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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Vaillant Defense 
Mechanism Rating Scale

Kyunghee-Kim1 Young-Gun K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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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Vaillant Defense Mechanism Rating Scale (K-VDMRS). For 
this purpose, 90 college students (39 men and 51 women) were interviewed for the K-VDMRS. In order to determine crite-
rion-related validity, we administered seven self-report measures: the Korea-Defense Style Questionnaire, the Ewha Defense 
Mechanisms Test, the Ways of Coping Questionnaire, the Positive Mental Health Scale,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the Taylor Manifest Anxiety Scale (TMAS), and physical health questionnaires. In addition to 
these self-report measures, close acquaintances recommended by the participants rated the subjects’ psychological matur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we divided the positive mental health types into flourishing, languishing, 
struggling, and maladaptation groups, there were group differences only at the level of immature defenses. The languishing 
group used more immature defenses than the other groups. Second, those with high level of depression used more immature 
defenses than those with low level of depression. Third,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of K-VDMRS and ac-
quaintance rating, the more mature the defenses used by the participants, the more mature they were rated in the acquain-
tance evaluation. Finally, the defense maturity rated by the K-VDMRS showed higher criterion-related validity and discrimi-
nant validity for mental health variables, physical health, and acquaintance evaluation than the self-report measures of de-
fense mechanisms and coping style.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Keywords: defense mechanism, rating scale, self-report measures, acquaintance evaluation, criterion-related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방어기제는 불안이나 공격성 같은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 및 내적 

갈등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부 현실, 욕구, 양심 및 대

인관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심리적 

기제를 말한다(Freud, 1897; Vaillant, 1993). 즉 방어기제는 개인이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심리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타내는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노력을 의미한다(Cramer, 1998, 2000; 

Vaillant, 1971, 1994). 

방어기제는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형태로 내부 및 외부의 스

트레스 요인과 정서적 갈등에 대해 대처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어기

제는 주로 ‘방어수준’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군집으로 분류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자아방어기제는 현재의 

정신건강 수준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이며(Vaillant & Schnurr, 

1988), 미래의 정신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예측요인으로 평가

된다(Vaillant & Vaillant, 1990). 또 방어기제는 개인의 심리 사회적 

적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Cramer, Blatt, & Ford, 1988; Hart & 

Chmiel, 1992; Perry & Cooper, 1992; Vaillant, 1975). Vaillant 

(1977, 1993)는 방어기제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적응

기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방어기제 수준과 적응 간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

숙한 방어기제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

과 자아발달 수준을 나타냈다(Bond, Gardner, Christian, & Sigal, 

1983; Plutchik & Conte, 1989). 정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종단

적으로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도 승화, 억제, 예상 등의 성숙한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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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보다 직업적 성취와 대인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심리 사회적 

적응 수준을 나타냈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도 상대적으로 더 적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Vaillant & 

Schnurr, 1988; Vaillant & Vaillant, 1990). 또 성숙한 방어기제는 정

신병리 및 실업과는 부적 상관을 그리고 성인기의 사회적 지위 상

승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Snarey & Vaillant, 1985; Vaillant, 

1992). 이런 점에서 방어기제는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방어기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다른 정신건

강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방어기제를 신뢰롭게 측정하는 방법에서의 

난점 때문이다(Andrew, Singh, & Bond, 1993; Vaillant, 1992). 예를 

들면, Vaillant(1992)는 방어기제에서의 평정자 간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Sjoback(1973)이 12명의 정신역동적인 저자의 

논문을 개관하면서 27개의 방어기제를 기술했는데, 이 중 7개만이 

다른 방어기제 연구자에 의해 동일한 방어기제로 언급된 점을 소개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Vaillant(1992)는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에 언급된 방어기제와 여러 학

자들이 사용한 방어기제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방어기제 

목록을 만드는 등, 방어기제를 체계화하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방어기제와 유사한 개인의 적응을 예측하는 변수로는 대처

방식(coping mechanism)을 들 수 있다. 사실상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와 대처방식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

문에 DSM에서도 방어기제와 대처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

향이 있다(Cramer, 1998; Vaillant, 1992). 다만, 일반적으로 연구자

들은 대처방식은 다분히 의식적인 동시에 의도적인 행동을 가리키

는 데 반해 방어기제는 무의식적이며 비의도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평가한다(Vaillant, 1993). 

그동안 학문 영역에서 방어기제 연구자들은 주로 자기보고식 척

도를 통해 방어기제를 평가하고자 시도해 왔다(Bond et al., 1983; 

Gleser & Ihilevich, 1969; Joffe & Naditch, 1977; Plutchik, Keller-

man, & Conte, 1979). 대표적인 자기보고식 방어기제 척도인 De-

fense Style Questionnaire(DSQ)를 만든 Bond 등(1983)은 방어가 

이루어지는 무의식적 정신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자기보고는 불가

능할지라도, 무의식적 정신과정에 대한 의식적인 파생물을 지각하

는 것은 가능하므로, 이러한 행동들을 평가함으로써 방어기제에 

대한 간접 측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방어기제 연구자의 관점

에서 볼 때, 이처럼 자기보고식 방어기제 척도를 사용할 경우, 실시

하기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방어기제에 대한 의식적인 자

기 보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존재한다. 

Bond 등(1983)에 따르면, DSQ와 같은 자기보고식 방어기제 검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

고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해 제작되었다. 따라서 자기보고

를 통해 방어기제를 측정할 때는, 수검자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수검자가 스스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

력이 높을 때만 타당할 수 있다(Snyder, 1974; Snyder & Gangestad, 

1986).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해 방어기

제를 평가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방어기제는 마치 명왕

성을 관찰할 때처럼, 직접 볼 수는 없고 방어기제가 일으키는 체계

적인 왜곡 과정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자

기보고식 검사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관찰을 통해 방어기제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Vaillant, Bond, & Vaillant, 1986). 

