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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청소년과 아버지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내현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성의 조절효과 분석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과정생1, 성균관대학교 소셜이노베이션융합/아동청소년학과 교수2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father-adolescent attachment on 
adolescents’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within the Mongolian family context. Additionally, the 
moderation effect of adolescents’ gender was also examined. 
Methods: One hundred seventy four Mongolian adolescents who lived in Ulaanbaatar, Mongolia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as 13 to 15 years old, and 69 out of 174 participants 
were boys. Consent was taken from participants and their parents. Instructions, consent forms, and 
questionnaires written in English were translated into Mongolian language. Participant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that measured attachment to fathers, adolescents’ depression, and anxiety. Data 
were analyzed us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ons and daughters 
in the attachment to their fathers. Attachment security between sons and fathers was higher than that 
between daughters and fathers. Gender differences were also found in adolescents’ depression and 
anxiety. Levels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girl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boys. In addition, 
attachment to fathers negatively predicted adolescents’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including 
depression and anxiety. In particular, the moderation effect of adolescents’ gender was also significant. 
Specificially, girls’ attachment to fathers negatively predicted girls’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but 
no significant finding was repor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and boys. 
Conclusion: Findings suggested a protective role of adolescents’ attachment to fathers against 
adolescents’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were discussed in terms of characterist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in Mongolian culture. The role of attachment on adolescents’ mental health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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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최근 몽골에서는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 해체와 

세대 갈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몽골의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삼분의 일 이상이 우울 및 정서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Khulan & Nominerdene, 2018), 또

한 자살 사례의 29.4%가 10대에서 2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

타났다(Unurmaa, 2017). 이처럼 몽골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사

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나 실제 몽골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아동들은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신체적, 심리적 변화로 

인한 정서적 혼란을 경험할 수 있고 정체감 형성 과정에서의 

불안정성, 학업스트레스, 부적응적 대인 관계 등으로 인해 다

른 발달 시기보다 높은 불안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Rice 

& Dolgin, 2005). 청소년 정신건강을 다룬 선행 연구들(Kang, 

2013; Thapar, Collishaw, Pine, & Thapar, 2012)은 가족의 영향 

중에서도 부모자녀 관계를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현적 문제

행동의 결정적인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모와의 애

착은 생의 초기에 형성되어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형성하고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즉, 

한 개인이 심리적 고통, 위협, 실패의 위험을 경험할 때 애착관

계에 대한 내적 표상의 활성화가 정서조절과 스트레스 대응의 

기반이 된다(Greenberg, 1999). 

부모와의 애착과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와 불안정 애착관계에 있다고 보고한 청소년

들이 안정 애착관계에 있는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우울을 보

고하였다(Kamkar, Doyle, & Markiewicz, 2012). 불안정 애착

의 하위 요인 중 심한 우울을 호소한 청소년들은 부모와 회

피애착을 형성한 경우가 많았으며(Rawatlal, Kliewer, & Pillay, 

2015), 집착하는 양가적 유형의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 역시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orot, 

Valiente, Magaz, Santed, & Sandin, 2017). 또한 부모와의 애착

은 종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부모와 불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이 이후 청소년기에 더 높은 우울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reinholst, Esbjørn, & Reinholdt-

Dunne, 2015). 그러나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부모와의 애

착의 영향이 몽골 문화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확인된 바

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를 검증해보려 하였다. 

몽골의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큰 역할이다. 부

모는 사계절에 적응하면서 가축 키우기, 사냥하기, 이동하기 

등 전통적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 자연을 이해하기, 책 읽기, 

부모와 어른을 존중하기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양육한다

(Enkhtuya, 2016).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

기 때문에 아주 어린 유아기부터 작은 물건을 들고 옮기기 등 

나이에 맞는 일을 하면서 책임을 배우도록 한다. 

