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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응행동 간 관계에서 부와 모애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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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주목 은 청소년들의 부 응 행동과 자아존 감 간의 계를 규명하고, 자아존 감과 부 응 행동 간의 

계에서 부 애착과 모 애착의 조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해 D지역에 소재하는 H, G 고등학교 남·여학생 313명을 
상으로 편의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최종 으로 299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자료분석을 해 

SPSS win18.0 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단순상 계 분석을 실시한 후 본 연구의 주 목 인 상호작용모형을 

알아보기 하여 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자아존 감과 부

응 행동의 계는 부 인 방향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들의 자아존 감과 부 응 행동 간의 계에서 부 애착

은 조 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들의 자아존 감과 부 응 행동 간의 계에서 모 애착은 양 인 

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근거로 청소년 부 응 행동을 이기 한 논의를 제시하 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the maladaptive behavior of the youth 
and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father attachment and mother attachment in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and maladaptive behavior. Utilizing SPSS win18.0 program for data analysis, after carrying out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and a simple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interaction model,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of both self-esteem and maladaptive behaviors of adolescents was significant in the negative direction. Second, father 
attachment showed no moder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maladaptive behavior of 
adolescents. Third, mother attachment played a quantitative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and 
maladaptive behaviors of adolescents. This study suggested the implication to reduce youth maladaptive behavior in 
the base of these results.
 
Keywords : Father attachment, Maladaptive behavior, Mother attachment, Self-esteem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미래 주역이므로 우리사회가 건

한 사회로 나아가기 해서는 청소년시기가 매우 요

하다. 이시기 청소년들은 성인기로 이행하는 간 단계
에 있는 과도기시기로 다양한 발달과업을 이루는 동시에 

신체 ․정신 ․인지  변화를 겪는 시기이며, 특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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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부터의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을 겪는 등 인간의  생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

서 다양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시기이도 하다. 
이 시기 청소년기에 요구되어지는 과업들을 하게 

해결한 청소년들은 성공 으로 성인기를 맞이하지만, 그
지 못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심리  갈등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부 응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된다[32]. 청소년
들에게 있어 청소년 비행 같은 부 응 행동은 주요한 반

사회  행동으로 비행  범죄 등과 같은 이상심리의 원

인 는 결과가 되기도 하며[13], 개인의 정신건강과 
련하여 자살 등 보다 심각한 결과를 래할 가능성도 있

다[34].
청소년들의 부 응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들은 청소년 

개인  요인, 가정환경 요인, 학교 요인, 사회문화  요

인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요
인들  개인  요인인 자아존 감은 부 응 행동과의 

련성에 해 많은 심을 받으며 연구되어 온 변인  

하나이다. 자아존 감은 자신을 형성하고 지탱하는 정

 혹은 부정 인 평가로서 자기수용, 자기존  등 생활

에 응하기 한 필수 인 요소이다[11, 31]. 
자아존 감은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함으로써 형성되

기도 하고 자신이 요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데, 이 에서도 모든 계의 첫 출발인 가
정에서 부모를 통해 사회  계의 기 와 습 , 가치  

등을 배우기 때문에 부모의 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8]. 상호작용 과정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청소
년들은 손상된 자아존 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안을 

찾게 된다.    
Kaplan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안의 한 방법으로 일

탈행동을 하거나 비행을 하면서 손상된 자아존 감을 회

복하려고 한다. 이런 행동은 청소년들의 부 응 행동으

로 통 인 집단으로부터 배척받은 청소년들이 낮은 자

존감을 회복하기 한 응 이고 방어 인 반응이 되는 

것이다[23].
그러므로 자아존 감은 부모와의 지속 인 상호작용 

계 속에서 형성되는 부모와의 애착 계가 아동기 뿐 

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3]. 따라서 청소년기 부모와의 애착은 애착 상에 

한 행동과 상호작용은 어들더라도 부모에 한 애착

의 요성이 강조되어 여 히 정서 인 부분에 많은 

향을 주어 청소년의 우울이나 불안, 심리  안녕 등에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27]. 
신연희[33]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자아존 감이 

비행을 일으키게 하는 과정은 어머니의 역할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음을 시사 하면서, 청소년들이 어머니와 좋은 
계를 맺고 있다면 낮은 자아존 감으로 인해 경미한 

비행을 지르게 되는 험은 어들 수 있음을 보고하

다. 최규하와 김민희[10]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응에 

아버지애착의 조 효과를 확인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
들을 통해 청소년 발달에 부모 모두의 애착이 요함을 