임상적 관찰을 통해 방어기제를 평가하는 방법은 임상가가 수검

자의 행동을 직접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담 시 풍부한 실생

활 자료를 바탕으로 방어기제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Vaillant, 1993). 그러나 이처럼 임상적 면담을 통해 방어기제를 평

가하는 방법은 평정자 간 일치도가 낮고 평정자들의 평가 결과가 

주관적이며 면담 시 평정자가 수검자에 대해 경험하게 되는 주관적

인 인상이 이후의 방어기제 평가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제한

점이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임상적 관찰을 통해 방어기제를 평가

하는 경우에는 평정자 간 일치도가 낮은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어 왔는데, Vaillant 등(1986)은 개별 방어에 대한 평정자 간 신뢰

도 수준이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임상적 면담을 통해 방어기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Haan(1977)의 평가방식, Ehlers와 Czogalik(1984)의 방어기제 임

상평가(CADM), Jacobson 등(1986)의 청소년 자아 방어기제 평가, 

Bauer와 Rockland(1995)의 방어관련 행동 척도(IDBR), Per-

ry(1990)의 방어기제 평정 척도(Defense Mechanisms Rating Scale: 

DMRS), Vaillant(1971)의 생활 일화 방법 등이 있다. 

이들 중 임상면접이나 치료 기록, 비디오, 오디오 녹음 기록을 이

용해 방어기제를 측정하는 DMRS는 주로 심리치료 장면에서 치료 

경과에 따른 방어기제의 변화, 방어기제에 따른 치료 순응도 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어왔다(Drapeau, Roten, Perry, & Despland, 

2003; Johansen, Krebs, Svartberg, Stiles, & Holen, 2011; Kramer, 

Roten, Michel, & Despland, 2009). DMRS에서는 27개의 개별 방어

가 7가지의 방어수준으로 분류되는데, 1수준부터 4수준까지 12개

의 방어가 미성숙한 방어이고, 5수준과 6수준의 5개의 방어가 신

경증 수준, 7수준의 8개 방어가 성숙한 방어로 이루어져 있어, 상대

적으로 미성숙한 수준의 방어에 더 많은 비중이 주어졌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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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때문에 DMRS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방어기제와 심리사회적 성

숙 및 적응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보다는, 주로 환자군을 대상으

로 성격 장애 혹은 우울 장애와 방어기제 간 관계를 다루었다(Hø-

glend & Perry, 1998; Lingiardi et al., 1999; Perry, 2001). 

국내에서도 DMRS를 활용한 방어기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그 하나는 Kim(2003)이 DMRS를 활용해 방어의 성숙도와 심리증

상의 심각도 수준 간 관계를 조사한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Kim, 

Lee와 Lee(2005)가 방어의 성숙도와 상담자 개입 간 상호작용이 상

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Kim(2003)은 서울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삶의 위기나 어려

움에 처했을 때 주로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묻는 면접을 통해 방어

기제를 평가한 후 간이정신진단 검사와 대인 관계 문제 척도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 방어기능은 간이정신진단 검사의 전

체 심도 지수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방어 성숙도가 높을수

록 대인 관계 문제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2005)은 방어의 성숙도와 상담자 개입 간 상호작용이 상

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DMRS를 활용해 21명의 

상담자가 진행한 34개의 상담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방어의 

성숙도가 낮은 내담자의 경우에는 상담자의 직면비율이 높은 회기

들에서 높은 수준의 작업동맹을 보이는 반면, 방어의 성숙도가 높

은 내담자의 경우에는 상담자의 직면비율과 관계없이 전체 회기들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작업동맹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는 방어의 성숙도에 따라 지지와 직면 등의 상담자의 개입전략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Vaillant(1977, 1993)는 임상군과 비임상군 모두를 대상으

로 한 장기-종단적인 연구과정을 통해 방어의 적응적 효과를 경험

적으로 입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Vaillant(1971, 1976, 

1977)는 면담으로부터 얻은 삶의 증례(vignette)를 평정하기 위해 

18가지 방어 기제에 대한 목록(glossary)을 만들었다. Vaillant 

(1971, 1976, 1977)는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스트레스 시점

에서 사용했던 대처 방식에 관한 사례들을 수집한 후 이러한 자료

를 바탕으로 방어기제를 평정하였다. 베일런트 방어기제 평정 척도

(Vaillant Defense Mechanism Rating Scale, VDMRS)의 심리측정

학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신뢰도 측면에서 피어슨 상관 계수로 

구한 평정자 간 일치도는 .72–.84였다.

Vaillant(1993, 2000)의 방어기제 평정체계는 개인의 삶을 70년 

이상 추적 조사하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방어기제와 심리사회적 

적응 간 관계를 규명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Vaillant(1977, 

1993)의 방어기제 평정체계는 방어기제를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여

러 학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채택된 방어기제 용어를 사용한다

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대조적으로, DMRS의 분열, 투사적 동일시, 

이상화, 자기주장, 자기관찰, 친화는 다른 방어기제 체계에서는 공

통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다(Vaillant, 1992). 이런 점에서 베

일런트 방어기제 평정체계(1993)는 평정자 간 신뢰도를 높이는 데 

다른 방어기제 척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베일런트 방어

기제 평정체계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 보고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

인다. 

Vaillant(1971, 1976)는 방어기제의 예측 타당도 평가를 위해 종

단 연구를 실시했는데, 성숙한 방어는 적응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반면에, 미성숙한 방어는 적응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신병리와

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 주로 성숙한 방어를 사용하는 집단은 장기

적으로 주요 심리적 변인과 건강 관련 변인들에서 잘 기능하였으나 

주로 신경증적 방어를 사용하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잘 기능하지 

못 하였다(Vaillant, Meyer, Mukamal, & Soldz, 1998; Vaillant & 

Vaillant, 1990). 또 방어의 성숙도는 심리-사회적 성숙과 상관이 있

었으며(Vaillant et al, 1986) 높은 사회적 지위와도 정적 상관을 보

였다(Snarey & Vaillant, 1985). 

