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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이를 위해 심리적 독립과 관련된 문헌 고찰, 기존 척도 분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설문
및 포커스 그룹 면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개별 면담을 통해 60개의 예비문항을 추출하였고, 대학
생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예비문항에 대해 대학생 387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3개의 하위요인, 총 18문항의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가 개발되었다. 척도의 하위요인은 ‘부모와 지지관계’, ‘자율적 의사결정’, ‘자기신뢰’로 명명하였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대학생 691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응답자료에 대
한 확인적 요인분석, 구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자율성, 우울, 대
학생활적응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생활적응과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예언타당도를 확
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척도 개발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학생, 대학생 심리적 독립, 척도 개발, 타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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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독립은 이론적 접근에 따라 개념적 정의

서 론

가 다르며 그 의미 자체가 모호하여 이를 개념화
대학생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로 넘어가는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김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대학생 시기에는 정체감

영린, 이기학, 2012), 안정된 애착을 바탕으로 하

형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이성과의 친밀

는 부모와의 관계, 행동과 사고에 있어서의 자율

감 형성, 진로결정 등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이

성 획득의 개념이 강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더욱 다양하게 나타난다(Lapsley, Rice, & Shadid,

는 대학생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

1989; Veronika, 2014). 특히, 대학생들에게 부모로

가는 과정에서 성취되어야 하는 심리적 독립에

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향후 발달과정에서 일어나

초점을 맞추어 심리적 독립을 대학생이 부모와의

는 의사결정, 문제해결, 감정조절에 관한 자율

안정된 애착을 바탕으로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성과 능력의 바탕이 되는 발달과업이며(심지연,

를 유지하면서 사고와 행동에 있어 자율성을 발

2013), 청년기 이후 사회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성

휘하는 상태로 정의한다.

인으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허혜경, 김혜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지식집약적인 산업구

수, 2015). 이처럼 대학생 시기에 부모로부터의 심

조를 가진 현대 사회에서는 청소년 후기에서 성

리적 독립은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이후 발달과업

인기로의 전환시기가 지연되어(Arnett, 2001), 대학

을 성취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들은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경제적, 정서적 지원

Erikson(1968)에 의하면 청년들이 자신의 발달과

을 받게 된다(Nelson et al., 2011). 또한, 대학생 시

업인 자아정체감(ego identity)을 형성해 나가는 과

기는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시기, 자신에게

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필수불가결

집중하며, 계획 등을 세우는 시기로 인식되는 경

한 과정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새

향이 있다(안선영 외, 2011). 이와 동시에 대학생

로운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의존

들은 독립된 개인으로서 정체감을 획득하려는 자

적인 관계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정체감을

연스러운 욕구에 의하여 부모와의 유아적 관계로

확립하는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매우 중

부터 벗어나고자 한다(Blos, 1967). 대학생들은 이

요하다고 강조한다. Josselon(1988)은 심리적 독립

러한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죄의식, 불신,

이 “자녀가 부모와의 결속적이고 의존적인 유대

불안과 같은 감정들이 생겨나며 이를 점진적으로

관계에서 벗어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관계에서

해소하는 것을 통해(박정애, 진미경, 2015), 행동,

사고와 행동에 있어 개별적인 자유감을 획득하는

정서, 태도 측면에서 점점 자율적으로 되어간다

것”이라고 하였다. Moore(1987)는 “단순히 부모에

(Kenny & Donaldson, 1991). 이는 대학생들이 청소

게서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을 넘어 부모에 대한

년기와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의 혼란 속에서 부

관계지각의 변화”라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 안

모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으면서도 심리적으로는

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분리와 개별성이 지지되는

독립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를 준비

부모와의 관계에서 도움을 얻어(Quintana & Kerr,

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함을 보여준다.

1993), 부모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분리되는 능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독립과 관련된

력”으로 주장하기도 한다(Armsden & Greenberg,

연구들을 살펴보면, 심리적 독립은 대학생활적응

1987; Blos, 1967; Schwartz & Buboltz, 2004). 이처럼

(김영린, 이기학, 2012; 박정애, 진미경, 201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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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체감(한세영, 김연화, 2007), 진로(김수임, 김창

의 역상관(김영린, 이기학, 2012) 등 척도가 가진

대, 2009; 이주연, 민윤희, 장성화, 2019; Tokar et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 심리적 독립을

al., 2003), 애착(김세연, 2015; Schwartz & Buboltz,

측정하는 도구로는 Moore(1987)의 모-청년분리검

2004), 우울(전해옥, 2012), 이성관계(김세영, 최나

사(Parent-Adolescent Separation)와 Baik(1997)의 후

야, 2011)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청소년개체화척도(Late Adolescent Individuation

러한 연구들을 통해 심리적 독립이 대학생활적응

Questionnaire: LAIQ)가 있다. Moore(1987)의 척도는

뿐 아니라 진로 및 이성관계 등 향후 인생전반에

서구와는 달리 입학과 동시에 부모와 거주지가

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할

분리되는 경우가 적고 장기간의 교육으로 부모에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 독립에 대한 연구가 경험

게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

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라 볼 수 있

우, Moore(1987)의 척도로는 심리적 독립을 정확히

다.

측정하기 어렵다. 또한 Baik(1997)의 척도는 연결

지금까지 국내 연구에서 심리적 독립의 수준을

과 분리의 점수에 따라 개체화형, 가독립형, 의존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척도는

형, 애매형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 유형이 표

Hoffman(1984)의 심리적 독립 척도(Psychological

본의 평균에 따라 분류하고 있어 유형분류가 절

Separation Inventory: PSI)로 이 척도는 일반적인 심

대적이지 않으며 표본에 의존된다는 한계가 있다

리적 독립을 측정하는 척도로써 성인과 대학생을

(백지숙, 도현심, 박성연, 1998). 이처럼 기존의 심

대상으로 미국에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는 청소

리적 독립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척도 자체가 가

년, 대학생, 성인을 불문하고 대다수의 연구에서

진 한계뿐 아니라 서구문화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 척도를 사용하여 많은 연구자

서구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우리나라 대

들이 심리적 독립과 다양한 변인 간의 관계를 탐

학생의 심리적 독립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색해왔고, 주로 대학생의 적응과 진로에 관련된

있음을 보여준다.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

지금까지 한국문화와 서구문화는 상호 이질적

다. 그 결과 일부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 수준이

인 문화로 이해되어 왔다(박우철, 김수지, 2015).