여러 동양 문화권의 전통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

을 주로 담당하고 아버지가 직접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일은 드

문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은 전통적으로 확대가족 형태가 일

반적인 유목민 문화를 가지고 있다. 유목민 사회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여성이 가정경제를 꾸려가거

나 자녀를 양육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모계중심의 특성

도 가지고 있다(Rossabi, 2021). 몽골에서도 어린 자녀의 양육이

나 교육은 어머니와 집안의 여성들이 주로 담당한다. 몽골 아버

지들은 가족의 일에 크게 관여하지는 않는 편이다. 하지만 아동 

후기부터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자녀에게 유목민으

로 살아가는 생활방법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Enkhtuya, 

2016). 따라서 몽골에서 청소년기는 아버지의 영향이 더 커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몽골 남자들은 독립적인 역할을 하

는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목민의 생활을 직

접 교육하는 전통적 방식이 크게 변화되었다. 하지만 아버지

는 자녀에게 여전히 중요한 존재로서 특히 아버지의 체벌이

나 강압적 훈육, 무관심 등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 주목되고 있다. 몽골의 한 국립보고서에 따르면 

아버지와 부정적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높

은 수준의 불안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Tumennast, Bumdari, 

Batbaatar, & Erkhes, 2019). 또한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서 가정의 경제적인 지원보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중요하

다는 점이 지적되었다(Oyun-Erdene, Ichinkhorloo, Jagalsikhan, 

& Bulganzaya, 2018). 그러나 뉴스나 정책보고서가 이러한 방

향을 언급하였을 뿐 몽골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의 애착을 포

함한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몽골 청소년의 내현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와의 애착에 초점을 맞추려 하였다. 

일반적으로 애착 대상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와 

비교해서 보다 간접적이거나 이차적인 것으로 언급되어 왔다

(Freeman, Newland, & Coyl, 2010; Lamb & Lewis, 2013). 영유

아의 양육을 담당하는 주양육자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어머

니이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더 많

이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들은 성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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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다중적인 애착을 형성하

게 되는데(Colin, 1996), 아버지와의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 표

상 역시 영아기에서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으로 형성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아버지 애착의 영향은 여러 문

화권에서 검증되어 왔다. 아버지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청

소년들은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내적 문제행동을 적게 보였

으며(Agerup, Lydersen, Wallander, & Sund, 2015), 아버지와

의 불안정 애착은 청소년의 우울과 내현적 문제행동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uchesne & Ratelle, 2014; 

Grossmann et al., 2002; Pan, Zhang, Liu, Ran, & Teng, 2016). 그 

외에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의 질은 어머니보다 청소

년의 학교적응과 사회능력 및 우울 등의 문제행동을 더 잘 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i & Wu, 2007; Lieberman, Doyle, & 

Markiewicz, 1999). 또한 종단 연구에서 아동기에 형성된 어머

니, 아버지와의 불안정 애착은 아동기 우울과 그 이후 청소년

기 우울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reinholst et al., 

2015). 이처럼 아버지와의 애착은 어머니와는 별개로 청소년

들의 사회적 기능 및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몽골 청소년과 아버지와의 애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

으나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보

면, Ochir (2017)은 학령기 아동 70%가 자신이 되고 싶은 롤

모델로 아버지를 꼽았다고 하였으며, Mongolian National 

Broadcasting (MNB, 2013)에서 몽골 아동과 청소년들은 자신

감을 심어준 사람으로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대로 몽골에서 아동기 이후 청

소년기까지 아버지의 역할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버

지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가 몽골 청소년의 내현적 문제행동

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몽골 문화의 특성상 아버지-자녀 관계는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몽골의 유목민 문화에서

는 여자와 남자가 담당하는 일에 차이가 있다. 말린 소똥 모으

기와 우유로 발효제품 만들기는 여자아이들이, 양과 염소 몰

기와 말타기는 주로 남자아이들이 담당한다(Enkhtuya, 2016). 

특히 아버지는 아들이 외부세계를 탐색하고 살아가는데 필요

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우며 아들과 정서적 상

호작용을 자주 한다. 따라서 몽골의 아버지-아들의 관계는 아

버지-딸보다 상대적으로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

된 몽골 사회에서 가계를 물려받는 아들보다 독립적으로 살아

가야 하는 딸을 더 많이 교육시키는 경향이 있고, 여성의 사회

진출 지원이 늘어났다(Jung, 2008). 즉 부모가 아들과 딸을 차

별 없이 교육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함

께 예전에 비해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일이 늘어났

다(MNB, 2013). 그러나 애착의 주체로서 몽골 아버지의 역할

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의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우울이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청소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

