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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는 부모는 자녀와 애착형성을 이루기보다 부모가 갖고 있는 

성인애착유형에 따라 영유아에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줄 것으로 유추되어, 영유아가 부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의

의가 있다. 본 연구는 경기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영유아 부모 300명(부 150명, 모1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지를 실시한 후, 자료가 누락 된 43부를 제외하고 총 247부를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모 성인애착, 자아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의 일반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정규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성인애착이 자아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는 부적관계로 검증되었으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셋째,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부적관계로 검증되었으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였다. 후속 연구로 부모의 성인애착이 자아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의 현상학적 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부모, 성인애착, 회복탄력성, 심리적안녕감, 영유아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dult attachment,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s it is inferred that infants and toddlers attending daycare centers will be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by their parents' adult attachment type. For this study, a total of 247 copies of the SPSS 12.0 

statistical program were used for analysis, except for 43 copies where data were omitted after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300 parents (150 parents and 150 mothers) of daycare centers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Looking at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al adult attachment, 

self-recovery elastic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timulate normality statistically.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self-recovery elasticity was verified as a negative relationship, and it was confirmed that it had a 

significant effect.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verified as a negative relationship and had a significant effect. As a follow-up study, we propose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on the influence of parents' adult attachment 

on self-recovery elasticity, parental attachment,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ith infants and toddlers.

Key Words  Parents, adult attachment, resilience, psychological well-being, infants and todd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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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애착이론은 선행연구들과 내 작동모델의 개념을 강

조한 Bowlby(1969/1982, 1973, 1980)의 애착이론을 토

로 어린 시  주 양육자와의 기 경험들이 내 작동모

델을 형성하여 성인기 친 한 계에서의 애착 경험에

도 향을 미치고, 자녀와의 계에도 향을 미칠 것으

로 유추하 다 (서해인, 2020). 

애착은 Main(1995)의 아기 애착 유형과 성인기 애

착 유형이 최소 50%에서 최  77% 수 까지 일치하는 

안정성을 나타내며 양육자와 아동 간의 애착 유형은 

70% 수 으로 일치한다고 함으로써 세  간의 연속성

을 보여주었다. 이에 유아들은 부모에게 직·간  

향을 받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부모 성인애착과 련 선행연구(정은빈, 황 빛, 신윤

희, 김윤옥, 진혜민, 2021)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마음챙김과 자기비하, 양육행동을, 부모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향을 밝힌 연구(지

성애, 심재연, 정진화, 오세경, 2017; 노 호, 2016)는 어

머니 성인애착이 유아 회복 탄력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은 회복탄력성에 유의

한 부  상 계라고 하 다. 

부모 성인애착과 심리 안녕감에 미치는 향을 밝

힌 연구(태진우, 남종호, 2021)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는 심리  안녕감과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이 나

타나며, (박미경, 2016)는 어머니의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는 심리  안녕감과 정 상 이라고 하 다. 

이를 근거로 보면, 애착은  생애와 한 계가 

있으므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성인애착과 회복

탄력성, 심리  안녕감 간에 유의한 상 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아기 자녀를 둔 모 성인애착이  

회복탄력성과 심리  안녕감 간의 향력과 유아기 자

녀를 둔 아버지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심리  안녕감

의 연구가 많지 않아, 이와 련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부모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심리  안녕감 간

의 일반 인 특성과, 계를 실제 으로 검증하여 부모 

성인애착 유형이 회복탄력성, 심리  안녕감에 미치는 

향과 계를 알고,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회복탄력성, 

심리  안녕감에 정  향을  수 있는 기  자료로 

기여 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성인애착, 회복탄력성, 심리  안녕감의 

일반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부모 성인애착과 회복 탄력성 간의 계는 어떠한가?

셋째, 부모 성인애착과 심리  안녕감 간의 계는 어떠한가?

2. 이론  배경

2.1 성인애착

성인애착은 신체 이고 심리 인 안정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몇 몇 특정인과의 근 을 추구하려 노력하는 

개인의 안정된 경향성이라 정의하 다(Berman & 

Sperling, 1995). 