높은 경우에 대인관계가 성숙하며 직업을 확신

서구문화와 달리 한국문화는 전반적으로 개인보

있게 선택하고 자아정체감 발달 수준이 높다는

다 집단을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문화로 이해되었

결과와 같이 독립 수준이 높아야 적응적이라는

다(최상진, 2011; Minkov & Hofstede, 2014). 개인주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심지연, 2013; 양진희, 김봉

의적 성향이 강한 전통의 서구사회와 달리 집단

환, 2008). 반면,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과 관련

주의 문화의 전통을 갖는 한국사회에서 부모자녀

성이 없거나 오히려 독립 수준이 너무 높은 경우,

관계를 포함하는 인간관계는 개인의 존재와 삶에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불안과 우울도 높

큰 비중을 차지한다(박수영, 2005). 또한 서구의

은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줄

개인주의적 부모자녀관계는 상호독립성을 전제로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조화진, 서영

얼마나 개별화되었는가를 성숙의 지표로 삼는 것

석, 2011).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의 원인으로는

과 대비되어 한국문화를 집단주의와 구별되는 관

문화적 차이(구경호, 김석우, 2014; 류남애 외,

계주의 문화로 보는 입장(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11; Leondari & Kiosseoglou, 2000)와 하위요인 간

2000; 박영신, 김의철, 2002; 최상진, 2000)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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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욕구에 따라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연

1986)의 분석을 통해 구성개념을 부모와의 지지관

합(coalition)을 이루어 자신을 집단에 종속시키기보

계, 자율적 의사결정, 자기신뢰로 공통된 요인을

다 자신을 확대시켜 관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도출했으며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의 특성을 반영

한국사회에서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하는 인간관계

한 문항들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는 개인의 존재와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박수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현재 다수의

영, 2005; 박영신, 김의철, 2002). 또한 한국의 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심리적 독립 척

모자녀관계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부모자녀관계가

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

상호독립성(self-contained functional unit)을 전제로

도구의 연구 대상 측면에서 보면 대학생들만을

얼마나 개별화(individuation)되었는가를 성숙의 지

대상으로 측정하는 척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존

표로 삼는 것과 대비되어, 부모자녀 간의 심정적

의 심리적 독립 척도는 청소년, 대학생, 성인을

교류가 얼마나 강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며 부모의

함께 연구 대상으로 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대

마음 써주기에 대한 자녀의 마음 쓰기 정도가 어

학생 시기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청소년기 혹은

떠한가에 따라 결정된다(현정환, 2007). 이처럼 서

다른 시기에 이뤄지는 부모로부터의 독립과는 그

구의 개인주의적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심리적

성격이 질적으로 다르다(김완석, 박종원, 2013). 대

독립의 개념은 관계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한국 사회에서의 심리적 독립과 다를 수 있다

도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자율성 획득

(Tang, 1992). 즉, 우리나라 대학생은 밀착적인 가

이라는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한다(장휘숙, 2002).

족관계의 안정적인 심리적 기반 위에서 개별화

이처럼 연구 대상에 있어 청소년, 대학생, 성인의

된 심리적 독립을 성취해 나간다(이진하, 최연식,

구분 없이 개발된 기존의 심리적 독립 척도로는

2007). 따라서 정서적 탈 애착(Moore, 1987) 및 부

대학생들이 청소년, 성인과는 구분되어 현재 발달

모와의 관계에서 감정적 분리(Hoffman, 1884) 등을

시기에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독립의 특성

강조한 기존의 심리적 독립 척도를 사용하여 우

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리나라 대학생이 경험하는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독립의 특성을 측정

심리적 독립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하는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문화

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척도들이 시기적으로 우리

고려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이 경험하는 부모로부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터의 심리적 독립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가장 타당하다고 알려진

심리적 독립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심리적 독립 척도(PSI)는 번안과 타당화를 거쳐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적 독립에

국내연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모자

대한 보다 정확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

녀관계는 서구의 개별적, 독립적 관계와는 달리

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의 특성

자식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더욱 친밀하며 결속

을 반영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학생의 심

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맞게 만들어진

리적 독립과 관련된 선행연구(강주현, 2016; 구경

한국적인 척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

호, 김석우, 2014; 김영린, 이기학, 2012; 박정애,

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대학생의 심리적

전미경, 2015; Baik, 1997; Levine, Green, & Millon,

독립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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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태도적 자율성, 자신감과 개별성을 가지고 자신을

는 심리적 독립 척도(PSI)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독립된 존재로서 지각하는 능력인 정서적 자율성,

하위 요인 간 역상관이 존재하고, 이것이 연구결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조절과 자기통

과에 영향을 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점수

제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인 기능적 자율성의 하

의 높고 낮음만을 측정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김

위요인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대

영린, 이기학, 2012).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심리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

적 독립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정서적

율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이동미, 김호정,

및 갈등적 독립(이주연, 하상희, 2012) 또는 갈등

박주희, 2016)를 통해 신뢰도가 검증된 바 있다.

적 독립(윤은영, 이지연, 2016; 조민경, 2010)만을

이 척도는 자율성의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을

심리적 독립으로 정의한 채 측정하고 있다. 이는

포괄하여 측정하고 있는 도구로 부모와 청년기

같은 심리적 독립이라고 정의한 후 연구를 진행

자녀의 관계적 변화에 초점을 두어 자율성을 개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하위요인을 선정하여 분

념화하면서 청년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심리적

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으로 독립된 존재가 되는 것을 자율성의 중요한

척도상의 한계를 보여준다(김영린, 이기학, 2012).