Vaillant(1993)의 종단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어의 성숙도는 

60–65세 때의 삶의 만족도, 심리-사회적 성숙, 정신 건강, 47세 때의 

직업적 성공, 결혼의 안정성, 직무에서의 즐거움, 전 생애에서의 취

업 기간의 비율 등과 상관을 보였다. 종단 연구에 참여했던 하버드 

졸업생 중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30세

부터 65세까지 각각 5년마다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로 신체적 건강

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심 빈민 지역에 거주했던 남자 아동 표본에서는 방어의 성

숙도와 교육 기간 및 중년기까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 간 유

의한 상관을 보였다(Snarey & Vaillant, 1985). Vaillant(1993)는 이

타주의와 예상 등의 성숙한 방어가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호혜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경력 개발 과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더불어 Vaillant와 Drake(1985)는 성격 장애 

진단을 받은 남성 중 66%가 주로 미성숙 방어기제(투사, 공상, 건강

염려증, 수동공격, 행동화, 해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반대로, 유머, 승화, 억제와 같은 성숙 방어의 사용은 

성격 장애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베일런트 방어기제 평정척도(Korean version of the Vaillant De-

fense Mechanism Rating Scale, K-VDMRS)를 타당화하기 위한 연

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

로 면담을 통해 K-VDMRS를 실시한 후, 방어기제, 정신건강 및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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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건강 관련 자기보고식 검사와 지인평가를 활용해 준거타당도

를 조사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K-VDMRS가 자기보고식 방어기

제 척도 및 대처방식 척도보다 정신건강 변인, 신체건강 변인 그리

고 지인평가 변인을 더 잘 설명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K-VDMRS의 준거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정신건강 및 우울 

수준에 따라 K-VDMRS로 평가한 방어기제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를 조사하고자 한다. 앞서 소개한 방어기제 관련 선행연구 결과들

은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집단이 부적응 집단보

다 그리고 우울 수준이 낮은 집단이 우울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성

숙한 방어기제는 더 많이 그리고 미성숙한 방어기제는 더 적게 사

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본 연구에서는 K-VDMRS로 평가한 

방어기제가 참여자의 지인이 참여자의 심리적 성숙도에 관해 평가

한 정보와 상관을 보이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에 대

한 지인의 평가는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자 하거나 자신의 부

정적인 면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기보고식 검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이런 맥락에서 K-VDMRS는 자기보고식 방어기제 검사 및 

자기보고식 대처방식 척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인평가와 더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K-VDMRS가 

자기보고식 방어기제 검사 및 자기보고식 대처방식 척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변별타당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K-VDMRS의 척도로서의 유용성을 조사하기 위해 

K-VDMRS로 평가한 방어의 성숙도가 자기보고식 방어기제 검사 

및 대처방식 검사보다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변인과의 상관에서 상

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준거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보이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4가지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집단이 부적응 

집단보다 K-VDMRS의 성숙한 방어기제는 더 많이 그리고 미성숙

한 방어기제는 더 적게 사용할 것이다. 

가설 2. 우울 수준이 낮은 집단이 우울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K-

VDMRS의 성숙한 방어기제는 더 많이 그리고 미성숙한 방어기제

는 더 적게 사용할 것이다. 

가설 3. K-VDMRS로 평가한 방어의 성숙도는 지인이 평가한 연

구참여자의 심리적 성숙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4. K-VDMRS로 평가한 방어의 성숙도가 자기보고식 방어

기제 검사 및 대처방식 검사보다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변인 그리고 

지인평가와의 상관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준거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보일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의 참여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

이었다. 총 107명이 연구에 참여신청을 하였고, 이 중 K-VDMRS 면

담평가에 참여한 사람은 104명,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응답한 사람

은 91명, 그리고 지인평가에 참여한 사람은 73명이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들 중 K-VDMRS 면담평가와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모두 응

답한 90명의 자료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들

에게는 보상으로 자신의 방어기제와 정신건강 관련 변인에 대한 심

리평가 보고서와 해석 상담이 제공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연

구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23.22세(SD: 2.17)였고. 전공은 인문학 

전공이 51명(56.6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회과학 전공 

34명(37.78%) 그리고 기타 전공은 5명(5.56%)이었다. 종교는 무교라

고 응답한 참여자가 58명(64.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기독

교 15명(16.67%), 천주교 10명(11.11%), 불교 7명(7.78%)이었다.

측정 도구

자기보고식 검사

한국판 방어유형척도(K-DSQ)

방어기제를 측정하기 위해 Bond 등(1983)이 개발한 DSQ를 Cho 

(1999, 2001)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자기보고식 방어유형 측

정도구(Korea-Defense Style Questionnaire, K-DSQ)를 사용하였

다. Cho(1999)는 16개의 방어기제들을 요인분석하여 미성숙한 방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N %

Sex
   Male 39 43.30
   Female 51 56.70
Age
   M (SD)
      23.22 (2.17)
Major 
   Liberal Arts 51 56.67
   Social Science 34 37.78
   Etc.   5 5.56
Religion
   Atheism 58 64.44
   Christian 15 16.67
   Buddhism   7 7.78
   Catholic 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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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유형(행동화, 투사, 분리, 공상, 수동공격, 소비), 자기 억제적 방어

유형(억제, 반동형성, 철수, 취소), 갈등 회피적 방어유형(체념, 격

리), 적응적 방어유형(유머, 전능, 승화, 부정)의 4개 요인으로 재정

리하였다. 

Park과 Ko의 연구(2014)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79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 계수는 .85였다. 각 요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적응적 방어

유형이 .85, 미성숙한 방어유형이 .82, 자기 억제적 방어유형이 .69, 

갈등 회피적 방어유형이 .67이었다. 

