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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남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를 가정
하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중, 고등학생 502명으로 청소년용 대인불안 척도, 부모양육태도 척
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를 중다회귀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치심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임이 여학생의 경우 감독, 방임이 수치심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치심 경
향성이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 여학생 모두 수치심 경향성이 대인불안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남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비일관성과 방임,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감독만이 청소년의 대인불안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수치심 경향
성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인인 비일관성과 대인불안
간의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방임과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은 완전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감독이 여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
소년의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의 원인론적 기여도를 확인하였으며 이들 변수의 매개효과는 남녀
청소년 각각에서 차별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
한 제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 대인불안, 수치심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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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간시점

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보여주기는 어렵다(장혜인,

으로 변화의 중심에서 사회 생활에 필요한 자신의 역할

2003). 따라서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을

을 습득하고 찾아가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겪을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직접적인 원인 변수로 볼

다양한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자의식, 자아정체감의

수 없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대인불안에 영향

형성 등 심리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이

을 주는 과정에 개입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접근이

러한 자아에 대한 인식과 함께 또래집단에서의 대인관

필요하다. 일부 연구결과들도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

계는 청소년이 수행하여야 할 여러 발달 과업에 영향을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해주

있다(허재홍, 2006; 오경자 & 양윤란, 2003). 이는 부모

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원만한

의 양육태도와 사회불안간의 관계를 매개 또는 중재하

대인관계 형성은 매우 중요하며 어떻게 경험되느냐에

는 변인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 앞으로의 사회적 적응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최근에는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과의 상관관계에

것이다. 그러나 이시기에 대인간의 상호작용에서 불안

대한 연구를 넘어서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불안간의

과 긴장감을 경험하고 타인과의 만남을 심하게 두려워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

한다면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느낄 뿐 아니라 건강한

다. 허재홍(2006)의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가 완벽주의

사회적 적응을 저해하고 성인기로까지 문제가 지속된다

를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외상경험

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대인불안문제는 중요하게 고려되

은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선숙(2005)의

어야 한다.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사회불안에

그동안의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사회불안이 발생하는

모두 영향력을 가지는데 아버지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사회공포증은 유전적 요소를 포

독립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어머니의

함한 개인의 행동 억제 기질(Biederman, Hirshfeld-

양육행동 중 과보호요인이 자의식과 자기개념을 통하여

Becker,

Snidman,

간접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Kagan, Reznick, & Snidman, 1987), 부모 양육 행동을

장진희(2006)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태도일수록 사회불

포함한 가족 환경(Bruch, 1989; Rapee, 1997), 외상적 경

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험(Stemberger, Turner, Beidel, & Calhoun, 1995), 또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

관계(Beidel, Turner, & Morris, 1999), 그리고, 사회인

효과가 나타나는 등 다양한 변인의 매개효과 연구가 진

지 과정(Chorpita & Barlow, 1998) 등과의 상호작용에

행되었다.

Rosenbaum,

Herot,

Friedman,

의하여 발현 혹은 유지 및 악화되는 것으로 보인다(오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대인불안 사이를 매개

윤희, 2005). 이와 같이 사회불안의 발생과 지속에는 다

하는 요인으로 자녀가 부모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양한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어떤 정서를 경험하는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Atangier

환경적 요인 가운데에는 ‘부모양육태도’가 중요한 변인

& Fydrich(2002)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불안과 사회

으로 간주되고 있다.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미

공포증을 경험하는 개인들이 주요 감정적 증상으로 과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부적절한 부

도한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대인

모의 양육태도가 자녀를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하게 만

불안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취약 요인이 작용할 수 있

들어 대인관계에 문제를 갖게 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증명된 적이 있다(서경현 2007; 허재홍, 2006; Bruch,

최근 ‘수치심’이 총체적인 자기(self)에 대해 부정적으

Heimberg, Berger, & Collins, 1989; Parker, 1979). 그

로 표상하는 정서적 특성으로, 사회불안의 인지, 행동적

러나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일

측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제로 주목받고 있다.