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우울이나 불안이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McGuinness, Dyer, & Wade, 2012)고 알려져 있음에

도 불구하고 애착의 영향에 대한 성차는 일관성 있게 보고되

지 않았다. Cooper, Shaver와 Collins (1998)의 연구에서는 부모

와의 불안정 애착이 여자청소년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Pan 등(2016)은 어머니와의 애착을 통제

했을 때 아버지와의 불안정 애착관계가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우울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몽골 문화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성을 고려한다면 아

버지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아들이 아버지와의 애착 관계에 

따라 문제 행동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여

자청소년이 우울이나 불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면, 아버지와의 애착관계에 따라 문제행동이 더 민감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몽골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내현적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 성의 조절효과

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몽골 청소년과 아버지와의 애착관계, 몽골 청소년의 내현적 

문제행동(우울과 불안)은 청소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몽골 청소년과 아버지와의 애착관계는 몽골 청소년의 내현적 

문제행동(우울과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몽골 청소년과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몽골 청소년의 내현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청소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1. 몽골 청소년과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청소년의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2. 몽골 청소년과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청소년의 불안

에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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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소재한 4개의 종

합학교에서 만 13-15세 몽골 청소년 200명을 표집하였다. 몽

골의 교육체계는 유치원과 종합학교로 나누어지며 12년제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이 증가하는 초기 청소

년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종합학교의 1-5학년은 한국의 초

등학교, 6학년부터는 중학교와 같다. 몽골 청소년 중 12세에

서 15, 16세 까지의 연령이 한국의 중학교 청소년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중학교 1, 2, 3학년과 동일한 연

령을 연구대상으로 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200명의 청소년 

중 아버지와 거주하지 않는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26명을 제

외한 174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연구대상

의 평균 연령은 만 13.3세(SD = .90)였으며 13세는 106명, 14-5

세는 68명이었다. 또한, 남학생 69명(39.7%), 여학생 105명

(60.3%)이었고 아버지의 연령대는 40대였다. 

연구도구

청소년-아버지 애착관계

청소년과 아버지와의 애착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 (1987)가 개발하고 Wilkinson과 Goh (2014)가 short 

form으로 재구성한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45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뢰, 의사소통, 소외 등 3개 하위요

인에 어머니, 아버지, 또래와의 애착을 각각 측정하는 15개씩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는 부모에 대한 믿음과 수용,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간의 친밀한 대화, 그리고 소외는 부모

의 무관심과 이해 부족을 의미한다. 이 중 아버지와의 애착을 

측정하는 15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영어로 된 원 도구

를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전문가가 몽골어로 번역한 뒤 다시 

역번역하는 과정을 거쳤고 연구자와 몽골의 언어 학자가 안면 

타당도를 살피면서 문항을 수정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 분

석을 거쳐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χ2 = 124.13, p < 

.001, CFI = .96, RSMEA = .06). 

애착의 하위 요인 중 신뢰는 “아버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Аавын үүргээ сайн биелүүлж байгааг 
би мэдэрдэг).”, 의사소통은 “아버지는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도록 격려해 주신다(Өөрт тулгарсан аливаа асуудал, саад 

бэрхшээлийн талаар ярихад минь аав тусалдаг).”, 또한 소외

는 “부모님은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

신다(Сүүлийн үед би ямар асуудал, бэрхшээл дунд байгааг 
аав минь ойлгохгүй байгаа).”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아버지와의 애착관계를 청소년들이 보고하였는데, 청소년들

은 각 문항을 읽고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리커트척도로 응답하였다. 전

체 문항의 총점을 합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와 긍정

적이고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가 신뢰에서 .89, 의사

소통에서 .92, 소외에서, .67, 전체에서 .77이었다. 