Main, Kaplan과 Cassidy(1985)는 내 작동모델이  

생애 동안 작동한다는 에 착안하여 성인기 애착 면담

(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을 고안하 으며,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성인애착 유형을  ‘불

안’과 ‘회피’의 범주로 구분하 다. Ainsworht(1973)는 

낯선 상황 차(Strange Situation Procedure)를 통해 안

정애착, 항애착, 회피애착 세 가지로 애착의 유형을 분

류하 고, Brennan, Clark과 Shaver(1998)는 성인 애착 

유형의 패턴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라는 두 개의 특성

으로 설명하 다.

장에스더(2021)는 성인애착의 두 차원  애착불안은 

자기표상과 애착회피는 타인표상과 련이 된다고 보았

으며, 김 미, 김은하(2019)는 애착의 질을 하나의 유형

으로 정확하게 구분하기보다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두 차원으로 나 어 그 정도에 따른 향력을 밝히는 연

구결과,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높을 경우 불안정한 

애착으로 보며, 이는 어려서 형성된 애착의 특성으로 성

인이 되어 행동으로 표출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성인애착을 애착불안과 회

피애착의 일반 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회복탄력성

Heinzew(1995)는 회복탄력성을 한 개인에게 닥친 상

실  불운으로부터 쉽게 회복시키거나 응하도록 하

는 능력이며, 처자원을 잘 가동시키는 역동 인 힘으

로 정의하 다(Heinzew,1995).

회복탄력성의 최 연구는 1970년으로 험집단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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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을 상으로 진행된 종단연구(Garmezy, 1971; 

Rutter, 1979; Werner, Smith, 1982)에서, 높은 험요인

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문제를 보이지 않

고 잘 성장하는 상을 ‘회복탄력성’이라고 명명했으며

(김은희, 2021), Reivich와 Shaté(2003)는 회복탄력성은 

낙 성,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극  도 , 충동통제력, 

정서(감정)조 력, 원인분석력을 하 요인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본인 스스로 억제, 재 

고통을 극복하여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정성을 찾아오

게 할 수 있는 통제력과 이들을 극복하며 정 으로 회복

해 나가는 자아 안녕의 정성을 세분화하여 진행하 다.

2.3 심리적 안녕감

 심리  안녕감이란 개인의 삶이 체 으로 기쁜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

의 체 인 삶의 만족도로 정의하 다(Diener,2000). 

어 란 (2019)은 심리  안녕감은 개인이 난 에 부딪

혔을 때 회복력의 원천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발달과 성

장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Ryff(1989)는 심리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그 로 수

용하고, 보다 정 인 인 계를 유지 할 수 있으며,  

심리학의 여러 이론을 기 로 하여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차원 인 안녕감 모델을 자아와 인 계, 환경, 삶, 

성장등의 측면을 살펴보았다. 

Emon&Colbyr(1995); Ryff(1989)는 심리  안녕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부환경외에도 삶의 목표, 자

심, 자기통제력 등 개인 내부의 심리작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자아수용성, 정  인 계, 자율성, 환경에 

한 통제, 개인의 성장, 삶의 목  등을 심리  안녕감의 

요소로 이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이에, 이론  배경을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성

인애착과 회복탄력성, 심리  안녕감 간의 특성과 계 분

석 연구를 하여, 확장연구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차

본 연구는 경기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유아 부모 

300명(부 150명, 모150명)을 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한 후 

자료가 락된 43부를 제외하고 총 247부를 분석에 활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성인애착 척도

본 연구에 사용한 성인애착의 척도를 성인애착 척도

는 Breman 등(1998)이 개발하고, Fraley 등 (2000)이 개

정한 ‘친 한 계에서의 경험-개정  (Psycholgical 

Well-Being Scale: PWBS)을 김성 (2004)이 번안·타당

화한 척도를 사용하 다(정주희, 2019). 본 척도는 애착

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하 요인으로 총 36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리커드4  척도를 사용하 다, 

성인애착 도구의 각 하 요인별 문항수  신뢰도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성인애착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
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애착
불안

2,6,8*,10,12,13,14,15,17,20, 18 .92

 21,22,23*,24,25,26,31,36

애착
회피

1,3*,4,5*,7*,9*,11,16,18*,19 18 .88

27*,28*,29*,30*,32*,33*,34*,35

1 ˜ 36 36 .92

3.2 회복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 사용한 회복탄력성의 척도는 이비치와 

샤떼(Reivich & Shatte, 2003)가 개발하고, 김주환(2011)

이 한국실정에 맞게 소개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KRQ-53)에서 이종하(2012)가 사용한 것  통제력, 

정성만 2가지만을 하 요인으로 사용한 총18문항으로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서 석, 2004).