종의 ‘외적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자녀의 사

이는 직간접적으로 정서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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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에서의 개인차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김혜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수치심을 유발하게 되

민, 2008). Pulakos(1996)와 Abell, Gecas(1997) 연구에서

고, 유기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 정서를 일으키게 된다

역기능적인 가정환경과 수치심의 높은 관련성을 설명하

고 보았다. Sullivan(1953b)은 불안은 그것 자체로도 인

였다. 또한 수줍음이나 수치심의 경험이 사회불안의 인

식될 뿐 아니라 당황, 수치심, 창피, 죄책감 등과 같이

지, 행동적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경험적 연구들

특별히 유아기의 훈련과정 중에 형성된 복합적인 감정

(Buss, 1980; Pilkonis, 1977; Watson & Friend, 1969;)

의 경험으로도 나타난다고 하면서 불안의 기원을 대인

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관계에 있다고 보고 수치심과의 연관성을 설명하였다.

에서는 구체적인 정서적 취약 요인으로써 ‘수치심 경향

Buss(1980)는 수치심과 사회불안간의 이론적 관련성을

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설명하면서 사회적 회피 경향성이 전형적으로 수줍음의

Lewis(1992)는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

내적 경험을 동반한다(Pilkonis, 1977)고 하였는데, 수줍

를 내릴 때 실패의 결과로서 스스로를 평가할 때 경험

음은 여러 임상 이론가들에 의해 수치심과 연결 지어

하게 되는 정서가 수치심이라고 하였다. 즉 수치심은

설명된 개념이다(Levin, 1970, 1971; Lewis, 1971;

자신이 부족하고, 결핍되었으며, 부적절하고, 무력하고,

Mayman, 1974). Turner 등(1995)의 연구에서도 사회공

작다고 느끼는 고통스러운 정서이며(Kaufman, 1989;

포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Wells & Jones,

연구한 결과, 외상적 경험과 수줍음 요인이 사회공포증

2000), 반면에 Lewis(1971b)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수

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수줍음이나 수치심의

치심을 경험하는 정도가 다른데, 이러한 개인차를 수치

경험이 사회불안의 인지, 행동적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

심 경향성이라고 하였으며 Andrews(1998)은 수치심이

다는 경험적 연구들이 많이 존재한다(Buss, 1980;

경험되는 민감성과 강도, 빈도가 높은 사람을 수치심

Pilkonis, 1977; Watson & Friend, 1969;).

경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수치심경향

수치심은 양육자가 유아에게 처벌과 비판, 버려짐을

성이 높은 사람은 수치심의 경험에 더욱 취약하다고 볼

느끼게 하면 유아는 자신을 수치스러워하며 자신 속에

수 있다. 수치심 경향성과 수치심의 개념은 실제 경험

숨으며 타인과의 접촉을 두려워하는 수치적 자아를 내

적 연구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다루어져왔으며, 본 연구

면화하게 된다고 한다(Bradshaw, 1988). 이러한 수치심

에서도 두 용어를 거의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논의하

은 초기 중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반복 경험으로 발달

였다.

되어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 대상관계이론에 따르

최근에 수치심과 다른 정서 혹은 정신병리와 관련하여

면, 아동은 부모와 상호작용하면서 점차 부모의 상을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Murray & Waller, 2002;

내면화시켜 내적 대상을 갖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

Murray, Waller, & Legg, 2000; Tangney, Wagner, &

신을 상을 형성한다. 따라서 아동은 자신을 대하는 부

Gramzow, 1992b). 국내에서도 수치심과 우울, 죄책감,

모의 태도에 따라 자기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표상

섭식장애, 행동문제, 편집증, 완벽주의, 외상 후 스트레

하게 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정

스 장애, 사회불안 등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가 많은 진

적으로 표상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수치심을

전을 보이고 있다(김영석, 2008, 김민경, 2008; 백주현,

느끼기 쉽다고 가정할 수 있다. 수치심이 개인의 발달

2007, 전철은, 2002, 심종온, 이영호, 2000; 조효진,

과정 동안 성격으로 내면화되면, 개인은 특정 상황에서

2009).

