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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분리 개별화 수준
및 대인관계성향의 차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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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분리-개별화 수준과 대인관계성향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도 소재 중, 고등학생 21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연구대상자는 우울경험질문지, 분리-개별화 척도, 대인관계성향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 집단을 상위 50%와 하위 50%로 나누고 자기 비난적 우울
과 의존적 우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분리 개별화 수준과 대인관계성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분리 개별화 수준에서는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가독립개별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공생 일차적 불안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분리 개별화 수준에 있어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에서는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
이 낮은 집단에 비해 역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존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에 비해 사회적 관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에 있어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논의 및 후속 연구에 대
한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자기 비난적 우울 의존적 우울 분리 개별화 대인관계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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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향의 차이’를 요약 및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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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을 통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우울
의 경험은 복합적, 이질적(heterogenenous)현상으로,
경하고 일시적인 불행감에서부터 보다 지속적이면서
사람을 무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질병으로서의 임상
적 장애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근거한 비교
적 적절한 반응일 수도 있고, 심각한 현실의 왜곡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Blatt, Quinlan, Chevron,
MeDonald, & Zuroff, 1982).

임상가들과 정신병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우울
증의 원인, 과정, 증상,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우울증
을 구분하려고 노력해왔다. 정신병적 대 신경증적,
내인성 대 반응성, 일차적 대 이차적 등 우울증을
구분하는 이러한 시도들은 각 하위 집단에서 발견된
상당한 이질성으로 인해 우울증 연구나 임상적 적용
에 있어서 그다지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Gotilb, Lewinsohn, & Seeley, 1995). 따라서 우울증
에 대한 다른 차원의 구분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러
연구자들은 우울이 개인의 소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소질-스트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Abramson, Metalsky,
& Alloy, 1989). 이 모델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인과 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정
신병리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사람에 따
라 우울 발생에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개인적인 우
울성 소질을 가진 사람이 그 자신의 성향과 관련이
있는 생활사건에 부딪치면 우울증상을 경험하게 된
다는 것이다(Blatt & Zuroff, 1992; Hammen,
Ellicott, & Gitlin, 1989; Robins & Luten, 1991
;Rude & Burnham,1993; Segal, Shaw, Vella, &

우울에 취약한 이러한 성격적인 특성으
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울 취약
성은 의존적 우울취약성과 자기 비난적 우울 취약성
으로 분류하며 그 중 의존적 우울 취약성은 비주장
성, 헌신성, 간섭성 및 피착취성 등의 대인관계문제
를 유발하는 반면, 자기 비난적 우울 취약성은 지배
성, 경쟁성, 냉담성, 회피성 등의 대인관계문제를 유
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의존적인 집단과 자기 비난적
Katz, 1992).