알 수 있으며,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들 자아존 감의 

부정 인 향을 조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지 까지 청소년들의 자아존 감과 부 응 행동 련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2, 5, 12, 16, 18, 21, 26, 
35,], 부모애착을 어머니 애착과 아버지 애착을 분리 혹
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독립변수, 
매개변수, 조 변수를 살펴본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4, 
10, 15, 18, 22, 24]. 그러나 청소년들의 자아존 감이 부

모(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지속 인 상호작용의 계 속

에서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부모 모두를 고려한 자아존

감과 부 응 행동 간 향력을 달리할 수 있는 조 변수

에 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부 응 행동이 자아존

감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와 그 향력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되는 부와의 애착과 모와의 애착을 조

변수로 투입하여 검증한 후 청소년들의 자아존 감이 

부 응 행동에 미치는 향력을 일 수 있는 개입 략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에 요한 의의를 갖는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 을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들의 자아존 감은 부 응 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들의 자아존 감이 부 응 행동에 

미치는 향력은 부와의 애착에 따라 달

라지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들의 자아존 감이 부 응 행동에 

미치는 향력은 모와의 애착에 따라 달

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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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청소년 부적응 행동

부 응은 개인과 환경과의 계에 있어서 부 하고 

부조화를 이루는 상태로서 개인의 욕구, 감정 등이 사회
 규범에 용납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일반 으로 일상

생활에서 보이는 사회  기 나 규범에 벗어난 행동을 

말하는데, 한국교육심리학회에서 펴낸 교육심리학 용어
사 [25]에서는 부 응을 “사회생활이나 인간 계에 있

어 부 응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행동으로 학교에서 잘 

싸우거나 무단결석이 잦고 질투가 심하다던가, 잘 훔치
는 등의 비행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부 응 행동은 환경과의 부 한 계로 인

하여 갈등을 일으켜 주  사람들과 원만한 인 계를 

이룰 수 없으며 사회 으로 용납 될 수 없는 행동을 한

다[6].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환되는 
과도기 단계에서 격한 신체․생리  변화 아울러 인지

 발달  심리  변화 등 여러 가지 변화들이 동시에 

빠른 속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 행동과 같은 심리사

회  부 응 행동에 더욱 취약하다고 보고되고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과도기 단계에 있

는 청소년들의 부 응 행동을 자신의 내  갈등이나 심

리  문제와 같은 우울, 불안 뿐 만 아니라, 감정이나 행
동의 한 억제가 결여되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 인 행동, 비행 등 외 으로 드러난 문제 행동을 할 

가능성까지 포 하여 정의한다.

2.2 자아존중감

자아존 감이란 개인의 행동 역 속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성격  속성으로 환경, 사상에 의해서 통
제되는 자기평가의 상태로 자신이 능력 있고 요한 사

람이며, 성공 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가리킨다. 
일반 으로 정 인 자아는 자신을 좋은 인격자로 

인식하여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멀어

지도록 하는데,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공통 으로 

자아존 감이 낮은 경향이 있고, 손상된 자아존 감으로 

인해 열등감을 호소하거나 이러한 열등감을 장하기 

해 사회에 반격을 가하는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

며[16], 개인에게 향을 미치는 모든 심리·환경  요인

들에 향을 받아 왔으며, 변인들과의 계를 탐색해 보
려는 시도들이 꾸 히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아존 감에 따른 부 응 

행동의 향력을 살펴보기 해 자아존 감을 청소년 자

신을 단하는 주 인 평가로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지에 한 인지  과정과 태도

를 포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3 부모와의 애착

애착이란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특징 개체에 형성하

는 정서  유 계로서 Bowiby[7]가 소아의 기발달
과 모성결핍의 향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발달 기 아와 주 양육자 사이 존재 하는 정서  유

를 정의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청소년기는 아동기와는 달리 표면 인 애착행

동이 감소하지만, 부모와의 애착이 여 히 요한 안정

기지로 남아 있어서 을 느끼거나 스트 스 시에는 

애착체제를 재 활성화 하고 부모애착 계에서 도움이나 

심리  안정을 구하게 된다. 부모와의 안정  애착은 자

신감  자존감, 정서  응과 높은 련성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1, 9, 36].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 감이 부 응 행동에 

미치는 향에 있어 부와의 애착, 모와의 애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조 효과 분석을 통해서 확인 하고자하

며, 부모와의 애착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로부터의 
심과 소통의 정도  의지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연구 목 에 따라 이론  배경과 선행연