수치심을 더욱 자주 경험하는 수치심 경향성을 갖게 될

수치심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존재가 가정된 상태에

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부정적 자기평가를 하

서 나타나는 사회적 정서라고 하였다(scheff, 1988).

고 만성적으로 부적절감, 무가치감, 무능력감, 열등감을

Piers,,G., & Singer, M (1971)는 자신이 정한 기준에

느끼게 된다(Claesson et al, 2002; Kaufman, 1989;

미치지 못하는 결핍 상태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버림

Leeming et al., 2004). Loader(1998)은 ‘수치심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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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데, 대부분 부모와의

유지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관계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하였다. 수치심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불안, 수치심 경향성

이 높은 가정에서의 부모들은 아동들에게 비현실적인

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수행을 기대하지만 아

있다.

동들은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반복된 수행 실패의 결과

부모양육태도, 수치심 및 대인불안 각각에 대한 성차

를 낳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부모는 실망스러운

여부를 밝히고자 한 경험적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데 국

감정이나 행동을 감추려고 하지 않아서 아동은 자신의

내에서는 문혜신, 오경자(2002)의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라의 아동 및 청소년은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사회불

이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 또한, 이들 부모는 아동의 행

안 증상의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남녀 모두가

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치심을 사용한다.

사회적인 상황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남들의 평가나

Pulakos(1996)와 Abell, Gecas(1997)의 연구에서도 역기

시선을 염두해 두도록 교육되는 문화적인 영향이 우리

능적인 가정환경과 수치심은 관련성이 높았다는 일관된

나라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약화시켰을 가능성

결과를 보고한다. 과보호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

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수치심에 대한

의 자율성 발달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강한 불

성차를 밝혀온 외국의 문헌과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보

안감을 지니고 있는 부모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요소가

다 수치심이 더욱 높다(Lewis, 1971, 1987; Tangney,

있다고 생각되는 아동의 활동을 제한하려 하고 이런 과

1994; Reimer, 1997)고 하였으나 박지현(2007)연구에서

보호를 받은 아동은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스

는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런

나타나지 않았다. 오윤희(2004) 연구에서 사회공포증 환

아동들은 자신이 시도하는 것은 실패할 것이라고 기대

자에게 있어 행동 억제와 부모의 양육행동, 사회적 회

하기 때문에 새로운 활동을 회피하고 스스로에 대해 수

피 및 불안정도 사이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

치심을 느끼게 된다(장휘숙, 2000). 또한 거부적인 부모

타났다. 이와 같이 수치심과, 대인불안 사이에서 성별의

는 아동으로 하여금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하고 부정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가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적 평가에 대한 일반화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수치심에

실정으로 청소년의 대인불안에서 성차를 고려하는 것은

취약하게 한다(Allaman, Joyce, & Crandell, 1972).

중요하며 보다 많은 피험자 및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Gilbert, Allan과 Gross(1996)는 성인대상으로 자신의 부

더 많은 경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의 행동을 회고해서 보고해보도록 한 결과, 성인기의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근거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성별

수치심은 부모의 강압과 수치심을 주는 행동, 부모의

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

과보호와 부관심한 양육태도(Lutwak & Ferrari, 1997)

년의 대인불안, 수치심경향성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강압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한 양육방식과 관련이 있는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치심 경향성을 통해 대인불

것으로 밝혔다(Chandler-Holtz, 1999). 수치심이 높은

안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이러한 효과가 성별

아동의 부모는 사람-초점적인 훈육 메시지를 많이 사용

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해보았다.

하고 애정철회와 경멸이나 비아냥거리는 반응을 많이
보이며 아버지의 경우 권위를 앞세워 주장하기를 좋아

방 법

하고 어머니는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osenberg,
1998).