인 집단이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영역
과 관련됨을 보여주었다(김은정, 권정혜, 1998; 오현
주, 1997; 윤현수, 2000). 이러한 선행연구에 의해, 자
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의 대인관계양상이 상
이하게 나타나므로 우울취약성에 따른 대인관계양상
을 예언하고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Mahler(1975)는 영아가 생후 1년이 넘어서야 비
로소 자신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독특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데, 이를 영아의 분리-개별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생의 초기 3년 동안 유아와 어머니 간
의 분리 경험을 ‘심리적 탄생(psychological birth)'이
라고 명명하면서 일차적 개별화를 통해 물리적인 독
립성을 인식하게 되고 어머니의 존재를 내면화하게
된다고 보았다.
Blos(1979)도 역시 정신 역동적 관점에서, 자아의
적응체계 형성을 청년기 발달의 주요지표로 간주하
여, 청년기 발달을 이차적 개별화 과정(secondary
individuation process)으로 설명하였다. 이차 개별화
는 청년의 자아가 부모로부터 이탈해 가는 과정으
로, 유아기 때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초월하여 자
의식을 재조직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청년기 동안
부모에 대한 의존 관계를 거부하고 부모의 내재화된
영향력으로부터 심리적으로 해방되어, 스스로 신체
및 성적 변화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된 자
아의 적응체계를 확립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으
로 발달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Mahler(1975)는
의존적 우울의 대상관계를 미분화되어 공생적인 특
징을 갖는 분리-개별화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고 자기 비난적 우울은 의존적 우울보다 더 높
은 자아 발달 수준에 해당하며 이 유형에 속한 사람
들의 대상관계는 분리와 독립이라는 좀 더 후기의
발달 단계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의존적 우울의
경우 공생단계에 머물러 타인과의 보살핌과 관계 욕
구, 사랑과 인정욕구가 강한 반면, 자기 비난적 우울
의 경우 보다 발달된 발달 단계에 있어 독립, 성취
욕구등이 강한 양상을 띤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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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에 따라 분리-개별화 수준이 어떤 양상을 띠며 대
인관계성향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
는 첫째,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
이 부모와 자녀사이의 애착형성, 안정적인 애착의
유지와 함께 자율성 획득, 부모와의 정서적 분리 등
이다(Bloom, 1980). 청소년기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의 유지와 분리과정은 부모자녀 사이의 상호의
존적인 발달과제로서 청소년들의 사회 심리적 적응
행동에 핵심역할을 하여 성인기로의 전환을 위한 가
장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지적되고 있다(Blos, 1979;
Havighourst, 1972). 즉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분리
-개별화(separation-individuation)를 이루고 자기 개
념의 분화로 건강한 자기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우울취약성에 따른 분
리-개별화 수준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둘째,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
고등학생들이 이루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과업중
의 하나가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이다. 청소년 시기
는 동년배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
(Coleman, 1978)로 타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
하는가에 관심이 많다. 한 예로 우리나라 중학생의
경우 고민과 걱정거리를 상담하는 대상으로 친구가
4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어머니 12.3%, 형제자
매 9.4%, 아버지 3.3% 순으로 조사되었다(한국청소
년개발원, 1994).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신체적, 정서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원
만한 대인관계의 형성은 청소년기에 달성해야할 가
장 핵심적인 발달과업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따라
서 이 시기의 여러 정서적 문제와 과업에 있는 청소
년들의 우울 취약성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청소년들의 분리-개별화 수준과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를 알아보아 일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겪는 청소년상담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가설 1. 우울 취약성의 하위 집단에 따라 상이한
분리-개별화수준을 나타낼 것이다.
가설 1-1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분리개별화 수준 중 假 독립 개별화수
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의존적 우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분리개별화 수준 중 공생 일차적 불안 수준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분리개별화 수준의 하위요인에 있어 우
울 취약성은 상호작용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우울 취약성의 하위 집단에 따라 상이한
대인관계성향을 보일 것이다.
가설 2-1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대인관계 성향 중 역살성향과 표현성향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의존적 우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대인관계성향 중 사회적 관계성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대인관계성향의 하위 요인에 있어 우울
취약성은 상호작용효과를 보일 것이다.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중, 고
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학생 중 399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이 중 설문지를 부실기재한 응답자를 제
외한 2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
는 남학생이 96명, 여학생이 120명이었으며 학년별
로 보면 중학생이 54명 고등학생이 16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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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 대상자의 인적사항
1.