회복탄력성의 신뢰성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897로 <표 2>과 같다.

회복탄력성 도구의 각 하 요인별 문항수  신뢰도

는 <표 2>과 같다.

<표 2> 회복탄력성 설문지 구성

문항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통제력 1,2,5,8,10,12,14,16,17 9 .790

정성 3,4,6,7,9,11,13,15,18 9 .880

체 18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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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심리적 안녕감 척도

본 연구에 사용한 심리  안녕감(PWBS)의 척도를

Ryff & Dinner(1989)가 심리  안녕감 측정을 해 개발

하 고, 최 120문항이 으나, 18개 문항 5  척도로 수

정되었다. 그 후, 김혜원과 차경호, 김명소(2001)가 수정, 

보완하여 18개 문항을 구성하 으나, 기혼여성에 합하

지 않은 특성을 제외한 13개 문항을 선택하여 수정 보완

한 척도로 5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다(최재훈, 2018).

심리  안녕감의 신뢰성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922로 <표 3>과 같다.

<표 3> 종속변인 측정문항의 신뢰성

변인
문항

수
문항번호

신뢰도

(Cronbach’s α)

심리

안녕감
13

4-1,4-2,4-3,4-4,4-5,

4-6,4-7,4-8,4-9,4-1

0,4-11,4-12,4-13

.922

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경기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유

아를 보내는 부모를 상으로 성인애착, 회복탄력성, 심

리  안녕감에 한 일반 인 특성, 부모 성인애착과 회

복탄력성, 심리  안녕감 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

한 차이 것으로 확인하 다.

4.1 부모 성인애착,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

감의 일반적 특성

부모 성인애착, 회복탄력성, 심리  안녕감의 기 가 

되는 일반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해 평균과 표 편

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 성인애착,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의 일반적 특성

<표 4>과 같이 부모 성인애착 각 하 요인별 평균

수는 32.91∼40.78, 표 편차는 5.96∼7.60, 왜도는 .01

∼.23, 첨도는 .56∼.91의 분포를 이루었다. 자아회복탄

력성 각 하 요인별 평균 수는 33.52∼34.16, 표 편차

는 4.67∼5.38, 왜도는 -.30∼-.02, 첨도는 -.02∼.04의 

분포를 보 다. 한 심리  안녕감의 평균 수는 

46.93, 표 편차는 7.14, 왜도는 .92, 첨도는 .63의 분포

를 이루었다. 이는 통계 으로 정규성을 충족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Kline, 2011). 

4.2 부모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 분석

부모성인애착, 회복탄력성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표 5>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
p< .01

체 으로 보았을 때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간의 

계는 체 으로 의미 있는 부  상 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상  정도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부모 성인애착의 

애착불안은 회복탄력성  정성(r =-.45, p < .01)과 통

제력(r =-.40, p < .01) 모두 부  상 계로 나타났다. 

애착회피는 회복탄력성  정성(r =-.33, p < .01)과 통

제력(r =-.29, p < .01) 모두 부  상 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 계를 토 로 부모의 성인애착이 회복

탄력성을 어느 정도 측해주는지를 밝히기 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통계 으로 다 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는 .93, VIF가 1.07로 나타났고, 

Durbin-Watson의 값이 1.85로 나타남으로써 성인애착

과 회복탄력성의 독립성이 검증되었다. 