연구 대상 및 절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치심 경향성은 초기 부모
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생에

걸쳐 성격적 특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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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학 중인 총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청소년용 대인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사례

Adolescents; SAS-A)
청소년들이 대인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정도를 측정

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남학생 302명, 여학생 200명의

하기 위하여 La Greca (1998)가 개발한 청소년용 대인

총503명의 자료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SAS-A)를 한상희(2005)가 우리말로 번안하고 사용하였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비율
변인
성별

학년

구분

N

%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302
200
1
2
18
105
267
109

60.2
39.8
0.2
0.4
3.6
20.9
53.2
21.7

다. 이 척도는 La Greca 와 Stone이 1993년에 개발한
SASC-R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 - Revised)
을 청소년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주관적인
대인불안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SAS-A는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몇 명만 있으면 긴장한다”, “다
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다”. “다른 사
람이 거절할까봐 나랑 무엇인가 같이하자고 제안하기가
두렵다” 등 대인관계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총 18문항으로 되어있
으며 이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연구 도구

Nagative Evaluation : 8문항),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

수치심 경향성 척도(Personal Feeling Questionnaire
2: PFQ-2)
심종온(1999)이 우리말로 번안한 개인 느낌 질문지
(PFQ-2: Personal Feeling Questionaire 2)를사용하였다.
PFQ-2(Harder & Zelma, 1990)는 수치심 경향성과 죄
책감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자기보고식 질문
지인 PFQ(Harder & Lewis, 1987)를 수정ㆍ보안한 것
이다. PFQ-2는 수치심, 죄책감과 관련된 정동적 기술어
를 제시하고 그것을 경험한 빈도를 Likert 5점 척도 상
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향
성을 측정하는 10문항과 죄책감 경향성 문항 중 심종온
(1999)의 요인분석 결과 수치심 경향성으로 묶인 한 문
항을 추가하여 총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신주연
(2003)의 연구에서도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었고, 사용된
11문항이 수치심이라는 단일 요인구조를 나타낸다는 것
이 확인되었다. 수치심 경향성 문항에는 ‘당혹감’, ‘우스
꽝스러운 느낌(ridiculous)', ’유치한 느낌’, ‘혐오스러운
느낌‘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1로 나타났다.

피와 불편감(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New : 6
문항)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General : 4문항)등 세 가지
하위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평정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여 총 18점에서 9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
을수록 대인불안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는 .92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 척도(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BI)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여
허묘연(1999)이 개발한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감독(4문항), 합리적 설명(5문항), 비일
관성(4문항), 과잉기대(6문항), 과잉간섭(7문항), 학대(6
문항), 방치(5문항), 애정(6문항)의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3문항으로 되어있다. 피검자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하나에 반응하게 되며 1점에서 4점으
로 측정된다.
‘감독’은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합리적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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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에 있어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갖고,
이를 일관적이고 애정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표 2.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β(표준화계수)

도로서,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감독

-0.018

정의된다.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

합리적설명

0.113

대수준을 가지고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비일관성

0.187*

과잉기대

-0.159*

과잉간섭

0.146*

통제난 제약으로, 자녀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부모

학대

-0.125

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개인적인 부분까지 간섭

방임

0.197*

하는 것이다. ‘학대’는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애정

-0.085

감독

0.174*

합리적설명

-0.114

비일관성

0.099

과잉기대

-0.103

과잉간섭

0.170

학대

0.084

‘비일관성’은 자녀에 대한 훈육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태

성별

남

강조하는 행동이다. ‘과잉간섭’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서,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
이 정기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
다. ‘방치’는 자녀가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

여

한 기본적인 양육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애정’
은 자녀에게 친밀감을 나타내고 자녀를 존중하고 수용
해주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를 말한다.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는 .65-.85 범위였다.