중학교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합계/백분율(%)

남

여

합계/백분율(%)

38

60

98/45.4

37

27

64/29.6

96/44.4

120/55.6

216/100

21

측정도구
우울경험질문지
Blatt(1976)등은 임상적 문헌을 통해서 우울의 증
상이 아닌 주관적 경험, 즉, 우울감과 빈번히 관련되
는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150개의 진술문을 토대로
우울경험질문지(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aire:
DEQ)를 개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66문항,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Blatt등(1976)은 세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는데, 제1요인은 “의존성”, 제 2요인은 “자
기비난성”, 제3요인은 “효능감”으로 나타났다. 효능
감을 제외한 두 요인은 Blatt(1974)의 정신분석적 이
론을 토대로 구분한 의존적 우울과 자기 비난적 우
울을 적절하게 설명한다(김순진, 1988). 또한 우울
경험의 두 요인인 의존성과 자기비난성은 정상인의
기분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며, 특정유형의 성격구조
를 의미하기도 하므로(Zuroff, Moskowitz, Wielhus,
Power, & Franko, 1983) 임상적 우울 집단이 아닌
정상인의 우울 경험 혹은 성격 유형을 측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Blatt등(1976)이 개발한 우울 경험
질문지를 조재임(1996)의 연구에서 요인 분석한 것
을 토대로 김현진(2002)이 요인 분석한 것을 참고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요인 중 제 3요인인 ‘효
능감’은 중점적으로 보고자하는 요인이 아니므로 분
석과정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는
자기 비난성이 .87, 의존성이 .84, 효능감이 .61이었
으며 전체 내적 일치도는 .90이었다.
(DEQ)

분리 개별화 척도
-

(S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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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개별화척도는 Levine, Green과 Millon(1986)이
제작한 청소년용 분리-개별화 척도(Separation -Individuation
Test for Adolescence: SITA)를 장근영과 윤진(1992)
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80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은 함입불안, 자기몰입,
분리불안, 건강한 독립, 거부에 대한 기대, 의존부정,
공생관계, 친구와의 결속 등이다. 이 중에서 건강한
독립, 의존부정, 자기몰입, 거부기대, 친구와의 결속
은 크게 가 독립 개별화(Individuation-Pseudo independent)
와 관련된 요인1로, 분리불안, 결속불안, 공생관계는
공생관계-일차적 불안(Symbiosis -Primary Anxiety)과 관
련된 요인2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
척도의 하위 요인을 구분한 공생관계-일차적 불안과
가 독립 개별화의 두 요인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장
근영과 윤진(1992)의 연구에서 나타난 이 척도의 내
적 일치도는 .83이고 김인경(1993)의 연구에서는 .87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일치도는 .88
이었다.
대인관계성향척도
본 연구에서는 안범희(1985)가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라는 논문에서 제작된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대인관계 성향을 5점 척
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검사지는 각 차원
별로 12개 문항씩 총 84문항이다. 영역별로 살펴보
면 역할성향은 지배/우월적, 독립/책임감적 성향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관계성향은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인 성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현성향
은 경쟁/공격적, 과시/자기도취적, 반항/불신적성향
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성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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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을 역할성향, 사회적 관계성향, 표현성향으
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내적
일치도는 .88이었다.
자료수집
서울과 경기도 소재 중 고등학생 399명에게 우울
경험 질문지(DEQ,) 분리 개별화(SITA), 대인관계성
향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총 232문항(중복문항3문
항포함)이었으며 설문 응답시간은 약 45분정도 소요
되었다. 허위 작성되는 것을 막고자 각 척도별로 한
문항씩 중복 문항을 넣었으며 신뢰로운 결과를 위해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결과를 알려준다는 표기를 하
였다.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자기 비난적 우울집
단을 상위, 하위 각각 50%의 두 집단으로 나누고
의존적 우울 집단 역시 상위, 하위 각각 50%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종속변인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자기 비난적 우울집단과
의존족 우울집단을 상위, 하위 각각 50%의 두 집단
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의 자료 통계 절차는 SPSS
13.0을 사용했으며 활용된 통계방법 및 절차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우울 취약성 척도와 대인관계성향척도, 분리개별화 척도의 내적 일치도 검사를 위하여 216명을
대상으로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를 구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셨다.
다섯째,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분리-개별화 수준과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이원변량분석 (Two-Way ANOVA)를 실시
하였다.
Pearson