이화방어기제 검사

이화방어기제 검사는 자아방어기제가 개인의 성격과 적응을 이해

하는 데 주요한 기본 요소임을 전제로 우리나라 전래 속담을 기초

로 하여 Lee, Kim, Kim과 Park(1991)이 제작하였다. 이 검사는 허

세, 반동형성, 동일시, 수동공격, 투사, 전치, 통제, 억제, 왜곡, 예상, 

합리화, 해리, 신체화, 승화, 퇴행, 유머, 회피의 20개 하위 척도에 대

하여 각각 10개 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0문항이다. 검사

는 5점 척도로 활용되며 각 척도마다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다. 각 척도별 점수 범위는 5–50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방어기제를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숙 수준에 해당되는 방어기제는 억제, 예상, 이타주의, 승화, 유

머이며, 신경증 수준에 해당되는 방어기제는 허세, 반동형성, 전치, 

해리, 이지화이다. 또 미성숙 수준의 방어기제는 동일시, 수동공격, 

투사, 행동화, 퇴행, 부정이다. Lee 등(1991)이 제시한 내적 일치도 

계수는 하위척도별로 .55.88이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

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전체 문항이 .94, 성숙 수

준이 .89, 신경증 수준이 .84, 미성숙 수준이 .89였다. 

대처방식 척도

Lazarus와 Folkman(1984)이 개발한 대처방식 척도(Ways of Cop-

ing Questionnaire)를 Kim(1987)이 요인분석을 활용해 수정한 대

처방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처방식 척도는 총 62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크게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분류된다. 적극적 대

처는 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를 포함하며, 소극적 대처

는 정서완화 대처와 소망 사고를 포함한다. Kim(1987)의 연구에서 

각 요인의 신뢰도는 .87에서 .95로 분포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전체 문항이 .90, 적극적 대처가 .89, 소극적 대처가 

.83이었다. 

긍정적 정신건강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긍정적 정신건강 척도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

되어 있다. 그 하나는 정신적 웰빙 척도이고 나머지 하나는 한국형 

정신장애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척도 결과를 조합해 

정신적 웰빙 점수와 정신 장애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긍정적 정

신건강 유형을 ‘2×2’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정신적 웰빙 척도(Korean Mental Health Continuum-Short 

Form, K-MHC-SF)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정신적 웰빙 척도

는 본래 40문항으로 이루어진 Mental Health Continuum(MHC-

LF)의 단축형으로 Keyes 등(2008)이 14문항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 

척도는 Lim, Ko, Shin과 Cho(2012)에 의해 번안된 후 전국 표본을 

활용해 타당화되었다. 이 척도는 정서적 웰빙을 측정하는 3문항, 

Ryff(1989)의 심리적 웰빙 척도로부터 추출된 6문항, Keyes(1998)

의 사회적 웰빙 척도로부터 추출된 5문항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척도는 6점 척도이고 점수 범위는 0점에서 70점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K-MHC-SF에서는 정신적 웰빙 수준을 3가지 수준으로 평가한

다. 최고 수준인 정신적 번영 수준은 정신적 웰빙의 3가지 기분 측

면 중 하나 이상을 높게 평가하는 동시에 11가지 기능 증상 중에서 

6가지 이상을 높게 평가하는 상태이다. 또 가장 낮은 수준인 정신적 

쇠약 수준은 정신적 웰빙의 3가지 기분 측면 중 하나 이상을 낮게 

평가하는 동시에 11가지 기능 증상 중에서 6가지 이상을 낮게 평가

하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중간 수준인 양호 수준은 정신적 번영 

또는 정신적 쇠약이 아닌 상태에 해당된다.

Lim 등(2012)에 따르면, 다양한 정신장애의 공통 증상들을 측정

함으로써 정신건강 수준 및 정신장애에 이환된 사람을 선별하는 

데 활용되는 한국판 일반정신건강 척도(Korean version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K-GHQ)와 K-MHC-SF 척도 간 관

계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정신적 웰빙과 정신적 

장애는 서로 연관된 동시에 상호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Lim 등(2012)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3,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였다. Kim과 Ko의 연구(2012)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

수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91이었다. 

한국형 정신장애 척도(Korean Mental Disorder Inventory,  

K-MDI)

한국형 정신장애 척도는 Lim, Ko, Shin과 Cho(2010)가 한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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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지수에 대한 전국 표본 조사를 진행하면서 개발한 척도

로서, 다양한 정신장애 증상의 존재 여부 및 그 심각도를 평가하는 

14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나는 의학적으로 원인을 알기 어

려운 신체적 불편감이나 증상이 있다’와 같은 문항들에 대해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

가 높을수록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Lim 등

(2010)의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9였으며, Kim과 

Ko(2012)의 연구에서는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76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상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본 연구에서 우울증상 척도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 척도를 Chon, Choi

와 Yang(2001)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가치감과 무망감 

등 우울 증상의 주요 측면들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

도는 4점 척도이며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주를 기준으로 

‘극히 드물게(1일 이하)’부터 ‘거의 대부분(5–7일)’까지 항목 중 하

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받는다. Radloff(1977)의 연구에 따르면 척도

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5에서 .90 사이로 보고되었으며, Chon 등 

(2001)의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2였다. 

Taylor 명백 불안 척도(Taylor Manifest Anxiety Scale, 

TMAS)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불안 척도는 만성적인 불안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1953)가 개발한 명백 불안 척도(MAS)를 Bendig(1956)

가 낮은 타당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단축형 명백 불안 척도로 제작

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Lee(200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

어 있고 점수 범위는 0점에서 20점까지이다. Seo(2012)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8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7이었다. 

신체 건강 관련 질문지

지각된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로 인한 생활 지장 일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관한 문항의 경우, 연구참여자가 보기 항목 

중 ‘0점(매우 안 좋음)’에서 ‘9점(매우 좋음)’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질문하였다. 그리고 건강 문제로 인한 생활 지장 일수 문항의 경우, 

지난 1년간 건강이 좋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받은 날이 며칠

인지를 질문한 후, 연구참여자가 보기 항목 중 ‘0점(하루도 없음)’에

서부터 ‘9점(8일 이상)’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요청하였다.