구 고찰을 토 로 아래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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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를 해 D지역에 소재하는 H, G 고등학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표집은 편
의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학교를 직  방문하여 

연구에 한 설명을 한 후 설문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

한 남·여학생 313명을 무작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시행

하 다. 회수된 설문지 에서 무성의하게 응답하 거나 

미완성된 설문지 14부를 제외한 299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3.3 측정도구

3.3.1 부적응 행동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부 응 행동을 측정하기 한 

도구로 Achenbach(1983)에 의해 개발된 청소년 자기행
동평가 척도(Youth Self Report)를 오경자외 [30] 가 한
국어 으로 개발하여 표 화한 것으로 K-YSR은 자기보
고 형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가 집단을 통해 

K-YSR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 8가지 요인의 118문
항  ‘ 축, 신체증상, 우울/불안’25문항을 포함하는 내
재화 문제 척도와 ‘비행, 공격성’30문항의 외 화 문제

로 총 55문항을 사용한다. 각 문항은 3  Likert 척도로
서, 수가 높을수록 부 응 문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에 한 수는 ‘  그

지 않다’에 0 , ‘가끔 그 다’에1 , ‘자주 그 다’에 2
을 부여하 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으로 나
타났다.

3.3.2 자아존중감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아존 감을 측정하기 한 

척도로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병제[17]가 번안
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RSES)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11문항으로, ‘매우 그 지 않다’1 , ‘그 지 

않다’2 , ‘그 다’3 , ‘매우 그 다’4  까지 4  

Likert 척도로서,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병제[17]연구에서 
Cronbach’s α= .85 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 .85로 나타났다.

3.3.3 부모애착

본 연구의 조 변수인 청소년의 부모에 한  애착을 

측정하기 해서 Armsden 과 Green berg(1987)가 제작

한 부모  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and Peer 
Attachment-Revised Version:IPPA-R)를 옥정[29]이 번
안 수정한 자기보고형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는 ‘부모애착 척도’만을 사용하 다. 부모애착 척도는 총 
25문항이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서, 수가 높

을수록 애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
도는 옥정[29]의 연구에서 부애착 신뢰도가 Cronbach’s 
α= .93, 모애착 신뢰도는 Cronbach’s α= .92 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애착 Cronbach’s α= .91, 모애착  
Cronbach's α= .91로 나타났다. 

3.3.4 통제변수

청소년들의 자아존 감과 부 응 행동의 향에서 부

모애착의 조 효과를 좀 더 정 하게 검증하기 하여 

조사 상자의 성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 다.

3.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해 SPSS win18.0 로그램

을 활용하 다. 첫째, 주요변수의 황을 악하기 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 등의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독립변수(자아존
감)와 종속변수(부 응 행동), 조 변수(부모애착) 간의 
계에 한 기 인 단자료로 활용하기 해 단순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본 연구의 주 목 인 

상호작용모형을 알아보기 하여 계  다회귀분석

(Multipl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4.1 청소년의 성별 

본 연구는 D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재학 인 남·
여 학생을 연구 상으로 한다. 연구 상자들의 성별은 

Table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학생이 53.5%, 여학생
이 46.5% 비슷한 비율을 보 다.

 

Variable Frequency (persons) Ratio (%)

Sex

Man 160 53.5

Woman 139 46.5

Table 1. The subjects of Sex                (N=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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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성별에 따른 평균차를 통한 유의성 검정

조사 상자의 부 응 행동, 자아존 감, 부 애착, 모 
애착 변수의 평균과 표 편차를 나타낸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먼  종속변수인 부 응 행동은 평균 .49(표
편차 .28)로 보통이하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
수인 자아존 감은 4  척도 상에서 평균 2.57(표 편차 

.46)로 보통수  보다 조  높게 나타났으며, 조 변수

인 모 애착과 부 애착은 5첨 척도 상에서 각각 평균 
3.32(.60), 3.49(.58)로 모두 보통수  보다 조  높게 나

타났다.
   