결과
기술 통계학적 특성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자기 비난
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 상, 하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우울취약성과 분리개별화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을 보면 자기비난과 의존성은 r=.532(p<.01)수
준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자기 비
난적 우울이 높을수록 의존적 우울이 높아진다는 것
을 보여준다. 또 자기비난과 공생 일차적 불안은
r=.521(p<.05)수준으로 가 독립 개별화는 r=.330(p<.05)
수준으로 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을수록 공생 일차적 불안과 가 독
립 개별화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의존성
과 공생 일차적 불안은 r=.592(p<.01)수준으로 가 독
립 개별화는 r=.140(p<.05)수준으로 각각 정적상관관
계를 보였다. 이는 의존적 우울이 높을수록 공생 일
차적 불안과 가 독립 개별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
여준다.
다음으로 우울취약성과 대인관계성향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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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하위요인
자기 비난적 우울
우울취약성
의존적 우울
효능감
공생관계-일처적불안
분리-개별화
가독립 개별화
역할성향
사회관계성향
대인관계성향
표현성향
2.

M

88.91
105.68
38.82
77.6
140.6
69.1
78.6
106.1

표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의 상 하 집단의 평균
변인
자기 비난적 우울 상 집단
자기 비난적 우울 하 집단
의존적 우울 상 집단
의존적 우울 하 집단
3.

SD

,

표 우울취약성과 분리 개별화의 상관관계
자기비난
자기비난
1
의존성
.532**
공생 일차적 불안
.521*
가 독립 개별화
.330*
*p<.05, **p<.01

18.12
16.66
6.60
11.63
15.17
8.73
10.40
14.23

M

SD

102.94,
74.09,
96.98,
81.28,

11.072
10.819
16.345
16.372

4.

의존성

공생 일차적 불안

가 독립 개별화

1
.592*
.140*

1
.396*

1

표 우울취약성과 대인관계성향의 상관관계
5.

자기비난
자기비난
의존성
역할성향
사회적관계성향
표현성향

p<.05, p<.01

*

**

의존성

역할성향

사회적관계성향

표현성향

1
.532

**

1

*

.072

.148

*

-.202
.348

*

1

.143

*

.250*

.208

*

*

표 5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기비난과 역할성향은
r=.148(p<.05) 수준으로 표현성향은 r=.348(p<.05)수
준으로 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자
기 비난적 우울이 높을수록 역할성향과 표현성향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 의존성과 사회적 관계성향은

.612

1
.132

1

수준으로 표현성향은 r=.208(p<.05)수준
으로 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의존
적 우울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성향과 표현성향이
높음을 보여준다.
r=.143(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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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분리
개별화 수준의 차이
-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대한 분리-개
별화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
존적 우울 집단을 상위 50%, 하위 50%로 구분하여
각 조건에 따른 분리-개별화 수준 중 공생 일차적
불안의 통계치와 이원변량 분석결과를 표 6와 표 7
에 제시하였다.
표 7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기 비난적 우울에 따
른 공생 일차적 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216)=24.143, p<.01). 즉 자기 비난적 우울
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공생 일차적 불안
의 차이가 있었다.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의
평균은 82.37이고 잡은 집단의 평균은 72.50으로 자
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
은 공생 일차적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존적 우울에 따른 공생 일차적 불안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216)=32.552,
P<.01). 즉 의존적우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에는 공생 일차적 불안의 차이가 있었다. 의존적 우울

이 높은 집단의 평균은 83.08이고 낮은 집단의 평균
은 72.36으로 의존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에 비해 높은 공생 일차적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반면,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공
생 일차적 불안에 있어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216)=.993, p>.05). 즉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공생 일차적 불안의 주 효과는
상호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효
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
른 가 독립 개별화의 통계치와 이원변량 분석의 결
과를 표 8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에 나타난 것처럼 자기 비난적 우울에 따른
가 독립 개별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F(1,216)=11.264, p<.01). 즉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가 독립 개별화에 차
이가 있었다.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의 평균
은 144.67이고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가 독립 개별
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2는 지
지되었다.