감기에 걸린 횟수 및 심각도

감기에 걸린 횟수 문항에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지난 1년간 감기

에 걸린 횟수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1년간 감기에 걸린 횟수는 ‘0회

(한 번도 없음)’, ‘1회’에서부터 ‘7회’, ‘8회 이상’까지의 9점 척도 중

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 심각도 문항의 경우, 지난 1년간 감기에 

한 번이라도 걸린 적이 있는 경우, 평균적으로 감기의 심각도가 어

느 수준이었는지 ‘0점(전혀 심각하지 않음)’에서부터 ‘9점(매우 심

각함)’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요구하였다.

치료 목적의 병원 방문 횟수

병원 방문 횟수 문항에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지난 1년간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한 횟수를 질문하였다. 이때 

보기 항목은 ‘0회(한 번도 없음)’에서 ‘8회 이상’까지의 9점 척도로 

제시되었다.

운동의 양

연구참여자들의 운동 관련 실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신체적 건

강을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양’에 관해 질문하였다. 이때 보기 항목

은 ‘0회(전혀 안함)’에서 ‘매일 1시간 이상’의 5점 척도로 제시되었다.

지인평가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심리적 성숙도에 관한 지인평정을 진

행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를 잘 아는 지인의 평정 자료를 수집하였

다. 지인평가를 사용한 기존 연구(Diener, Smith, & Fujita, 1995; 

Watson, Hubbard, & Wiese, 2000)를 참조하여, 본 연구 목적과 설

계를 숙지하고 있는 임상심리 전문가와 심리학 전공 석사과정 연구

원이 초기 문항을 구성하였고, 임상 심리 전문가 3인과 심리학 전공 

교수의 피드백을 거쳐 문항을 수정, 최종 확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정한 지인평가 문항은 우울, 불안, 정서적 안정성, 적응, 대인관계 

원만, 심리적 성숙, 위기관리 능력, 행복에 관한 8문항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당 지인 3명의 평정자료를 수집하였

다. 수집된 지인의 평정 점수를 연구 참여자별로 평균 계산하여 해

당 항목에 대한 지인평정 점수를 산출하였다. 지인의 범위는 친구, 

애인, 가족, 친척, 가까운 지인(교회 언니, 대학 선배, 동기 등)이며 

초기 면접 단계에서 연구참여자에게 자주 만나고 잘 아는 지인 3명

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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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베일런트 방어기제 평정척도(K-VDMRS)

본 연구에서는 Vaillant(1977, 1993)가 개발하고 종단 연구에 사용

한 방어기제 평가문항을 바탕으로 한국판 베일런트 방어기제 평정

척도(K-VDMRS)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K-VDMRS에

서는 Vaillant(1977, 1993)가 제시한 방어기제 수준의 위계에 기초

해 수검자의 방어성숙도를 성숙한 방어, 신경증적 방어, 미성숙한 

방어의 세 수준으로 평가한다. 이 세 가지 방어 수준은 총 15개의 

하위 방어기제로 구성된다. 성숙한 방어는 이타주의, 유머, 억제, 예

상, 승화의 5가지로 구성된다. 신경증적 방어는 이지화, 억압, 전위, 

반동형성의 4가지로 구성된다. 미성숙한 방어는 해리, 투사, 공상, 

신체화, 수동공격, 행동화의 6가지로 구성된다. Vaillant(1977, 1993)

의 방어기제 평정체계에서는 개념적으로는 정신병적인 방어가 포

함되어 있으나 실제 종단적인 연구 과정에서는 하버드 대학생, 영재

들, 도심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주로 성숙한 방어, 신경증적 방어, 미성숙한 방어를 중심으로 분석

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파일럿 연구를 진행한 결과, 대학생

들에게 정신병적인 방어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신병적 방

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방어기제 위계 수준 및 수준에 따른 하위 방어기제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숙한 방어기제는 적응적이고 건강한 

성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며 스트레스 혹은 문제 상

황에서 개인 내부의 심리적인 요구와 외부의 현실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신경증적인 방어기제에서는 외부의 현

실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 내부의 심리적인 요구 중 일부

를 희생시킨다. 그 결과, 신경증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개인은 

심리적으로 불만족 혹은 불편감을 경험하게 된다. 미성숙한 방어기

제는 개인 내부의 심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의 현실적 

요구를 희생시킨다. 그 결과,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개인

은 대인관계를 비롯해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기본적

으로 K-VDMRS에서는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는 “스트레스를 받

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편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효과는 어

떠합니까?” 혹은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은 무

엇입니까?” 등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약 1시간 동안 질문을 받게 된다. 

자료수집 절차

서울 소재 대학교 포털 공지와 교내 포스터 등의 표집 방법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신청을 한 107명 중 자기보고식 질

문지와 K-VDMRS에 모두 참여한 90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

았다. K-VDMRS를 위한 면담은 직업, 가족, 건강, 심리에 관한 51개

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1시간이 소요되었다. K-VDMRS를 

위한 면담과정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화되었고 면담 후 이 동

영상과 방어기제 평정을 위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실제 면접자 한 

명과 동영상을 시청한 평가자 한 명, 이렇게 2명이 독립적으로 평정

하였다. 

K-VDMRS 평정 시 수검자의 방어기제 사용이 현저한 경우는 

‘주요’라고 평정하고 2점을 부여하며, 방어기제가 관찰되지만 방어

의 사용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는 ‘부수’라고 평정하고 1점을 부여하

였다. 1시간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했을 때, 방어기제가 관

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음’으로 평정하고 

0점을 부여하였다. 평가자 두 명이 각각 독립적으로 평정한 점수를 

합산해 개별 방어기제 점수를 산출하였다. 평가자 두 명이 산출한 

개별 방어기제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4점까지였다. 성숙한 방어, 

신경증적 방어, 미성숙한 방어의 수준은 각 방어기제 수준에 속하

는 하위 방어기제 점수들을 합산해 산출하였다. 그리고 자기보고

식 질문지와 K-VDMRS에 모두 참여한 90명 중 지인평가에 동의한 

73명의 연구참여자에게 지인 3명의 연락처를 요청하였고 이들에게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로 지인평가 질문지 링크를 발송해 응답을 받

았다. 이와 같은 지인평가 절차는 타인평가를 실시한 이전 연구 절

차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Diener et al., 1995; Watson et al., 2000).  

