는 움츠려 드는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20
나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생각해

서 결국 압도되고 만다.
⓵ ⓶ ⓷ ⓸ ⓹

21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대해 걱정이 많다. ⓵ ⓶ ⓷ ⓸ ⓹

22 때로 내가 수천 조각으로 부서질 것 같이 느껴진다. ⓵ ⓶ ⓷ ⓸ ⓹

23
나는 내 신체와 감정에 대한 통제감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⓵ ⓶ ⓷ ⓸ ⓹

24 때로 나는 콩알처럼 아주 작게 느껴진다. ⓵ ⓶ ⓷ ⓸ ⓹

25
때로 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같을 때 땅이 열려 나

를 삼켜버렸으면 싶다.
⓵ ⓶ ⓷ ⓸ ⓹

26 내 안에는 내가 채울 수 없는 고통스러운 괴리가 있다. ⓵ ⓶ ⓷ ⓸ ⓹

27 나는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음을 느낀다. ⓵ ⓶ ⓷ ⓸ ⓹

28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⓵ ⓶ ⓷ ⓸ ⓹

29 나의 외로움은 텅 빈 공허감과 같다. ⓵ ⓶ ⓷ ⓸ ⓹

30 나는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다. ⓵ ⓶ ⓷ ⓸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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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

다음은 귀하가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귀하가 문항에 기술되어 있는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행동하는지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표 해 주십시오.

번

호
내     용

거의

아니다

조금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

고 비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기분이 처질 때, 잘못된 모든 일을 강박적으로 떠

올리며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상황이 나에게 좋지 않게 돌아갈 때, 그러한 어려

움은 모든 사람이 겪는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부족한 점을 생각하면, 세상과 단절되고 동떨

어진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마음이 아플 때, 내 자신을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에게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를 하면, 내 능력

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기분이 축 처지고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 세상에

는 나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정말로 힘들 때는, 내 자신을 더욱 모질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는, 

감정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도 그러한 부족감을 느낄거라는 생각을 떠올리려고 애

를 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견디거나 

참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정말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내게 필요한 돌봄과 

부드러움으로 나를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기분이 처져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상황에 대해 균

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가 겪은 실패들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

을 수 있는 일로 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자신의 어떤 면들을 보면, 

스스로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나에게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하면, 그 상황을 

가급적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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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내가 정말로 힘들게 애를 쓰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틀림없이 나보다 더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한

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어떤 일로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 내 감정

에 휩싸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고통을 겪을 때는 나 자신에게 약간 냉담하게 대

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기분이 처질 때면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갖고 내 

감정에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함에 대해 관대하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크게 부풀려서

(확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하면, 나 혼자만 실패한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6
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

고 견디어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