방임

0.212*

애정

-0.007

R2

F

0.081

4.311***

0.157

5.616***

* p<.05 ** p<.01 *** p<.001

자료 분석

치심 경향성을 15.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성 청소년의 경우, 수치심 경향성에 대한 유의미한 예

본 연구에서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측변인은

비일관성(β=.18,

p<.05),

과잉기대(β=.15,

와 백분율 산출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p<.05), 과잉간섭(β=.14, p<.05)과 방임(β=.19, p<.05)이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α를 산출

였다. 여자의 경우, 수치심 경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

하였다. 각 변인의 영향력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하

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감독(β=.17, p<.05)뿐이었다. 남

였으며,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자의 경우 방임과 비일관성이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적용하였다.

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의 신체적, 지적인 측면에서
부터 도덕적, 영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태도가 이루어지지

결 과

않을 경우, 또 같은 일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화를
내기도 하고 안내기도 하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자녀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에 미치는

를 대할 경우 자녀의 수치심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

영향

다. 여자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수치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치심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
을 알아보기 위해 양육태도의 각 하위요인을 독립변인

수치심 경향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으로 하고,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
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남

수치심 경향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성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을 8.1%, 여성 청소년의 수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 청소년과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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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모두 수치심 경향성이 대인불안에 크게 유의한

인불안을 예측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영향력 있는 독립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수치심

변인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경향성은 청소년이 느끼는 대인불안의 40.5%(β=.63,

감독만이 여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였

p<.001)를 설명했으며, 여자의 수치심 경향성은 여자 청

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불안을 설명하는

소년의 대인불안을 38.6%(β=.62, p<.001) 설명하고 있다.

정도는, 남자의 경우 6.9%, 여자의 경우 4.2% 였다.

이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수치심을 더 느낄수록 대인불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표 3. 수치심 경향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순회귀분석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

독립
변인

β (표준
화계수)

R2

F

남

수치심

0.638***

0.405

206.043***

매개효과가 입증되려면 첫째,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

여

수치심

0.623***

0.386

125.912***

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적용했다.

* p<.05 ** p<.01 *** p<.001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마지
막으로 매개변인은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종속변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의 분산을 설명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독립변인을 추출하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기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의 8가지 하위요인 중 수치심

영향을 보기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자 청소

경향성과 대인불안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년의 경우 대인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부모의 양육

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비일관

태도는 비일관성과 방임이였고, 비일관성이 방임보다 대

성과 방임이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감독이었다. 따

표 4.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중다회귀분석
성별

남

여

라서, 이 변인에 대해서만 Baron의 매개효과 검증절차
를 이용해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

독립변인

β(표준
화계수)

감독
합리적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임
애정
감독

0.029
0.058
0.271***
-0.096
0.014
-0.074
0.173*
0.009
0.173*

합리적설명

-0.121

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모든 절차에선 표준화된 회귀

비일관성

-0.026

계수가 사용되었다.

과잉기대

0.008

과잉간섭

0.136

학대

0.012

방임

0.120

애정

-0.062

R2

다. 남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비일관

F

성 변인을 예로 들어 검증이 이루어진 세부 절차를 설
명하겠다. 먼저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독립변인으로
비일관성을, 종속변인으로 수치심 경향성을 투입하였다.
0.069

3.791***

다음으로,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비일관성을 독립변
인으로, 대인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마지막
회귀 방정식에서 부모의 비일관성과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 모두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대인불안을 종

0.042

남자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방임과 여자 청소년에

2.101*

대한 부모의 감독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이용해 검
증하였다.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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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비일관성이 남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수치심 경향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β=0.219, p<.001),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부모의 방임은 남자 청소년의

부모의 비일관성이 남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대인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0.205,
p<.001).