K-VDMRS 평정을 위한 훈련 절차 및 평정 과정 

K-VDMRS 평가를 위한 훈련 과정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

다. 먼저 예비 연구 차원에서 본 연구 자료와 독립적으로 수집된 K-

VDMRS 면담평가 자료 82사례에 대해 7명의 연구원들이 독립적

으로 평정을 진행하였다. 그 후 임상심리학 전공 교수의 지도하에 7

명의 연구원들의 평가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15가지 방

어기제별로 주요, 부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평정 기준을 구성하

였다. 이러한 예비 연구 과정을 통해 K-VDMRS 평정을 위한 매뉴

얼을 완성된 후, 임상 심리학 전공 교수의 지도하에 예비연구에 참

여한 연구원 7인이 K-VDMRS 매뉴얼을 숙지하기 위한 평정 훈련

을 진행하였다. 

Landis와 Koch(1977)는 kappa 계수가 .41에서 .60 수준일 때 중

등도 수준, .61에서 .80일 때 높은 수준, .81에서 1일 때 매우 높은 수

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평정자 간 일치도 수준을 보여주는 kappa 계수가 적어도 .60 이상 

수준이 될 때까지 평정 훈련이 진행되었다. 

자료분석

K-VDMRS의 준거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방어기제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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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의 상관 분석을 포함해 정신건강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독립표본 t검증 및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Keyes(2007)는 정신적 웰빙 수준을 일종의 연속변인으로 간주

하여 최고 수준인 정신적 번영(flourishing)수준, 가장 낮은 수준인 

정신적 쇠약 수준 그리고 중간 수준인 양호 수준의 3가지로 분류하

였다. 그런데 동시에 Keyes(2007)는 정신적 번영을 이중적인 의미

로도 사용하였다. 하나는 조작적 정의상 최고 수준의 정신적 웰빙 

상태로서, 정신적 웰빙의 3가지 기분 측면 중 하나 이상을 높게 평

가하는 동시에 11가지 기능 증상 중에서 6가지 이상을 높게 평가하

는 상태를 뜻한다. 또 다른 하나는 정신적 번영을 ‘완전한 정신건강

(complete mental health)’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

장애가 없는 조건하에서의 정신적 번영 상태’를 뜻한다. Keyes 

(2007)의 완전한 정신건강 모델에서는 ‘정신장애가 있는 조건하에

서의 정신적 번영 상태’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Keyes(2007)가 

긍정적 정신건강을 범주적으로 진단내리는 완전한 정신건강 개념

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K-

VDMRS의 준거 타당도 검증을 위해 Keyes와 Lopez(2002)가 제시

한 긍정적 정신건강 유형 분류 체계를 활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웰빙 점수와 정신장애 점수의 높고 낮음

에 따라 2×2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Lim 등(2010)의 전국 규

준 자료에 근거하여, 한국인 정신적 웰빙 점수의 평균 31.22(SD=  

12.15), 정신장애 점수 평균 7.05(SD= 6.85)를 기준으로 연구 참가

자의 점수를 t점수로 환산하고 정신적 웰빙과 정신장애의 환산 t점

수 50점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웰빙 t점수가 50점 이상이고, 정신장애 t점

수가 50점 미만일 때, ‘번영’(flourishing)’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번

영’(flourishing)’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정신질환이 없는 동시에 높

은 수준의 웰빙을 경험하는 사람들로서, 심리사회적으로 잘 기능

한다. 또 정신적 웰빙 t점수가 50점 미만이고 정신장애 점수도 t점수

가 50점 미만일 때는 ‘쇠약’(languishing)’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Keyes와 Lopez(2002)에 따르면, 이들은 정신장애는 없지만 동시에 

정신적 웰빙 수준도 낮은 사람들로서 정신적 번영 유형에 비해 심

리사회적 기능 수준이 낮다. 그리고 정신적 웰빙 t점수가 50점 이상

이고 정신장애 t점수도 50점 이상일 때에는 ‘분투(struggling)’ 유형

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정신 질환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

준의 심리사회적 기능 수준을 나타내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정신

장애와 심리적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웰빙 t점수가 50점 미만이고 정신 장애 t점수가 50점 이상일 

때는 ‘부적응(maladaptation)’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정신

적 웰빙 수준이 낮으면서 동시에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로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기능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본 연구에서 번영 유형은 28명

(31.11%), 쇠약 유형은 28명(31.11%), 분투 유형은 21명(23.33%), 그

리고 부적응 유형은 13명(14.44%)으로 나타났다 

결  과

K-VDMRS의 평정자 간 신뢰도 

K-VDMRS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평정자 간 일치도를 분석하

였고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한 사례에 대해 두 명의 평정자

가 평가를 하는 형태로 진행한 K-VDMRS의 kappa 계수는 .66으

로 ‘높은 수준’이었다(Fleiss, Levin, & Paik, 2013). Kappa 계수는 두 

평정자가 각 대상에 대하여 같은 범주로 평가할 확률이 두 평정자

의 평가가 우연에 의해 일치하게 될 확률에 비해 얼마나 큰지를 나

타내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 방어기제별 Kappa 계수는 

.46에서 .81의 범위로 평정자 간 일치도가 ‘적당한’ 수준에서 ‘매우 

높은’ 수준에 걸쳐 나타났다(Landis & Koch, 1977). 성숙한 방어의 

경우, 이타주의 .73이고, 유머 .65, 억제 .55, 예상 .54, 승화 .66이었

다. 신경증적 방어의 경우, 이지화 .58, 억압 .46, 전위 .56, 반동형성 

.59였다. 미성숙한 방어의 경우, 해리 .61, 투사 .52, 공상 .57, 신체화 

.60, 수동공격성 .60, 행동화 .81이었다. 