Variable Minimum maximum Average Standard 
deviation

Maladaptive 
behavior 0 2 .49 .28

Self Esteem 1 4 2.57 .46
father attachment 1 5 3.32 .60
mother attachment 2 5 3.49 .58

Table 2.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major variables                     (N=299)

4.3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조  회귀분석에 앞서 조사 상자의 부 응 행동, 자
아존 감, 부 애착, 모 애착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모든 변수들에서 부 ·정  경향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Variable Maladaptive 
behavior

Self 
Esteem

Father 
attachment

Mother 
attachment

Maladaptive 
behavior

Self Esteem .479***
Father attachment -.455*** -.534***

Mother 
attachment -.452*** -.549*** .632***

***p<.001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N=299)

4.4 자아존중감과 부적응 행동의 관계에서 

    부 애착과 모 애착의 조절효과 검증

자아존 감과 부 응 행동의 계에서 부 애착과 모 

애착이 자아존 감이 향력을 조 할 수 있는지 알아보

기 해 통제변수, 독립변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한 
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Model Ⅰ은 통제변
수를 투입하 고, Model Ⅱ는 독립변수인 자아존 감을 

투입하 으며, Model Ⅲ은 조 변수인 부 애착과 모 애

착을 투입하고, Model Ⅳ에서 조 변수인 부 애착과 모 

애착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 으로 투입하 다. 여기서 
통제변수인 성별은 더미변수로 변환 후 분석하 으며, 
상호작용 변수는 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의 문제를 해결

하기 하여 각 변수를 센터링하여 표 수로 변환한 

후, 곱해주어 구성하 다.
변수들 간 다 공선성 진단 결과 모든 변수에서 공차

한계(tolerance)가 .1이상, 분산팽창요인(VIF)은 10이하
로 다 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4.1 자아존중감과 부적응 행동의 관계에서 

      부 애착의 조절효과 검증

자아존 감과 부 응 행동의 계에서 부 애착의 조

효과 검증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 다.
먼 , 모델 Ⅰ에서 통제변수 성별을 투입한 결과 성별

이 부 응 행동에 양(+)의 계에서 유의수  p<.001 이
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Ⅱ
는 모델 Ⅰ에서 자아존 감을 추가하여 회귀시킨 것으

로, 모델 Ⅰ에 비해 28% 더 설명하고 있으며(R²=.36), 
자아존 감은 부 응 행동에 음(-)의 계에서 유의수  

p<.001(β=-.53) 이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모델 Ⅲ은 모델 Ⅱ에서 부 애착을 추가하여 회귀시킨 

것으로, 모델 Ⅱ에 비해 3% 더 설명하고 있으며
(R²=.39), 부 애착은 부 응 행동에 음(-)의 계에서 유
의수  p<.01(β=-.16) 이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자아존 감은 부 응 행동에 음

(-)의 계에서 유의수  p<.001(β=-.46) 이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Ⅳ는 모델 Ⅲ에서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회귀시

킨 결과이다. 모델 Ⅲ에 비해 1% 더 설명하고 있으며
(R²=.40), 자아존 감은 부 응 행동에 음(-)의 계에서 
유의수  p<.001(β=-.80) 이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부 응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 애착은 부 응 행동에 음(-)의 
계에서 유의수  p<.05(β=-.61) 이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부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부 응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 효과 검증결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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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자아존 감과 부 애착이 상호작용하여 부 응 행

동에 유의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Table 4. Verification of parts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ttachment 
maladaptive behavior               (N=299)

Variable
Maladaptive behavior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β t β t β t β t

Sex⁺ .30
5.44
***

.19
4.01
***

.18
4.07
***

.18
3.93
***

Self Esteem -.53
-9.41
***

-.46
-8.21
***

-.80
-3.67
***

Father 
attachment

-.16
-3.37

**
-.61

-2.45
*

vibration-rotati
on interaction
(Self-esteem × 

Father 
attachment)

.74 1.81

R² .09 .36 .39 .40
Adj. R² .08 .36 .38 .39

F 30.40*** 90.51*** 66.63*** 51.10***
Durbin-Watson 1.85
*p<.05,  **p<.01. ***p<.001
reference group: male, comparison group: female

4.4.2 자아존중감과 부적응 행동의 관계에서 

      모 애착의 조절효과 검증

자아존 감과 부 응 행동의 계에서 모 애착의 조

효과 검증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 다.
먼 , 모델 Ⅰ에서 통제변수 성별을 투입한 결과 성별

이 부 응 행동에 양(+)의 계에서 유의수  p<.001 이
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Ⅱ
는 모델 Ⅰ에서 자아존 감을 추가하여 회귀시킨 것으

로, 모델 Ⅰ에 비해 28% 더 설명하고 있으며 (R²=.36), 
자아존 감은 부 응 행동에 음(-)의 계에서 유의수  

p<.001(β=-.53) 이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모델 Ⅲ은 모델 Ⅱ에서 모 애착을 추가하여 회귀시킨 