다.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의 비일관성은 청소년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매개 변인인 청소년의 수치심

의 수치심 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

경향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

었고(β=0.208, p<.001),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도 부

였다. 2단계에서는 부모의 방치가 대인불안에 대한 유

모의 비일관성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

의한 예측변인(β=0.205, p<.001)이었으나, 3단계에서는

한 영향을 끼쳤다(β=0.260, p<.001). 그리고, 세 번째 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수치심 경향

귀 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수치심 경향성은 남자 청소년

성이 부모의 방임과 자녀의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완전

의 대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회귀 방

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식에서 부모의 비일관성이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

이는 부모의 방임 자체가 대인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는 영향력(β= 0.260, p<.001)이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아니며, 그것이 수치심에 의해 매개될 때 대인불안이

는 3단계에서는 줄어들었다(β=0.133, p<.05). 그러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은 부모의 비일관성과 청소년의
대인불안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감독이 여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부모의 방치가 남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부모의 감독이 여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았다. 첫

부모의 방치가 남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부모의 감독은 여자 청소년의 수

향에 있어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았다.

치심 경향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고, 두 번째 회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부모의 방임은 남자 청소년의

귀 방정식에도 부모의 감독은 여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표 5. 부모의 비일관성이 남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표준화계수)

R2

F

1

독립→매개

비일관성→수치심경향

0.208***

0.040

13.514***

2

독립→종속

비일관성→대인불안

0.260***

0.064

21.743***

3

독립,매개→종속

비일관성→대인불안

0.133**

수치심경향→대인불안

0.610***

0.420

100.115***

* p<.05 ** p<.01 *** p<.001

표 6. 부모의 방치가 남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R2

단계

변인

β(표준화계수)

1

독립→매개

방치→수치심경향

0.219***

0.045

15.059***

2

독립→종속

방치→대인불안

0.205***

0.039

13.228***

3

독립,매개→종속

방치→대인불안

0.069

수치심경향→대인불안

0.623***

0.408

104.639***

F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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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남자청소년의 경우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임

부모의 감독이 여자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강압적이고 일관적이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못하였다.

지 못한 양육방식(Chandler-Holtz, 1999), 부모의 무관
심한 양육태도(Lutwak & Ferrari, 1997), 부모의 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을 것

논 의

(Cook, 1991)이라는 연구결과와 모의 양육태도의 하위
변인 중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이 남자아동의 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치심 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

가 수치심과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고, 부

구(서주연, 2006)의 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준

모의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

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감독과 방임이 수치심경

치심이 갖는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양육태도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른 지각을 하고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있다는 선행연구(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

살펴보았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

희, 김세주, 2001)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위변인 중 비일관성과 방임이 대인불안에 영향을 주는

있다.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일관성이 방임보다 더 영향력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볼 때 여아는 남아보다 부모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태도와 적절한 물리적, 정서적인 지원을 주지 못하고

다(김문정, 2003; 문경주ㆍ오경자, 2002; 신금주, 1994;

방임을 할수록 대인불안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성심ㆍ이종승, 1982; 이수연, 1985; 이정숙, 1998). 우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 과잉간

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성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남자에게

섭, 과잉기대, 방임, 비일관성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더 큰 기대를 갖는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러한 과잉

내재화 문제와 유의한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노경선

기대나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추론해볼 수 있다.

외, 2001)의 결과와 일치한다.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부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부모의 방임이 수치심 경향성에

모의 감독이 대인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모

다. 즉 부모가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에 의해 방임되고 정서적으로 학대 받았다고 지각할수

등 전반적인 생활을 알수록 대인불안이 높아짐을 보여

록 자신을 부족하고 결핍되었고 부적절하다고 느끼며,

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부정적인 자아의식으로부터 고통받게 된다는 선

부모 양육 행동과 관련하여 성차가 존재하며 성차가 중

행연구와도 일치한다(Tangney, Wagner & Gramzow,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임임을 시사한다.

1992; Wells & Jones, 2000).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에

셋째,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과보호와 돌봄 영역에 치중되어

향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수치심 경향

온 것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일관성과 방임, 감독

성이 대인불안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 함께 분석하여 불안에 유의미한 예측인자임을 입증

이는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 수치심경향성이 대인불

하였다.