측면으로 다루고 있다(Noom, Deković, & Meeus,

이에 대학생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독

1999)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립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회문화적 측면에

척도와 높은 상관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또

서 기존 서양문화를 배경으로 개발되어 부모로부

한,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은 우울 및 우울 대응행

터의 의존적이고 결속적인 관계를 벗어나 분리됨

동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혜경, 2016; 전

을 강조한 기존 척도와는 달리 한국문화를 바탕

해옥, 2012).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과 우울

으로 부모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위해 Derogatis, Lipman과

도 심리적 독립을 이루어 나가는 특성을 반영한

Covi(1973)가 Hopkins Symptom Check List(HSCL)를

척도를 개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필요

발전시켜 만든 Symptom Check List(SCL-90)를 김광

가 있다.

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개발된 척도의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자

간이정신진단검사 중 우울증의 문항을 사용하였

율성, 우울,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

다. 이 척도는 성인부터 청소년들까지 사용되는

율성은 대학생 시기에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중

유용한 도구로 인정되고 있으며(McGough & Curry,

요한 발달과업으로(McElhaney & Allen, 2001), 대학

1992), 짧은 시간 안에 실시, 채점, 해석이 가능하

생들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자율성 추구

며 검사문항이 쉽고 증상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정주희, 2005). 또한

주, 2007; Greenberg et al., 1983).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서루비, 문정희,

심리적 독립과 자율성과의 상관관계분석을 위해

천성문, 2017; 전혜경, 2016)에서 부모자녀관계와

Noom(1999)의 자율성 척도를 이미정, 도현심, 지

대학생의 우울 간의 부적관계를 측정하는 도구로

연경(201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활용되어, 본 연구의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

태도적 자율성, 정서적 자율성, 기능적 자율성을

와 부적 상관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부모로

측정하는 도구로, 자신의 목표를 지각하는 능력인

부터 성공적으로 독립한 대학생들은 자율적이고

- 257 -

상담학연구

능동적인 생활방식이 필요한 대학생활에서 보다

심리적 독립의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며(Sullivan &

초자료가 될 것이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

Sullivan, 1980),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람일수록

리적 독립 연구에 높은 타당도를 제공할 수 있을

대학생활에 적응적이며, 부모와의 관계는 대학생

것이다.

활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다(Lapsley, Rice, &
Fitzgerald, 1990; Beyers & Goossens, 2003). 본 연구

방 법

에서는 심리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의 준거타당
도 및 예측타당도 분석을 위해 Baker와 Siryk(1984)
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연구대상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김은정(1992)이 번안

한 것을 기초로 정은지(2013)가 요인분석 후 재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를

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들의

개발하기 위해 문헌고찰 및 기존 심리적 독립 관

대학 내의 학업과 관련된 생활에 적응하는 수준

련 척도 문항 분석, 대학생 개방형 설문 및 포커

을 측정하는 학업적응, 대인관계와 행사참여와 같

스 그룹 면담, 전문가 개별 면담 자료 분석을 통

은 사회적 활동에 적응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사

해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척도의 구인을 탐색

회적응, 일반적인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화 장애

하고, 탐색을 통해 추출된 문항들로 두 차례에 걸

수준을 측정하는 개인·정서적응을 측정하는 도구

쳐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척도 구인을 탐색하

이다. 대학생이 대학생활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나

기 위해 예비 조사가 실시되었고, 추출된 문항들

대학생활에서의 성취 및 결과 등의 다양한 측면

로 구성된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해 본 조사가 실

을 측정하는 도구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되었다. 예비 조사는 부산․경남지역의 대학생

연구들(김영린, 이기학, 2012; 정은지, 2013)에서

을 대상으로 총 4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

신뢰도가 검증된 바 있으며, 선행연구들(박유화,

한 설문지 중 무성의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

2001; 신지영, 2000; 조화진, 서영석, 2011)을 통해

고 38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

부모자녀관계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학적 특성은 남학생 185명(47.8%), 여학생 202

검증되었으며, 부모자녀관계가 대학생활적응에 영

명(52.2%)이며 1학년 73명(18.9%), 2학년 171명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44.2%), 3학년 106명(27.3%). 4학년 37명(9.6%), 전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

공분야는 인문사회계열 160명(51%), 이공계열 161

의 준거타당도 및 예측타당도 검증을 위한 적절

명(41%), 예체능 58명(15.0%), 기타 8명(2.0%)으로

한 도구일 것으로 판단된다.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에 영

본 조사는 전국에 소재한 18개 대학교에 재학

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을 포괄하는 자기 보고식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척도를 개발하여 요인 구조를 밝히고 타당도 및

연구 참여자는 설문 시작 전 연구의 목적 및 절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연구를

차 등에 대한 설명문을 제시하여 설문 참여에 동

통해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

의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부산․경남지역

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함으로써

의 경우 본 연구자가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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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타당화 연구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691)
변인

성별

학년

지역

전공

측정도구

사례 수

백분율

(명)

(%)

남

405

58.6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

여

286

41.4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는 본 연구에서 개

1학년

159

23.0

발하고 타당성을 확인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부

2학년

220

31.8

모와 지지관계(6문항), 자율적 의사결정(6문항), 자

3학년

200

28.9

4학년

112

16.2

서울, 경기, 인천

157

22.7

부산, 울산, 경남

257

37.2

대구, 경북

137

19.8

광주, 전라

28

4.05

대전, 충정

31

4.49

자율성 척도

강원

45

6.5

대학생의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ekker

제주

36

5.2

(1991)가 개발하고 Noom(1999)이 재구성한 자기

인문계열

111

16.1

보고식

사회계열

79

11.4

Questionnaire)를 이미정, 도현심, 지연경(2010)이 번

교육계열

26

3.8

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태도적 자율성,

공학계열

270

39.1

자연계열

127

18.4

의학계열

13

1.88

예체능계열

58

8.39

기타

7

1.01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의 수준

전체

691

100.0

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미정 등(2010)의 연구에서

구분

기신뢰(6문항)의 3개요인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
고,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독립 수
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일
치도(Cronbach's ⍺)는 .824이며, 각 하위요인별 내
적일치도(Cronbach's ⍺)는 .838 - .883이다.