청소년의 내현적 문제행동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을 포함하는 내현적 문제행동을 측정하

기 위해 Achenbach과 Rescorla (2011)가 개발한 Youth Self-Re-

port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요인 중에서 우울과 불안

에 해당하는 8문항씩 총 1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우울은 슬

픔, 공허함, 무가치, 불면 등 정서, 인지,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

는 상태이며, 불안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과잉각성과 결

과의 예측에 대한 초조, 긴장을 경험하는 정서적 상태를 말한

다. 이 도구 역시 영어로 된 원 도구를 이중언어 전문가가 몽골

어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역번역하여 수정하였고 연구자와 몽

골의 언어학자가 안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우울과 불안으로 된 2요인 구조를 확인

하였다(χ2 = 193.99, p < .001, CFI = .91, RSMEA = .07). 청소년

들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
(2점)까지 리커트척도로 응답하였다. 각 하위요인별로 문항의 

총점을 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현화 문제행동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가 

우울에서 .89, 불안에서 .73, 전체 .81이었다.

연구절차와 자료분석

몽골의 청소년을 표집하기 위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위

치한 4개 종합학교의 교장과 교사에게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하

고 허락을 구한 뒤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담임 교사를 통해 

연구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는 동안 피험자 모집과정에서 몽

골은 물론 전 세계가 COVID-19로 인해 직접적인 대면이 불

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에 연구자가 직접 설문을 실시

하는 방식 대신 담임교사의 도움을 얻어 참여학생들이 접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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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링크를 공유하고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실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모두 동의서에 서명하도

록 하였다. 

연구 도구들은 몽골어로 번역과 역번역을 한 뒤 안면타당

도를 살펴 수정하였고 예비실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장이해

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다. 구글 드라이브로 인구학적 변

인에 대한 문항과 도구의 최종 문항들을 작성하여 로딩하였고 

답변은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저장되도록 설정하였다.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참여자 이름은 닉네임과 코드로 대치하

였다. 학생들이 설문을 실시하는 데는 약 15분 내외가 소요되

었다. 참여 학생들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모바일 데이터 요금 

쿠폰을 지급하였다.  

자료분석은 먼저 연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α를 구하였다. 

기술치 분석을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1의 분석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을 분석하기 위

해 우울과 불안을 준거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Baron과 Kenny (1986)의 제안에 따라 조절효과를 상호작

용으로 검증하는 단계적인 방식을 취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에서 맨 처음 예측치인 아버지 애착의 영향력을 알아보고, 다

음 단계에서 조절변인인 성의 영향력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애착과 성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상호작용이 유의

한 경우에는 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

노바모델의 단순주효과 검증과 같이 조절효과의 유형을 검증

하였다(Baron & Kenny, 1986; Robinson, Tomek, & Schumacker, 

2013). 본 연구에서는 성이 유목변인이므로 남자와 여자청소

년 집단 각각에서 애착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회

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 자료분석에는 PASW 18.0 (SPSS Inc., 

Chicago, IL)과 AMOS 18.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Results

기술치 분석 및 상관 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전체 변인들의 분포와 정규

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왜도

의 절대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에 해당하여 연구

변인들이 모두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그

리고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Table 2에 나타나 있다. 주요

한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아버지 애착은 청소년의 우울(r = 

-.58,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불안(r = -.45, p < 

.001)과도 부적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변

인인 청소년의 성과 우울(r = .37, p < .001) 및 불안(r = .29, p < 

.001)과의 상관도 유의하였다.  

Table 1
Mean, SD, Differences by Gender of Research Variables

Variables M (SD) t p
Father-adolescent attachment  Boys 51.93 (  9.16) 2.78**

2.78**
.006
.006Girls 47.70 (10.18)

Total 49.38 (  9.98)

Adolescents’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Depression Boys   .99 (  1.22) -5.16***
-5.16***

.000

.000Girls  3.51 (  3.94)

Total  2.51 (  3.39)

Anxiety  Boys  4.13 (  2.22) -3.99***
-3.99***

.000

.000Girls  5.87 (  3.13)

Total  5.18 (  2.92)

Note. N = 174.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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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분석 

연구문제 1: 아버지와의 애착과 내현적 문제행

동에서의 성차 

연구문제 1은 아버지와의 애착과 내현적 문제행동에서의 성

차를 검증하는 것으로 위의 Table 1에 t-test 분석 결과가 나타

나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버지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

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t = 2.78, p < .01). 또한 내현적 문

제행동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t = -5.16, p < 

.001) 및 불안(t = -3.99, p < .001)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 아버지와의 애착이 

몽골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성

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은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청소년의 

내현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우울과 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Table 3과 Table 4에 제시

되어 있다. 앞서 분석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버지와의 

애착(예측변인), 청소년의 성(조절변인), 아버지와의 애착과 

청소년 성 간의 상호작용항을 위계적 회귀모델에 투입하여 주

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았다. 