Table 2. The Inter-rater Agreement of the K-VDMRS 

Kappa
.66

ICC
.87

Mature
   Altruism .73 .89
   Humor .65 .79
   Suppression .55 .74
   Anticipation .54 .76
   Sublimation .66 .87
Neurotic
   Intellectualization .58 .75
   Repression .46 .74
   Displacement .56 .76
   Reaction formation .59 .88
Immature
   Dissociation .61 .87
   Projection .52 .76
   Fantasy .57 .81
   Somatization .60 .82
   Passive-aggression .60 .87
   Acting out .81 .90

There were seven r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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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DMRS에 대한 급내 상관 계수(Intraclass Corelation Coeffi-

cient, ICC)도 .87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ICC는 동일한 평정치에 

대한 관찰자 간 일치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것은 짝지어

진 자료의 상관을 구하기 위해 계산과정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조정해 산출한 상관계수에 해당된다. ICC의 범위는 .74에서 .90의 

수준으로 평정자 간 일치도가 ‘높은 수준’에서 ‘매우 높은 수준’ 이

었다(Fleiss et al., 2013). 성숙한 방어의 경우, 이타주의 .89, 유머 .79, 

억제 .74, 예상 .76, 승화 .87이었다. 신경증적 방어의 경우, 이지화 

.75, 억압 .74, 전위 .76, 반동형성 .88이었다. 미성숙한 방어의 경우, 

해리 .87, 투사 .76, 공상 .81, 신체화 .82, 수동공격 .87, 행동화 .90으

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K-VDMRS의 준거타당도

K-VDMRS와 정신건강, 신체건강 및 지인평가 간 상관

먼저 K-VDMRS와 정신건강, 신체건강, 지인평가 간 상관을 분석하

였다.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K-VDMRS의 미성숙한 방어 수준은 정신적 웰빙과 부적인 

상관을 그리고 우울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둘째, K-VDMRS

의 미성숙한 방어 수준은 지각된 건강 상태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

인 반면, 건강이 좋지 않아 지장을 받은 날의 수 및 감기 증상의 심

각도와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셋째, K-VDMRS의 미성숙한 

방어 수준은 지인이 평가한 우울 및 불안 수준과 정적인 상관을 보

이는 반면, 지인이 평가한 정서적 안정성, 적응 수준, 원만한 대인관

계, 심리적 성숙도, 위기관리능력, 행복도와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

다. 넷째, K-VDMRS의 신경증적인 방어 수준은 스스로 보고한 병

원 방문 횟수 및 지인이 평가한 적응 수준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다섯째, K-VDMRS의 성숙한 방어 수준은 스스로 보고한 운동의 

양, 지인이 평가한 원만한 대인관계 및 행복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

이는 반면, 지인이 평가한 우울 및 불안 수준과는 부적인 상관을 나

타냈다. 여섯째, 자기보고식 방어기제 검사는 연구참여자가 스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Defense Mechanism, Mental Health, Physical Health, Acquaintance Evaluation, and Coping Style

Vaillant's Defense Mechanism K-DSQ Ewha Defense Mechanism Coping Style

Mature Neurotic Immature Adaptive Self- 
inhibiting

Conflict- 
avoiding Immature Mature Neurotic Immature Active Passive

Mental Health
   Mental Health  
     Continuum

0.20 -0.11 -0.35** 0.02 -0.12 -0.001 0.01 -0.1 -0.16 -0.08 -0.03 0.03

   Mental Disorder 0.20 -0.18 -0.17 -0.03 0.12 0.03 0.00 0.04 -0.02 0.03 0.005 0.09
   Depression -0.13 0.07 0.31** 0.15 0.13 0.08 0.03 0.14 0.16 0.06 -0.004 -0.01
   Anxiety 0.05 -0.01 0.09 -0.45** 0.55** 0.35** 0.50** -0.10  0.35** 0.56** -0.21 0.27*
Physical Health
   Perceived Health 0.14 -0.07 -0.31** -0.07 0.05 0.11 0.10 -0.05 0.09 0.03 -0.03 0.10
   Non-Health days -0.14 0.09 0.35** 0.16 -0.14 -0.03 -0.13 -0.01 -0.13 -0.11 0.12 -0.04
   Frequency of cold -0.09 0.02 0.06 0.12 -0.11 -0.10 -0.05 -0.04 -0.09 -0.11 0.08 -0.17
   Severity of cold 0.01 -0.05 0.24* -0.03 0.02 -0.12 -0.01 -0.05 -0.103 -0.01 -0.04 -0.13
   Doctor visit -0.01 -0.29** 0.09 0.10 -0.18 -0.25* -0.15 -0.08 -0.21 -0.21 0.08 -0.03
   Exercise  frequency 0.21* 0.08 -0.06 0.05 -0.10 0.03 0.08 -0.10 -0.09 -0.06 -0.02 0.06
Acquaintance Evaluation
   Depression -0.30* 0.19 0.42** 0.05 -0.02 0.19 -0.03 0.11 0.05 0.05 0.09 0.16
   Anxious -0.25* 0.03 0.48** 0.04 0.12 0.19 0.11 0.08 0.18 0.14 0.01 0.25*
   Emotional Stability 0.23 0.01 -0.42** -0.06 -0.08 -0.14 -0.10 -0.04 -0.12 -0.16 -0.05 -0.16
   Adaptation 0.13 -0.27* -0.24* 0.01 0.16 -0.02 0.15 0.06 0.14 0.18 -0.01 0.06
   Amicable  
     relationship

0.31* -0.06 -0.27* -0.24* 0.10 -0.09 0.06 -0.10 -0.07 0.02 -0.12 -0.05

   Mature 0.23 -0.19 -0.38** -0.01 -0.02 -0.16 -0.02 0.02 -0.05 0.00 -0.20 -0.20
   Crisis management  
     ability

0.05 -0.12 -0.27* -0.06 -0.12 -0.26* -0.10 -0.06 -0.25* -0.21 -0.08 -0.32**

   Happiness 0.31** -0.15 -0.35** -0.24* -0.02 -0.27* 0.05 -0.13 -0.16 -0.05 -0.14 -0.21

N = 90.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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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한 내용과 지인평가 내용이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거나 주