자율성

질문지 (Self-Report Autonomy

정서적 자율성, 기능적 자율성의 5문항씩 총 1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미정 등(2010)의 연구
에서 전체 신뢰도를 낮추는 1문항 ‘다른 사람들
과 의견이 다를 때 그들에게 이야기 한다’를 제
외한 것을 따라 총 14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는 내적일치도(Cronbach's ⍺)가 .74이었다. 본 연구
으며 다른 지역의 경우, 사전에 강의를 담당하는

에서는 전체 자율성의 내적일치도(Cronbach's ⍺)는

교수들에게 설문의 목적과 진행 방법에 관하여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였다. 설문은 설문지는
총 750부가 배부되었으며, 회수한 설문지 722부의

간이정신진단검사

설문지 중 무성의하게 응답한 31부를 제외한 691

대학생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Derogatis,

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 연구

Lipman과 Covi(1973)이 Hopkins Symptom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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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HSCL)를 발전시켜 만든 90문항의 Symptom

청소년후기개체화척도(LAIQ)의 문항을 사용하였

Check List(SCL-90)를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이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사

관련된 경험에 근거한 다양한 문항을 추출하기

용하였다. 9개 증상차원 중 우울은 13문항으로 구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설문 및 포

성되어 증상의 정도에 따라 5점 Likert 척도로 구

커스 그룹 면담, 전문가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함을 의미한

개방형 설문은 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

다.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의 연구에서 우울

였으며, 개방형 설문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당

의 내적일치도(Cronbach's ⍺)는 .90이었으며, 본 연

신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이 무엇이라

구에서의 전체 내적일치도(Cronbach's ⍺)는 .90으

고 생각하는가요? ‘당신이 부모로부터 독립되었다

로 나타났다.

고 느낄 때는 어떤 때(경험)인가요?’, ‘당신이 아
직도 독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때는(경험할

대학생활적응 척도

때는) 언제인가요?’, ‘당신의 어떤 행동을 보고 심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Baker와

리적 독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나요?’, ‘당신이 심

Siryk(1984)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리적 독립이 되었다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김은

등이다. 포커스 그룹 면담의 경우 대학생 5명을

정(1992)이 번안한 것을 기초로 정은지(2013)가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소요시간은 약 3시간이

요인분석 통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소요되었다. 먼저, 차후 분석을 위한 녹음에 대한

4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

동의를 받았으며, 심리적 독립에 대한 개념을 설

생활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은지(2013)

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나

의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의 전체 내적일치도

라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자신의 심리적 독립

(Cronbach's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에 대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적응의 내적일치도(Cronbach's ⍺)는 .90으

하였다. 대학생 개별 면담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로 나타났다.

‘심리적 독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

생의 심리적 독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이 되었다고 느

연구절차

낀 때(경험할 때)는 언제인가요?’, ‘현재 자신이
예비 문항구성

심리적 독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 구인 및 예비조사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아직도 독립이 되어 있지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심리적 독립과 관련

않다고 느낄 때(경험할 때)는 언제인가요?’, ‘심리

된 국내외 문헌고찰 및 기존 심리적 독립 관련

적 독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

척도 문항 분석, 대학생 개방형 설문 및 포커스

각합니까?’, ‘만약 심리적 독립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룹 면담, 전문가 개별 면담 자료 분석을 통해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등이다. 대학생을

문항을 추출하였다. 기존 심리적 독립 척도 분석

대상으로 한 개방형 설문과 포커스 그룹 면담을

을 위해 Hoffman(1984)의 심리적 독립 척도(PSI),

통해서 나타난 반응을 분석하여 106개의 문항을

Moore (1987)의 모-청년분리검사(PAS), Baik(1997)의

추출하였다. 또한 상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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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5

문항작성 지침(이성흠, 2005; Neuman, 2003)에 따

명으로 상담심리를 전공한 박사과정 이상이면서

른 준거에 따라 문항의 적절성 여부를 각자 3가

상담센터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상담

지(적절, 수정, 삭제)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삭제의

하고 있는 경력을 가진 이들이다. 면담 시간은 평

경우 이유를 제시하며, 수정일 경우에도 이유와

균 1시간이 소요되었다. 먼저, 심리적 독립에 대

수정 문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개별

한 개념과 각 하위요인에 대해 설명한 후 질의응

적인 평정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본 연

답을 통해 전문가들이 상담 장면에서 만났던 학

구자와 상담심리 교수 2명, 상담심리 박사 수료 2

생들의 심리적 독립에 대해 답할 수 있도록 하였

명이 함께 예비 문항을 수정하였고, 협의를 통해

다. 전문가 개별 면담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심

최종 수정 문항에 대해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하

리적 독립을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획득하

였다. 그 결과 37개의 문항이 제외되었으며, 27개

는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노력에는 무엇이 중요

의 문항이 수정․보완되어 82문항이 선정되었다.