것으로, 모델 Ⅱ에 비해 3% 더 설명하고 있으며
(R²=.39), 모 애착은 부 응 행동에 음(-)의 계에서 유
의수  p<.001(β=-.18) 이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자아존 감은 부 응 행동에 

음(-)의 계에서 유의수  p<.001(β=-.45) 이하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Ⅳ는 모델 Ⅲ에서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회귀시

킨 결과이다. 모델 Ⅲ에 비해 1% 더 설명하고 있으며

(R²=.40), 자아존 감은 부 응 행동에 음(-)의 계에서 
유의수  p<.001(β=-.89) 이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부 응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 애착은 부 응 행동에 음(-)의 
계에서 유의수  p<.01(β=-.68) 이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모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부 응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한 자

아존 감과 모 애착이 상호작용하여 부 응 행동에 양

(+)의 계에서 유의수  p<.05(β=.77) 이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 애착이 청소년들의 자아

존 감과 부 응 행동 간 계를 조 하는 효과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Variable
Maladaptive behavior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β t β t β t β t

Sex⁺ .30
5.44
***

.19
4.01
***

.21
4.54
***

.20
4.32
***

Self Esteem -.53
-9.41
***

-.45
-8.81
***

-.89
-4.15
***

Mother 
attachment

-.18
-3.75
***

-.68
-3.09

**
vibration-ro

tation 
interaction
(Self-estee

m × Mother 
attachment)

.77 2.30*

R² .09 .36 .39 .40
Adj. R² .08 .36 .39 .40

F 30.40*** 90.51*** 67.54*** 52.64***
Durbin-Wat

son 1.92

*p<.05,  **p<.01. ***p<.001
reference group: male, comparison group: female

Table 5. Verification of parent attached regulatory 
effect on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and
maladaptive behavior                    (N=299)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주목 은 청소년들의 부 응 행동과 자아

존 감 간의 계를 규명하고, 자아존 감과 부 응 행

동 간의 계에서 부 애착과 모 애착의 조 효과를 검증

하 다.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이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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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와의 애착, 모와의 애착과 자아존 감은 부 응 행

동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모 애
착과 자아존 감이 상호작용하여 청소년들의 자아존

감과 부 응 행동 간 계를 조 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부 애착은 청소년의 자아존 감과 부

응 행동 간 계를 조 하는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 까지 진행되어온 선행연구들

[4,10,18]과 맥을 같이하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 어머니 
애착만이 청소년들의 자아존 감과 부 응 행동 간 계

를 조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는 자녀와 어머니가 

아기부터 기애착이 형성되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아

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를 보살피는 행동을 주로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양상이

라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토 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자아존 감을 높이고 응  행동

을 하도록 돕는데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이 부모이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지속 인 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고 자각할 때 자신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사회

응에 자신감을 갖고 응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어들면 신체, 심리, 행동 특성의 많은 변화가 생기고, 
부모 한 다양한 스트 스를 받는 자녀와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할 것인지에 해 혼란스러워하고 고민을 하며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따라서 부모-자녀 계에서의 갈
등과 다양한 문제에 효과 으로 처할 수 있도록 부모

의 역량을 계발하고, 궁극 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효과

인 지지체계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보 하는 것이 요하다.
둘째, 청소년들 스스로도 정  자기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구체  방안으로 청소

년 심성수련 로그램을 제시한다. 심성수련은 자기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개인  성장에의 자신감을 갖도

록 하며 인 계의 능력을 발 시킬 수 있는 장이다. 그
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그 집단 속에서 자아를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자기를 돌이켜 보고 자아를 발견하며 나아가 자기 

자신에 한 정  사고  신념을 갖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

되지 않으며 분노, 우울, 불안 등의 정서  부 응 문제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인식 명확성에 을 둔 

개인 는 집단 정서조  훈련 로그램을 개발하여 실

시함으로써 애착문제를 가진 청소년의 정서  문제 해결

을 통해 자아존 감을 증진시켜 청소년의 응을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서조  훈련 로그램 개

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정된 지역의 청소년만을 

상으로 조사를 시행하 기에 모든 청소년을 일반화하기

는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탈피
하여 청소년들의 부 응 행동에 한 향력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되는 부모애착을 부와 모로 구분하

여 그 향력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청소년들
의 성별에 따른 부모 애착의 조 효과에 한 비교분석 

 청소년기 연령을 고려하여 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 간에 한 비교분석을 심도 있게 악할 수 있는 

포 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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