표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공생 일차적 불안의 통계치
자기 비난적 우울
상위집단
N
하위집단
N
85.66
77.19
상위집단
73
32
(9.334)
(8.782)
76.05
70.44
의존성
하위집단
38
73
(11.630)
(9.743)
82.37
72.50
합계
111
105
(11.112)
(9.922)
6.

합계

7.

A˟B

오차
합계

95.987

1

95.987

20501.181

212

95.704

1328757

216

105

(9.932)
72.36

111

(10.713)
77.57

216

(11.630)

( )는 표준편차임

표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공생 일차적 불안의 이원변량 분석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자기비난(A)
2334.754
1
2334.754
의존집단(B)
3147.896
1
3147.896

N

83.08

값

F

24.143

유의확률
.000

32.552

.000

.993

.320

박규상 ․ 조성호

표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가 독립 개별화의 통계치
8.

의존성
( )는 표준편차임

상위집단
하위집단
합계

상위집단

N

144.62

73

(15.971)
144.76

38

(16.672)
144.67

111

(16.139)

자기 비난적 우울
하위집단
N
139.16

(13.301)
135.82
(12.807)
136.84
(12.987)

표 자기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가독립개별화 이원변량 분석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자기비난(A)
2441.075
1
2441.075
의존집단(B)
119.592
1
119.592

합계

N

142.95

32

105

(15.353)
138.88

73

111

(14.800)
140.86

105

216

(15.173)

9.

A˟B

오차
합계

142.623

1

142.623

45943.032

212

216.712

4335334

216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대인관
계성향의 차이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대인관
계성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을 각 상위 50%, 하위 50%로 구분하여 집단을
구성하였다. 각 조건에 따른 대인관계성향 중 역할
성향의 통계치와 이원별량분석에 대한 결과를 표10
과 표11에 제시하였다.
표 11에 나타난 것처럼 자기 비난적 우울에 따른
사회적 관계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만 차이를 보
였다(F(1,216)=6.014, p<.05). 즉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사회적 관계성향에
차이가 있었다.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의 평
균은 77.43이고 낮은 집단의 평균은 79.91로 자기 비
난적 우울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높은 사
회적 관계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존적 우울에 따른 사회적 관계성향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216)=4.585,
p<.05). 즉 의존적 우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에는 사회적 관계성향에 차이가 있었다. 의존적 우

값

유의확률

.552

.458

.658

.418

F

11.264

.001

울이 높은 집단의 평균은 79.59이고 낮은 집단의 평
균은 77.74로 의존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에 비해 높은 사회적 관계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반면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사
회적 관계성향에 있어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216)=1.069, P>.05). 즉 자기 비난적 우울
과 의존적 우울의 주효과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
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
른 표현성향의 통계치와 이원변량분석의 결과를 표
12과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 13에 나타난 것처럼
자기 비난적 우울에 따른 역할성향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216), P<.01). 즉 자기 비난
적 우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표현 성향
에 차이가 있었다.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의
평균은 109.67이고 낮은 집단의 평균은 102.28로 자
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
은 역할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
설 2-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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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사회적 관계성향의 통계치
자기 비난적 우울
상위집단
N
하위집단
N
78.00
83.22
상위집단
73
32
(10.474)
(9.227)
76.34
78.47
의존성
하위집단
38
73
(10.057)
(10.600)
77.43
79.91
합계
111
105
(10.317)
(10.391)
10.

는 표준편차임

합계

N

79.59

105

(10.351)
77.74

111

(10.419)
78.64

216

(10.403)

( )

표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사회적 관계성향의 이원변량분석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자기비난(A)
634.521
1
634.521
의존집단(B)
483.734
1
483.734
11.