하다고 생각하시니까?’, ‘현재 대학생들이 심리적

1차에서 선정된 82문항에 대하여 2차 내용타당도

독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9개의 문항이 제

십니까?’, ‘대학생들이 심리적 독립에 어려움이 있

외되었으며 39개의 문항이 수정․보완되어 60문

다면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대학생의 경

항이 선정되었다. 3차 내용 타당도 검증결과 삭제

우 어떤 측면(맥락적 측면)이 심리적 독립과 관련

된 문항이 없었으며 1개의 문항이 수정되었다. 내

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이다. 이러한 대학

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 선정된 총 60개의 문

생 개방형 설문, 대학생 및 전문가 면담의 결과로

항에 대해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총 165문항을 추출하였다. 기존 심리적 독립 척도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60개의 예비

분석과정을 통해 추출된 96문항과 대학생 개방형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대학생 및 전문가 면담 자료 분석을 통
해 추출된 165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와 상담

예비 조사

심리 교수 2인, 척도 개발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

예비 조사에서는 총 60문항의 예비 문항에 대

박사 2인, 국어교사 1인 등 평가자 6인이 함께 문

한 문항양호도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항을 구성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총 114문항

위해 대학생 387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의 기초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수집된 문항에

최종 문항 선정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은 총 18명의 평가자에게

도 검증을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의해 총 3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평가자는 발달심

분석하였다. 분석절차는 먼저, 예비 척도의 문항

리 및 상담심리 교수, 척도 개발 경험이 있는 상

양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 및 표준

담심리 박사, 대학생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심리

편차, 왜도와 첨도, 문항-전체 상관 및 문항제거

박사 과정, 국어교사 등이 평가자로 참여하였다.

시 내적일치도 계수(Chronbach's ⍺)를 살펴보았다.

1차 내용타당도 검증은 연구자 외 7인의 평가자

문항의 평균이 극단적인 값을 갖고 있거나, 표준

에 의해 실시되었다. 먼저 심리적 독립에 관한 개

편차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는 점수 분포가 한쪽

념에 대한 이해를 높인 후 총 114개의 문항을 제

으로 치우쳐서 바람직한 문항이라 볼 수 없고, 변

시하고 평가자들에게는 이전 연구들에서 검토된

별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문항을 제거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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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탁진국, 2007), 평균이 1.5-4.5, 표준편차

둘째, 구인타당도를 통한 모형의 일반화를 검증하

가 .75이상(Meir & Gati, 1981), 왜도의 절대값이 2

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7이상(West et al., 1995)을

의 적합도 지수인   , CFI(Comparative Fit Index),

기준으로 문항을 제거하였다. 둘째, 문항-전체 상

TLI(Tucker-Lewis Index), SRMR(Standardized Root

관, 문항제거 시 내적일치도 계수(Chronbach's ⍺)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를 산출하여 문항-전체 상관이 낮은 문항은 측정

Error of Approximation)와 요인분석 결과를 경로 모

하고자 하는 구인을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에(문

형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내적구조에 기초한 구

수백, 2015), 문항-총점 상관 .30을 기준(Gable &

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개념신뢰도(Construct

Wolf, 1993)으로 .30미만인 문항과 문항제거 시 내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적일치도 계수가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보다 높은

Extracted, AVE)를 산출하여 요인 내 항목들의 수

문항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60개의 예비문항 중

렴타당도를 검증하고, 평균분산추출지수(AVE)를

최종 42문항을 대상이 추출되었다. 둘째, 수집된

잠재변수의 상관계수 제곱 값과 비교하여 요인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하

간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준거가 되는

여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척도를 활용하여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의

Adequacy)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Bartlett’s test of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자율성, 우울, 대학생활

sphericity) 지표를 검토하였다. 셋째, 모형추정을

적응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마지

위해서 추축요인추출(principle axis factoring)로 사각

막으로 대학생활적응과의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

회전(Promax)방식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회귀분석을 통해 예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실시하였다. 넷째, 전체 심리적 독립 척도의 총합
과 각 하위요인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마지

결 과

막으로 심리적 독립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
여 전체 문항과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 계수
(Chronbach's ⍺)를 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비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최종적으로 총 18개의 문항이 선정되어 본 조사
에 사용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요인추출방법은 요
인별로 가장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항

본 조사

들끼리 구성되고, 하위요인별 신뢰도가 높게 나

본 조사에서는 예비분석을 통해 선정된 대학생

오는 주축요인법(principal axis factoring)으로 회전

용 심리적 독립 척도의 18개 문항과 공인타당도

방법은 사각회전(promax)방식을 사용하였다. 먼

와 예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된 자율성,

저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알아

우울, 대학생활적응 척도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

보기 위하여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

였으며 대학생 691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

표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KMO와 Bartlett의

다. 본 조사의 모든 자료는 SPSS 22.0과 AMOS

구형성 검정 결과는 KMO=.886, Bartlett's test of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각

sphericity=6435.228(  =861), p<.001로 요인분석이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Cronbach's ⍺)를 구하였다.

가능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수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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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의 최종 문항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및 요인부하량
요인

공통분

-.009

.013

.441

55

나는 부모님이 나의 결정을 존중해 준다고 느낀다.

.812

.114

-037

.449

나는 부모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켜봐 주리라

.773

-.003

-.032

.493

.710

-.009

.048

.545

.706

-.113

-.044

.437

나는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 해도 유대감을 느낀다.

.686

-.082

.007

.484

나는 나에 관한 일을 결정할 때 부모님의 의견을 먼

-.179

.767

-.037

.422

나는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불안하다.

.086

.750

-.035

.553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하기 보다는 부모

-.019

.745

.003

.587

나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부터 찾게 된다.

.138

.657

.038

.573

나는 부모님이 인정해 줄 것인가에 따라 할 일을 결

.021

.642

.044

.429

.275

.607

.038

.494

58

53
31*
32*
28*
35*
25*

36*

자기신뢰

3

.817

57

자율적

2

나는 부모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고 느낀다.

부모와

의사결정

1
54

59
지지관계

요인

문항

믿는다.
나의 의견이 가족 문제해결에 있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도록 솔직
하게 말한다.

저 물어본다.

님의 생각이나 방식에 따른다.

정한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포
기한다.

12

나는 진로에 대한 나만의 계획이 있다.

-.580

-.012

.717

.468

18

나는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믿음이 있다.

.059

.039

.713

.672

5

나는 나만의 삶의 목표가 있다.