안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치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치심 경향성에 미치는 영

심 경험에 취약할수록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

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인들 가운

아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치심경향성을 가

데 수치심경향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은

진 사람들이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고, 사회적 불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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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사회적 회피 정도가 더 높다고 보고한 많은 선행

에, 인지적 조절전력을 사용하는 남아들은 이러한 부모

연구와도 일치한다(서주연, 2006, 류설영, 1998; 심종온,

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1999; Harder & Lewis, 1987; Harder & Zalma, 1990;

라 할 수 있다.

Lutwak & Ferrari, 1997;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본 연구의 결과는, 수치심경향성이 부모의 양육태도
와 청소년의 대인불안을 매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준다. 이는 수치심이 학대사건과 우울, 외상 후 스트레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

스 증상, 자존감의 관계를 비롯한 심리적 고통의 수준

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 요인 중

을 매개한다고 나타난 Feiring, Taska와 Lewis의 연구

비일관성과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수치심경향성에 의

결과(1998)와도 일치한다. 특히, 부모의 방임이 수치심

한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수치심경향성은 비일관성과 대

경향성의 완전 매개에 의해 대인불안이 발생된다는 것

인불안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 볼 때 수치심경향성에 초점을 두어 수치심을 완화시

즉 부모의 비일관성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이 대인불안 감소에 효과적일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수치심경향성을 매개로 하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

모의 방임과 대인불안은 수치심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경향성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부모의 방임 자체가 대인불

매개효과를 다루지 않았고,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안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수치심경향성에 의

있는지는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남녀 성차를 고

해 매개될 때 대인불안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려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수치

즉, 수치심경향성이 낮게 나타나면 부모의 방임이 있다

심 경향성이라는 정서적 취약요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고 하더라도 대인불안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로

였으며 이로써 본연구의 결과가 사회불안의 예방과 실

도 해석할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수치심경향성은 부

제적인 심리치료 개입에 기초가 되고자 하였다는데 의

모의 감독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

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별을 구분

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감독이 수치심경향성에 영향을

하지 않고 측정하였는데 우리나라 문화에서 모의 양육

미치고, 수치심경향성은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태도가 아버지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

결과를 볼 때 부모의 감독이 대인불안에 직접적으로 미

후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구분하여 접근할

치는 영향이 수치심경향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보다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수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치심 경향성을 가정하였는데, 매개 변인으로 작용할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수치심경향성의 매개효과가 남학생만 나타나는 점을 보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아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러한 원인을 추론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아가 남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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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on Effects of Shame-proneness tend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Adolescent Social Anxiety
Park yoon sun

Chae kyu man

Sunshin women's unsive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shame-proneness tend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The samples for this study were 502 students recruited from the high schools and
middle schools in Metropolitan Seoul area. They were administered with the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the
Personal Feeling Questionnaire II, and the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The data was

analyz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Baron and Kenny's (1986) model was calculated to find out mediation effects of
shame-proneness tendency of the adolesc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arental inconsistency, over-expectation and
over-control, and neglige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shame-proneness among the male students, while
parental strict supervision and neglige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hame-proneness among the female
students. Second, the adolescents' shame-proneness tendency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adolescent social
anxiety. Third, the inconsistent and negligent parenting showed statistically negative influence on the social anxiety among
the male students. Among the female students, only Parent's strict supervision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on social
anxiety. Fourth, the mediation effect of parenting, and shame-proneness in relation to interpersonal
different depending on the gender of the samples. For example, the shame-proneness showed

relationship was

partial mediation effect

between parental inconsistency and adolescent's social anxiety, but complete mediation effect between parental negligence
and adolescent social anxiety in case of male students, while the shame-proneness did not show the mediation effect
between interpersonal anxiety and parental supervision among the female students. Lastly, the results showed mediation
effect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interpersonal anxiety among the adolescents. The mediation
effect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gender of the adolescents. Based on the finding results, discussions and implication
for further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adolescent, shame-proneness, parenting attitude, interpersonal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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