A˟B

오차
합계

112.751

1

112.751

22366.186

212

105.501

1359030

216

값

유의확률

4.585

.033

1.069

.302

F

6.014

표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표현성향의 통계치
자기 비난적 우울
상위집단
N
하위집단
N
110.26
104.88
상위집단
73
32
(14.78)
(14.520)
108.53
101.14
의존성
하위집단
38
73
(14.01)
(12.101)
109.67
102.276
합계
111
105
(14.477)
(12.989)

.015

12.

는 표준편차임

합계

N

108.62

105

(14.838)
103.67

111

(13.255)
106.07

216

(14.232)

( )

표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표현성향의 이원변량분석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자기비난(A)
1920.723
1
1920.723
의존집단(B)
352.418
1
352.418
13.

A˟B

오차
합계

47.270

1

40215.659

212

2473918

216

결론 및 논의
먼저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공
생 일차적 불안에서는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
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공생 일차적 불안수준

값

유의확률

1.585

.174

.249

.618

F

10.125

.002

189.697

을 보여주었다. 즉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을수록 높
은 공생 일차적 불안 수준에 있는 것이다. 또한 의
존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공
생 일차적 불안 수준을 보여 주었다. 즉 의존적 우
울이 높을수록 높은 공생 일차적 불안수준에 있는

박규상 ․ 조성호

것이다. 이는 Mahler의 분리 개별화 수준에서 의존
적 우울이 공생관계에 머무른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
과이다. 그러나 자기 비난적 우울의 상 하 집단 간
에도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박부형(2000)의 연구에서
공생 관계수준에서 복합적 우울 집단이 높게 나타난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먼저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의 두 독
립변인이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이다. 또 자기 비난
적 우울과 공생 일차적 불안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
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한 개인 내의 우울 성향은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이 함께 나타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Blos(1962)에 의하면 청소년
기에는 두 번째 개별화 과정의 주요 성취인 정체감
혹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을 획득하는 과정
에 있으므로 부모와의 독립과정에서 심리적으로 공
생과 개별화과정의 혼란과 불안을 겪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가 독
립 개별화에서는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가 독립 개별화 수준을 보여
주었다. 즉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을수록 높은 가
독립 개별화 수준에 있는 것이다. 이는 Mahler(1968)
의 연구에서 자기 비난적 우울성향이 있는 이들의
대상관계가 분리와 독립이라는 후기의 발달단계에
나타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자기 비난적
우울에서는 자기 비난, 죄책감, 실패감이 주요 태마
가 되며 이들은 실제적인 대상 상실 그 자체가 아니
라 대상이 제공하는 사랑이나 수용 그리고 인정을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이다(Blatt, 1974). 그
리하여 이들은 과도한 성취욕구나 완벽주의적인 사
랑이나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Blatt,
1974).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의 생활환경이나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인 우울증상을 보여주는 것에 머물
지 않고 생활태도나 학교생활유형 등을 통해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교생활이나 주변 환경
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지나친 성취 욕구를 보이거나
완벽주의적 경향 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면