-.098

-.021

.692

.675

3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039

-.026

.678

.483

나는 현재 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000

-.042

.668

.523

.139

.072

.629

.586

고유값

4.716

3.366

2.664

설명변량

26.197

18.699

14.800

누적변량

26.197

44.897

59.697

19
20

있다.
나는 스스로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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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인 경우와 스

점수와 각 하위요인 간에는 r=.562-.843으로 대체

크리 도표(scree plot) 및 요인구조의 해석 가능성

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각 하

을 고려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개의 요인을 추출

위요인 상호간에는 r=.196-.425의 상관관계를

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 추출의 기분으로는 공통

나타내었다. 또한 각 하위요인 상호간에는 r=

성(communality)이 .30 이하인 문항과 요인부하량이

.196-.425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

.40 이하인 문항은 제거하고, 두 요인 이상에 요

는 각각의 하위요인들이 독립된 요인으로 구분되

인부하량이 .30 이상인 문항을 제거하였다. 그 결

는 동시에 서로 내용을 공유하고 있음을 나타내

과 3개 요인의 총 18문항이 선정되었으며, 최종

며 또한 하위요인들의 점수를 통해 심리적 독립

선정된 문항의 내용과 요인구조 및 요인부하량은

전체를 잘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을 검토해

증 결과는 전체 문항의 Chronbach's ⍺ .824, 하위

본 결과 요인 1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솔

요인의 Chronbach's ⍺ .838 - .883으로 나타나 신

직하게 표현하고 가족 문제해결에 대한 의견을

뢰도가 확보되었다.

존중받으며 떨어져 있어도 유대감을 느끼는 상태
를 의미하며, 이를 ‘부모와 지지관계’로 명명하였

확인적 요인분석

다. 요인 2는 의사결정에 있어 부모님의 의견보다
는 자신의 자율적 선택과 의사에 따르는 상태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도출한 대학생용 심리

의미하며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명명하였다. 또

적 독립 척도 3요인 모형이 적합한지 검증하기

한 요인 3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

신만의 삶의 목표 및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를

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χ², CFI, TLI, SRMR,

의미하는 ‘자기신뢰’로 명명하였다.

RMSEA를 사용하였다. χ²는 모형의 적합도를 판

단하기 위해 초기에 많이 쓰였던 방법이나 너무
최종문항의 총합과 각 하위요인 간의 상관계수

엄격하여 쉽게 기각되기 쉽고, 표본의 크기에 영

및 신뢰도

향을 받아 접합도 판단 기준으로 널리 쓰이지
않기 때문에(홍세희, 2000; Hooper, Coughlan, &

최종 선정된 문항과 각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

Mullen, 2008) 참고로만 활용하고, 널리 쓰이는 모

계 및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

형 적합도 지수로 상대적합지수인 CFI와, TLI를

시하였으며 상관계수 검증결과 심리적 독립 전체

확인하였으며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표 3.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의 상관계수 및 신뢰도 분석
구 분

**

1

2

(N=387)
3

1. 부모와 지지관계

1

2. 자율적 의사결정

.196**

1

3. 자기신뢰

.349***

.425***

1

4. 전체

.562***

.843***

.552***

p<.01,

4

Chronbach's ⍺
.883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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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의 적합도 지수

(N=691)

구 분

χ2

df

TLI

CFI

SRMR

적합도 지수

626.336

132

.899

.913

.072

RMSEA
(90%CI)
.074
(.068-.080)

것으로 간주한다(문수백, 2015; Hu & Bentler,

당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변별타당도는 AVE

1999). 절대적합지수는 RMSEA, SRMR을 확인하였

를 잠재변수의 결정계수(  )와 비교하여 AVE가 

으며, RMSEA의 적합도 기준은 .05미만 이면 좋

보다 크면 변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은 적합도(close fit), .08미만 이면 괜찮은 적합도

(배병렬, 2014; Fornell & Larcker, 1981). 표 6에 나

(reasonable fit), .10미만 이면 보통 적합도(mediocre

타난 결과와 같이 하위요인의  보다 AVE 값이

fit), .10이상 이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를

크게 나타나 변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2). SRMR의 경우

었다.

.05이하 이면 양호한 모델로 평가하고 .10미만 이

면 대체로 양호한 모델로 평가된다(문수백, 2015).

준거타당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는 표 4
와 같다.

개발된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와 준거 척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상대 적합도 지수인 CFI

도의 상관분석을 통해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다.

= .913, TLI = .899, SRMR = .072, RMSEA =

개발된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의 전체합, 하

.074(90%신뢰구간, .068 - .080)로 전반적으로 양호

위변인의 합과 자율성, 우울, 대학생활적응의 전

한 적합도로 나타났다.

체합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
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심리적 독립 전체와 하위변인은

구인타당도

자율성과 r=.264-.573 사이로 모두 p<.001 수준으
개발된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요인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측정되었다.

내 항목들의 수렴타당도와 요인 간 변별타당도를

심리적 독립 척도 전체와 각 하위 요인과 우울과

확인하였다. 표 5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값이

는 r=-.309-.460 사이로 모두 p<.001 수준으로 통

.34 - .84, CR값이 8.399 – 21.040으로 나타나 요

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인부하량이 05. - .95이고 CR값이 1.96 이상이어야

났다. 심리적 독립 전체와 대학생활적응 척도의

한다(김대업, 2008)는 기준을 충족하였다. 개념신

각

뢰도값이 .989 - .992로 모든 하위요인에서 .70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으며, 평균분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된 대학생용

추출지수는 .942, - .956으로 모든 하위요인에서

심리적 독립 척도와 자율성, 우울, 대학생활적응

.50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개발된 척도는 수렴타

척도와의 관계 분석을 통해 준거타당도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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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지수
비표준
구분

자기신뢰

문항

표준

표준

요인부하량 요인부하량

오차

C.R.