우선 우울에 대한 결과가 Table 3에 나타나 있다. 1단계에서 

아버지의 애착은 청소년의 우울(β = -.39,  p < .001)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와의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

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청소년의 성의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30, p < .001).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우울이 더 높다는 것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청소년 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아버지 애착

과 청소년 성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다. 상호작용이 투입된 

후 아버지 애착의 주효과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으나 청소

년 성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1.18, 

p < .01).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한 전체 회귀모델은 유의하였

으며(F = 21.53, p < .01) 변량의 약 27%를 설명하였다. 

Table 3에서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으므로 청소년 성의 조절

효과를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집단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1 2 3
1. Adolescents’ gender ―

2. Father-adolescent attachment -.21** ―

3. Adolescents’ depression  .37*** -.58*** ―

4. Adolescents’ anxiety  .29*** -.45***  .70***
Note. N = 176. 
**p < .01. ***p < .001.

Table 3
The Influence of Father-Adolescent Attachment on Adolescents’ Depress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Adolescents’ Gender

Model 1 Model 2 Model 3
Variables β t β t β t

Depression Father-adolescent attachment (A) -.39 -5.50*** -.32 -4.74***   .39  1.62
Adolescent gender (B)  .30  4.40***  1.37  3.88***
A × B -1.18 -3.08**
R²   .15   .23   .27
△R²   .14   .23   .26
F 30.20 26.23 21.53
p value   .000   .000   .002

Note. N = 174.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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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에서 애착의 영향을 단순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 조절

효과의 형태는 Figure 1과 같다. 단순회귀분석에서 남자청소년

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β = -.11, n.s.). 여자청

소년에서는 아버지와의 애착이 딸의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42, p < 001). 

다음으로 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가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1단계에서 아버지와의 애착은 우울

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불안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8,  p < .001). 이는 애착안정성이 높

을수록 불안이 적은 것을 보여준다. 2단계에서 청소년의 성 역

시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β = .24,  p < .01).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불안 수준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청소년-아버지 애착과 청소년 성 간

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1.31, p < .01). 청

소년 성의 조절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

년 집단 각각에서 애착의 영향을 단순회귀분석으로 알아본 결

과, 여자청소년 집단에서만 애착이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아들의 애착 관계는 아들의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아버지와의 애착이 딸

의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8, p < 

.001). 불안에 대한 전체 회귀 모델은 유의하였고(F = 12.80, p 
< .01) 변량의 약 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에서 애착과 성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으므로 성의 

조절효과를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별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형태는 Figure 2와 같다. 

회귀분석결과 우울과 마찬가지로 불안에 대해서도 아들에 대

한 아버지 애착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β = -.11, n.s.), 아

버지 애착이 딸의 불안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41, p < 001). 

Figure 1. Th e infl uence of father-adolescent attachment on adolescents’ depression in boys and girls.

Table 4
Th e Infl uence of Father-Adolescent Attachment on Adolescents’ Anxiety and Moderation Eff ects of Adolescents’ Gender

Model 1 Model 2 Model 3
Variables β t β t β t

Anxiety Father-adolescent attachment (A) -.28 -3.78*** -.22 -3.10**   .57  2.24*
Adolescents’ gender (B)  .24  3.36**  1.44  3.84***
A × B -1.31 -3.25**
R² .08 .13 .18
△R² .07 .12 .17
F 14.26 13.20 12.80
p value .000 .001 .002

Note. N = 174.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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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몽골 청소년과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몽골 청

소년의 내현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내현적 

문제행동 중 우울과 불안에 초점을 맞추었고 몽골 아버지와의 

애착의 영향이 청소년의 성에 따라 달라질 것을 가정하고 청

소년 성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몽골남학생이 몽골여학생보다 아버지

와 더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아버지 애착과 아들 사이의 관련성이 딸보다 크다는 

Pan 등(2016)의 연구와 유사하다. 특히 이러한 결과에는 몽골

문화에서 아버지가 아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생활방식을 

알려주는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들은 아동기

에서 청소년기를 거쳐 유목과 승마하는 법, 사냥하는 법 등을 

배우면서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한다. 딸들도 승마하는 방법

이나 양과 송아지 돌보기 등 유목방법을 배우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가 많고 딸들은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 발효제품 만들기 등 가정을 꾸려가는 역할을 많이 한

다(Enkhtuya, 2016). 