서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면을 보이는 것 등에서 그
이면에는 인정받고자하는 자기 비난적 우울취약성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반면 공생 일차적 불안에서의 자기 비난적 우울
과 의존적 우울의 상호작용효과와 가 독립 개별화에
서의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은 상호작용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각각의 변
인의 높고 낮음이 공생 일차적 불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의존적 우울은 가 독립 개별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을수록
가 독립 개별화 수준이 높았다. 이는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즉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고 의존적 우울이 낮
은 집단과 의존적 우울이 높고 자기 비난적 우울이
낮은 집단의 수가 적고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간의 상관이 높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다음으로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
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먼저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사회적 관계성향
에서는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에 비해 높은 사회적 관계성향을 보였다. 즉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을수록 높은 사회적 관계성향을 보
인 것이다. 이것은 선행연구와 상이한 연구결과이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은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
이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간의 상관이 높
을 것과 연관이 있으며 또한 또래 집단의 친밀감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특징인 것과도 연관이 있다. 즉
청소년기의 중요과제가 대인관계의 형성이라는 점에
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의존적 우울이 높은 집단
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사회적 관계성향을 보였
다. 즉 의존적 우울이 높을수록 높은 사회적 관계성
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Cote Moskowitz(1998)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의존적 우울은 타인
과의 관계에서 순응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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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Shahar(2000)는 의존적인 사람은 사회적 지
지를 산출하는 경향이 있으며 긍정적인 사회적 맥락
을 유지하도록 애쓴다고 보고하였다. 오현주(1997)
역시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라 상이
한 대인관계문제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여 연구한
결과, 의존적 우울집단의 경우 대인관계에 집착하면
서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많고 간섭이 심한 특
성을 가지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매달
리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부적절한
자기 노출을 하는 특징을 보이는 간섭성 영역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
른 표현 성향에서는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
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표현성향을 보였다. 즉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을수록 높은 표현성향을 보인
다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윤현수(2000)는 성취 지향적 우울집단(자기 비난적
우울)은 지배성, 경쟁성, 냉담성, 회피성의 문제를 보
인다고 하였다. 또 오현주(1997)의 연구에서는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
신의 독립심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
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경직되거나 오만한 행동을 보일 수 있고 거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반면, 대인관계성향에 있어서의 자기 비난적 우울
과 의존적 우울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성향에서
는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이 높을수록 사
회적 관계성향이 높았고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의 높고 낮음이 사회적 관계성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표현성향에서는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의존적 우울은 표현성향에 영
향을 주지 않았으며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을수록
표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비난적 우
울과 의존적 우울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는 실패하였으나 청소년기에 우울성향이 어느
한 방향과 관계없이 공생 일차적 불안의 수준과 사
Priel

회적관계성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상담현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울삽화(무기력, 나태함, 느린 행동,
인지능력의 저하)를 보이는 것 외에 공격성, 대인관
계 문제, 회피 등의 행동 특성과 함께 지나친 성취
욕구나 관계지향 욕구 완벽주의적인 경향과 같은 태
도와 관련된 것 역시 우울취약성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이
복합적이며 높은 상관이 있다는 것과 아울러 심리적
으로 공생 불안과 갈등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을 하였다.
자기감이나 자아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개념에서 본
다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분리하여 비교 연구해 본
다면 청소년기를 겪는 이들의 세분화된 심리적 상태
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리 개별화라는
발달 과업은 청소년기부터 성인기 동안 공생단계와
개별화 단계를 거쳐 이를 통합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달성되며 비로소 심리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
하였다고 할 수 있다(Mahler, Fine & Bergman, 1975).
따라서 앞으로의 우울취약성과 분리 개별화 연구는
중, 고, 대학생과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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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ion-individ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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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s Self-Critical and Dependent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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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eparation-individuation level and the propens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self-critical depression vulnerablity group and dependent depression
vulnerablity group. To explore these hypothesis, DEQ, SITA, The propens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st were administered to 21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self-critical depression and dependent depression were divided into two sub group according to its
lever(high/low 50%). And 2˟2 ANOVA was conducted on self-critical depression and dependent
depression as a independent, separation-individuation level and the propens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s a depend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According of Individuation-Pseudo level, high group of self-critical depression was higher than low
group. According of Symbiosis-Primary Anxiety level, high group of dependent depression was higher
than low group. But self-critical depression and dependent depression had not interaction effect on
separation-individuation level.
According of the propensity of role,, high group of self-critical depression was higher than low group.
According to the propensity of social relationship,, high group of dependent depression was higher than
low group. But Self-critical depression and dependent depression had not interaction effect of the
propens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Lastly, the discussion follows about meaning fo this research and limitations

Key words : Self-critical depression, Dependent depression Separation -individuation, The propens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