측정

(t-value)

오차

개념

평균분산

신뢰도

추출지수

(CR)

(AVE)

(B)

()

(S.E)

1

1.00

.78

-

-

.030

4

.91

.80

.04

21.040***

.024

11

.98

.76

.04

19.950***

.026

.990
(.838)

7

.73

.66

.04

17.036***

.030

14

.63

.61

.04

15.764***

.022

18

.61

.55

.04

14.118***

.028

3

1.00

.69

-

-

.031

5

1.15

.80

.06

18.432***

.037

자율적

10

1.01

.66

.06

15.562***

.024

.989

의사결정

15

1.16

.80

.06

18.397***

.035

(.845)

8

.91

.60

.06

14.278***

.024

16

.93

.65

.06

15.393***

.030

2

1.00

.34

-

-

.018

6

2.14

.81

.25

8.568***

.019

부모와

12

2.08

.84

.24

8.629***

.020

.992

지지관계

13

1.67

.72

.19

8.399***

.017

(.883)

9

2.04

.81

.24

8.572***

.021

17

1.95

.81

.23

8.569***

.055

수용기준

.05 - .95

> 1.96

> .70

.952

.942

.956

> .50

주: 개념신뢰도의 ( )는 Cronbach's  값임.

표 6. 변별타당도 검증결과

되었다.
1

2

예언타당도

1. 자기신뢰

.952*

2. 자율적 의사결정

(.014)

.942*

3. 부모와의 지지관계

(.099)

(.014)

수용기준

3

개발된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와 대학생활

.956*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근거로 대학생활적응에 대

AVE > 

주: a) *는 평균분산추출지수(AVE), b) ( )는 결정계수
( )임.

한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의 설명력을 살펴
보았다. 심리적 독립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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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와 관련척도의 상관분석 결과

(N=691)
대학생용

구 분

자기신뢰

자율적 의사결정

부모와 지지관계

자율성

.573***

.264***

.254***

.536***

우울

-.460****

-.309****

-.309****

-.309****

대학생활적응

.552***

.205***

.362***

.549***

심리적 독립 전체

***

p<.001

표 8.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심리적 독립의 중다회귀분석 및 단순회귀분석 결과
변인

 

표준오차



(N=691)


  (adj.R²)



.360

127.670***

.301

249.416***

***

자기신뢰

2.224

.152

.476

14.668

대학생활

자율적 의사결정

.566

.137

.128

4.136***

적응

부모와 지지관계

.896

.150

.195

5.994***

전체

1.237

.072

.549

17.159***

***

p<.001

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및 단순회귀분

논 의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은 자기신뢰(  =.2.224,  =14.668),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고찰과 대학생 개방형

자율적 의사결정(  =.566,  =4.136), 부모와 지지

설문, 대학생 및 전문가 면담과 기존 심리적 독립

관계(  =.896,  =5.994) 하위요인에서 대학생활적

척도의 문항을 토대로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을

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p<.001)한 영향을 미치는

구성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독립 하위요인들은 대

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데 있다. 연

학생활적응 전체에 대해 36.0%의 설명력을 나타

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척도 개발 및 결과

내었다. 또한 심리적 독립 전체도 대학생활적응에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549, 

첫째,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는 기존 심리

=17.159, p<.001), 30.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적 독립 척도와 문헌연구, 대학생 개방형 설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대학생 및 전문가 면담 분석의 과정을 통해 제작

척도를 통해 측정된 심리적 독립이 대학생활적응

되었다. 문헌연구를 통해 심리적 독립의 개념적

과 관련해 예언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심리적 독
립이란 ‘대학생이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을 바탕
으로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고
와 행동에 있어 자율성을 발휘하는 상태’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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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기존 측정 도구

계를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들로부터 추출된 문항들과 대학생 개방형 설문

이러한 결과는 한국문화에서는 심리적 독립이 가

및 면담을 통해 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독립에

족관계의 안정적인 심리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대한 감정, 심리적 독립과 관련된 행동적인 부분

다는 연구들(이진하, 최연식, 2007; 정은영, 2008)

을 탐색하고,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내 대

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는 한국에서는 부모와

학생 심리적 독립 연구에서 사용한 기존 척도들

의 관계가 심리적 독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

(박수영, 2005),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은 부모와

자의 발달 시기에 적합하며 현재 우리나라 대학

연결되어 있으면서 분리되는 능력임을 의미한다.

생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독립을 반영

이를 통해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은 부모자녀관계

하는 문항을 추출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

에서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하였다. 따라서 본 척도는 이론적인 면과 실제적

아니라 새로운 부모와의 관계로 나아가 지속적인

인 면까지 충분히 고려된 척도로 볼 수 있다. 이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심리적 독립을 이루어 나

는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심리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은 부모로부

적 독립 척도들이 대부분 외국의 척도를 그대로

터 지속적인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음(Arnett,

번안하여 사용했던 것과 대비된다.

2007; Nelson et al., 2011)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독

둘째, 최종 확정된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

립하여 자신의 발달과업인 정체감 및 자율성을

의 요인과 문항구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획득하고자 한다. 이 시기에 대학생들은 부모에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는 ‘부모와 지지관계’

대한 반항이나 양가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부모

6문항, ‘자율적 의사결정’ 6문항, ‘자기신뢰’의 6문

를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고등학교 시기

항의 3요인,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

동안 감소된 애착이 다시 회복되며(장휘숙, 2002),

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로 인해 경제적․정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첫 번째 요인인 ‘부모와 지지관계’는 본 연구에

부모자녀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 개발된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에서 가장

유대감을 갖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설명력이 높은 요인이었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연구에서 ‘부모와 지지관계’가 심리적 독립의 하

유대감, 신뢰감, 존중감 등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위요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생들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

의 심리적 독립은 부모와의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결정을 존중해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심리적 독립을 위해

주고 자신의 의견이 가족문제 해결에 존중받음으

부모의 지원을 벗어나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만

로써 부모와의 관계에서 유대감을 느끼는 것과

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면

관련된다. 이는 한국문화에서는 가족 간의 유대나

서도 부모와의 지지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상호의존성이 문제가 된다기보다 연결이 되지 못

심리적 독립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Tamura

시사한다.