현대 몽골의 도시화된 사회에서 이러한 전통은 크게 변화

했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자신의 롤모델로

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Ochir, 2017). 몽골에서는 어머니

가 경제권을 가진 양육자의 역할을 해왔으며 아버지의 존재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보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

다. 즉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딸보다 아들에게 내재화된 역할 

모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딸과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와 관

계를 맺는 방식이 아버지-아들과 아버지-딸 애착 간의 차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몽골 청소년과 아버지와의 애착이 청

소년의 내현적 문제행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신뢰롭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청

소년일수록 우울과 불안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의 

부정적 관계가 몽골 청소년의 높은 불안에 영향을 준다고 보

고한 Tumennast 등(2019)의 연구와 유사하다. 또한 다른 여러 

나라의 선행 연구들(Agerup et al., 2015; Grossmann et al., 2002)

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아버지와의 애착안정

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적었으며 아버지와의 불

안정 애착은 심한 수준의 우울 및 부적응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몽골문화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아버지 애착이 신뢰, 의

사소통, 소외의 세 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측정되었다. 다시 말

해 청소년이 아버지를 신뢰하며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는

지에 따라 정신건강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몽골청소년과 아버지와의 애착이 청소년들에게 부적응적 상

황과 부적 정서 경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정서적인 내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을 나누

어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아버지 애착은 남학생에게는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학생들의 불안과 우울을 부적으

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아버지와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

한 딸일수록 내현적 문제행동을 적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몽골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

계가 딸과의 관계보다 더 친밀하며 본 연구에서도 아들과 아

Figure 2. Th e infl uence of father-adolescent attachment on adolescents’ anxiety in boys and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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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와의 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아버지와의 애착은 딸들의 우울과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비율의 우울을 보인다는 점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에서 모두 몽골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선행 연구들(Li, DiGiuseppe, & Froh, 2006; 

McGuinness et al., 2012)에서도 여자청소년이 내현적 문제행

동에서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

가 신뢰롭고 긍정적일수록 딸들의 내현적 문제행동이 감소하

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애착은 여자청소년의 내현적 문제행동

의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볼 수 있다. 

몽골 문화는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아들과 더 가까운 관계

를 형성하긴 하지만, 다른 동양 문화보다 남아선호사상에 영

향을 덜 받는 편이고 유목사회에서 여성이 자율권과 경제적 

권한을 가지는 모계 중심적 특성이 있다. 또한 가업을 물려받

는 남성보다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할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더 제공하는 경향도 있다(Burn & Oidov, 2001; Rossabi, 2021). 

이처럼 남성중심의 문화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여성

도 독자적인 사회적 지위와 자율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무

엇보다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늘어나는 것으

로 보고되었고 남녀에 상관없이 아버지가 몽골 청소년들에

게 존경받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MNB, 

2013). 이러한 점이 아버지와의 애착이 보호요인이라는 점을 

지지한다. 즉 딸과 아버지와의 애착은 딸들이 자신감 있게 타

인과 의사소통하면서 불안이나 우울을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

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몽골 청소년의 정

신건강을 위한 교육과 중재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제한점은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몽골의 청소년과 아

버지와의 애착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어린 시절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애착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몽골에

서 청소년기에 아버지의 역할이 늘어나는 부분이 어머니 애착

과의 비교를 통해 종단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중심으로 내현적 문제

행동을 다루었다. 그러나 위축과 같은 다른 문제행동을 포함

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기까지는 아동기와 유사하게 우울증상

이 신체적이고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외현적 

문제행동과 내현적 문제행동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몽골에서는 문화적으로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에 발생하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로 애착

을 비롯한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선

행 연구가 부족하여 몽골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에 대해 명확

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더 포괄적이고 적

극적으로 몽골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연

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

를 다루었으나 청소년기의 범위가 넓은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 후기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고 

부모의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등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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