M SD 왜도 첨도 범

성인

애착

애착불안 32.91 7.60 .23 .56  18∼72

애착회피 40.78 5.96 .01 .91  18∼72

체 73.70 10.81 -.34 .12 36∼144

회복

탄력

성

통제력 33.52 4.67 -.02 -.20  9∼45

정성 34.16 5.38 -.30 .04  9∼45

체 67.68 9.24 -.07 -.15 18∼90

심리

안

녕감

체 46.93 7.14 .92 .63 13∼65

애착불안 애착회피 성인애착 체

통제력 -.40** -.29** -.44**

정성 -.45** -.33** -.50**

회복탄력성 체 -.46** -.3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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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성인애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p< .001

<표 6>과 같이 성인애착은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체 변량의 27.0%를(F=46.804, p<.001)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성인애착과 회복탄력

성의 계에서 애착불안(β=-.405), 애착회피(β=-.237) 

모두 부  측 계를 보 다. 이는 애착불안과 애착회

피가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부  요인임을 알 수 있

다. 결과 으로 성인애착은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는 유

의미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머니 성인애착이 유아 회복 탄력성에 유의미

한 차이가 있고,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은 회복탄력

성에 유의한 부  상 계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4.3 부모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분석

부모 성인애착과 심리  안녕감 간의 상 계를 분

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성인애착과 심리적안녕감 간의 상관관계

**
p< .01

체 으로 보았을 때 성인애착과 심리  안녕감의 

계는 체 으로 의미 있는 부  상 계(r =-.29,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정도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성인애착의 애착

불안(r =-.22, p < .01)과 애착회피(r =-.25, p < .01) 모

두 심리  안녕감과 모두 부  상 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 계를 토 로 부모의 성인애착이 심리

 안녕감을 어느 정도 측해주는지를 밝히기 해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통계 으로 다 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는 .93, 

VIF가 1.07로 나타났고, Durbin-Watson의 값이 1.89로 

나타남으로써 성인애착과 심리  안녕감의 독립성이 

검증되었다. 

<표 8>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p< .01, 

***
p< .001

<표 8>과 같이 성인애착은 심리  안녕감을 설명하

는 데 있어 체 변량의 9.0%를(F=12.586, p<.0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성인애착과 심리  

안녕감의 계에서 애착불안(β=-.141), 애착회피(β

=-.233) 모두 부  측 계를 보 다. 이는 애착불안

과 애착회피가 심리  안녕감을 높이는 데 부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성인애착은 심리  안녕감

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심리  안녕감과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계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유아들을 연령, 시간 으로 

어린이집에 일  보내고, 오랜시간 떨어져 있는 자녀가 

부모와 애착형성보다는 부모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유아에게 직·간 으로 향을 받을 것으로 유추되어, 

부모에게 정  향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기 

해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심리  안녕감 간의 검증

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도출하 다.

첫째, 부모 성인애착, 자아회복탄력성, 심리  안녕감

애착불안 애착회피
성인애착 

체

심리  안녕감 

체
-.22** -.25** -.29**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SE β t R²

adj 

R² 
F

심리

 

안녕

감

(cons

tant)

60.91

9
2.894

21.048

***

.090 .083

12.58

6

***

애착

불안
-.141 .053

-.16

4

-2.638

**

애착

회피
-.233 .068

-.21

3

-3.431

***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SE β t R²

adj 

R² 
F

회복

탄력

성

(cons

tant)

98.8

46
3.671

26.9

29

***

.270 .264

46. 

804

***

애착

불안
-.492 .068 -.405

-7.2

76

***

애착

회피
-.367 .086 -.237

-4.2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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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  특성을 검증하 으며, 부모 성인애착, 자아회

복탄력성, 심리  안녕감의 일반  특성은 통계 으로 

정규성을 충 시키는 것으로 확인하 다.

둘째, 성인애착이 자아회복탄력성 간의 계는 통계

으로 총   하 요인 간에 부 계 요인으로 검증

되었다. 즉, 성인애착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자아회

복탄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셋째, 성인애착이 심리  안녕감 간의 계는 통계

으로 총   하 요인 간에 부 계 요인으로 검증되

었다. 즉, 성인애착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심리  안

녕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 성인애

착과 회복탄력성, 심리  안녕감 간에 향, 계가 있음

을 밝혔으나, 한정된 표본으로 인해 다소 한계 을 가지

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으로 부모의 성인

애착이 자아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향력에 한 심리  

안녕감의 매개효과  성인애착에 나타나는 구성요인 

 자아회복탄력성, 심리  안녕감으로 연계되는 질

연구 분석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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