& Lau, 1992),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이 부모와의

두 번째 요인인 ‘자율적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관계 단절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수용,

에 있어 부모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자율적 사고

존중, 유대감 등을 바탕으로 부모와 지지적인 관

에 따르며 그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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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는 것과 관련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부모의 의견이나 인정에 따라 자신의 일을 결정

을 살펴보면 자신의 진로, 삶의 목표, 자신의 가

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생각이나 방식에 따르는

능성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것과 관련된다. 이는 심리적 독립이 단순히 부모

자신만의 계획을 갖는 것과 관련된다. 이는 대학

로부터 분리되거나 타인으로부터 독립된 정도가

생들의 심리적 독립이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탐

아니며, 자기 확신적이며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색하여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며 더 나아가 자

책임을 지고 이를 통해 자율감을 느끼는 요소가

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진로를 결정하는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것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의 심리적 독립을 위해서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

심리적 독립이 대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조한 선행연구들(김은주, 2007; Greenberg et al.,

탐색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1983)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자율성은 부모의 가치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구경호, 김석우, 2014;

관과 구별되어 자신만의 주관적 신념과 태도를

김세연, 2015; Lucas, 1997)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갖는 것으로 학업목표, 직업계획, 결혼과 같은 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심리적 독립을 위

요 문제에 당면한 성인 초기에 발달한다는 주장

해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

(Dauvan & Adelson, 1966)에 근거하여, 대학생은 부

래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갖고 목표를 향해 나아

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주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관적 신념과 태도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의사결

연구에서 ‘자기신뢰’가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으

정을 통해 학업목표, 직업계획, 결혼과 같은 주요

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독립은 자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

기존의 심리적 독립 척도가 개인의 자율적 의사

한 탐색 및 계획을 세움으로써 가능하게 되며 대

결정보다는 부모와의 관계로부터의 분리에 초점

학생 시기에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구

이 맞추어져 있어, 개인의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

체적인 진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 부모로부터

인 성향을 파악하기 어려워(김영린, 이기학, 2012),

의 심리적 독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

을 시사한다.

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개발된 대학생용 심

구에서 ‘자율적 의사결정’이 심리적 독립의 하위

리적 독립 척도가 도구로서 타당한지 알아보기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위하여 구인타당도, 준거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확

심리적 독립은 부모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신념과

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인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태도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해 이

3개의 하위요인 구조가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또

루어지며, 부모의 가치와 신념을 그대로 받아들이

한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할 결과 3개의 하

고 의사결정에 있어 부모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

위요인은 같은 개념이 아니며 서로 고유한 특성

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을 측정하는 요인임이 검증되었다. 공인타당도를

것을 시사한다.

검증하기 위해 심리적 독립 관련 변인과의 상관

세 번째 요인인 ‘자기신뢰’는 스스로에 대한 신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율성, 대학생활적응과의 높

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삶의 목표 및 계획을 갖

은 정적 상관, 우울과의 높은 부적상관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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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되어 본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넷째, 대학생 개인상담 및

본 척도의 예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대학생활

가족상담 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상

적응과의 단순회귀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담 장면에서 부모와의 갈등 및 단절을 통해 심리

으며, 그 결과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적 독립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부모와

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예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부모와의 지지관계를 유지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대학생용 심리적 독

하면서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성을 획득할

립 척도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의 근거로 적용해 볼 수 있

입증된 측정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최초로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대학생용 심리적

척도를 개발한 것으로서 대학생들의 심리적 독립

독립 척도의 하위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

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

시하기는 하였지만 규준 제작 작업을 거치지 않

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아, 본 척도의 점수만으로 전체 대학생 중 자신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해 온 척도들은 외국의 척도

심리적 독립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다.

를 번안, 타당화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의 진단 기능을 높이기 위

상반된 연구결과가 보고되는 등 여러 가지 한계

해서는 표준화 작업이 차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

가 있었다. 본 척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

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하여 개발된 척도로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

척도는 심리적 독립의 수준만을 측정하도록 고안

였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생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는 심리

의 심리적 독립 관련 연구에 대한 높은 타당도를

적 독립의 유형을 측정하는 척도 개발의 필요성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심

을 강조한 선행연구(강주현, 2016; 현지수, 이아라,

리적 독립 척도 개발은 이론적 고찰, 대학생 및

2020)를 바탕으로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의 유형을

전문가 면담을 병행하여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연

측정하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구의 타당성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연구에서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는 대학생이

에서도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심리적 독립에 대

지각하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만을 측정하

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개념적 정의에 맞게 기

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독립이 부

존 척도와 대학생 개방형 설문, 대학생 및 전문가

모가 독립을 원하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어(강

면담 분석을 통하여 문항을 추출하였으며 반복적

주현, 2016),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에 대한 부모의

인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 척도를 완성하였다.

준비도 및 수용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 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심리적

구 개발 및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독립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대학생

연구에서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에서 타당도

용 심리적 독립 척도를 개발할 수 있었다. 셋째,

에 대한 보완으로 증분타당도 검증의 방법을 사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

용하여 심리적 척도의 고유한 설명력을 확인할

도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대학생 상

필요가 있다.

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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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psychological independence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and verify its
validity. For this, the final 60 preliminary items were deduced by investigating literature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alyzing preexistent scales, and conducting open-ended questions, focus group interview for
university students and individual interview for the experts. Content and face validity of those 60 items were
examined for university students and experts. Through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from
387 university students, 18 psychological independence scales including 3 sub-factors were developed. The 3
sub-factors were appeared such as; ‘parental support relation’, ‘voluntary decision making’, and ‘self-reliability’.
For the validity of the developed scale, the survey response data gathered from 691 students were used to
examin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face validity. Correlation analysis of autonomy, depression, and college
adaptation were conducted to examine criterion-related validity. Moreover, predictive validity was confirm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college adapta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development of this scale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psychological independence of university students, scale development,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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