요 준거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K-DSQ의 적응적 방어기제 점수는 스스로 보고한 불안 수준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반면, 지인평가의 원만한 대인관계 및 행복

도와는 정적인 상관이 아닌,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이화방

어기제 검사의 성숙한 방어 점수는 정신건강, 신체건강, 지인평가 

중 어느 변인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K-VDMRS는 전

체적으로 성숙한 방어, 신경증적인 방어, 그리고 미성숙한 방어 모

두 지인평가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반면, K-DSQ 및 이화방어

기제 검사는 지인평가와 지극히 일부 변인에 대해서만 상관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처 유형 검사의 경우, 적극적 대

처 점수는 정신건강, 신체건강, 지인평가 중 어느 변인과도 유의미

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소극적 대처 점수의 경우, 스스로 

보고한 불안 및 지인이 평가한 불안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반면, 

지인이 평가한 위기관리능력과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전체적

으로 K-VDMRS로 측정한 방어의 성숙도가 자기보고식 방어기제 

척도 및 대처방식보다 정신건강 변인, 신체건강 변인 그리고 지인평

가 변인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K-VDMRS의 3가지 방어기제 차원 간 상관계수를 구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 분석 결과, 성숙 

점수는 미성숙 점수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 -.41, p< .01). 

K-VDMRS와 긍정적 정신건강 유형 및 우울 수준 간 관계

K-VDMRS와 긍정적 정신건강 유형 간 관계

K-VDMRS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긍정적 정신건강 유형

에 따라 베일런트 방어기제 평정체계의 3수준에 대해 차이가 있는

지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

다. 긍정적 정신건강 유형의 경우, 3가지 방어기제 수준 중 미성숙한 

방어기제 수준에서만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진행한 결과, 쇠약집단은 번영

집단, 분투집단 그리고 부적응집단보다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긍정적 정신건강 유형 중 분투 유형이 미

성숙한 방어기제를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K-VDMRS와 우울 수준 간 관계

K-VDMRS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를 우울수

준(CES-D)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한 후 방어기제의 3

가지 수준별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Cho와 Kim 

(1998)이 제시한 CES-D 해석기준에 따라, 25점을 기준으로 해서 

25점 이상은 우울 수준이 높은 집단 그리고 25점 미만은 우울 수준

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우울 수준이 낮은 집단과 우울 수준이 높은 집단도 3가지 방어

기제 수준 중 미성숙 방어기제 수준에서만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

를 나타냈다. 우울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미성숙한 방

어기제 점수가 더 유의미하게 높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K-VDMRS의 준거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조사하

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K-VDMRS (N = 90)

Mature Neurotic Immature

Mature 1
Neurotic -.05 1
Immature -.41** .15 1

***p < .01.

Table 5. Difference of Defense Level According to Mental Health Types (N = 90)

Flourishing1 
(n = 28)

Languish2  
(n = 28)

Struggling3 
(n = 21)

Maladaptation4 
(n = 13) F Bonferroni

M (SD) M (SD) M (SD) M (SD)

Mature 7.79 (2.41) 6.75 (2.53) 7.95 (2.31) 7.46 (3.02) 1.16
Neurotic 9.93 (2.19) 9.89 (2.57) 9.04 (2.16) 8.85 (2.64) 1.13
Immature 8.68 (2.99) 10.75 (4.25) 8.00 (3.31) 9.15 (2.67) 2.88* 2 > 1, 4 > 3

*p < .05.

Table 6. Difference of Defense Level According to Depression Level 
(N = 90)

Low Depression Level 
(n = 59)

High Depression Level 
(n = 31) t

M (SD) M (SD)

Mature 7.63 (2.32) 7.13 (2.90) 0.89
Neurotic 9.49 (2.14) 9.68 (2.81) -0.35
Immature 8.49 (3.56) 10.65 (3.27) 2.80**

**p < .01. 



Kim and Ko

246 https://doi.org/10.15842/kjcp.2018.37.2.010

상으로 K-VDMRS를 실시한 후, 방어기제, 정신건강 및 신체적 건

강 관련 자기보고식 검사와 지인평가를 활용해 준거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K-VDMRS의 3가지 방어기제 차원 간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성숙 점수는 미성숙 점수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Vaillant(1971, 1976, 1977)에 따르면, 신경증적인 방어기제는 성숙

한 방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과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

하는 사람 모두에게서 공존할 수 있다. 또 개인은 심리적 성숙 과정

에서 미성숙한 방어기제는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쪽으로 발

달해가고 성숙한 방어기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쪽으

로 발달해가는 반면, 신경증적인 방어기제의 사용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Vaillant(1971, 1976, 1993)의 종단적인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분석과정에서 방어기제를 독립변인으로 정신건강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Vaillant(1993)의 종단적인 연구 결과는 

20대에 평가된 방어기제의 성숙도가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 심리-

사회적 성숙, 그리고 정신 건강을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점

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K-VDMRS의 준거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조사한 

결과, K-VDMRS는 자기보고식 방어기제 검사 및 자기보고식 대처

방식 척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준거타당도와 변별타당

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K-VDMRS의 준거타당도 및 

변별타당도와 관련된 가설 검증 결과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된 것으

로 나타났다. 가설과는 달리, 본 연구 결과 정신건강유형 및 우울 

수준과 관련해서는 성숙한 방어기제는 상관을 보이지 않는 반면 

미성숙한 방어기제만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참여자가 일반인 표본 중에서 상대적

으로 심리-사회적 기능 수준이 높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정신건강

유형 및 우울 수준에 따른 성숙한 방어기제 효과상의 차이가 경감

된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변 사람

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여주는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우, 대학생이라는 사회

적 특성이 적응에 주는 긍정적 효과는 정신건강 유형 및 우울 수준

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약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 즉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집

단이 부적응 집단보다 K-VDMRS의 성숙한 방어기제는 더 많이 그

리고 미성숙한 방어기제는 더 적게 사용할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

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본 연구 결과, 긍정적 정신건강 유형의 경

우, 미성숙한 방어기제 수준에서만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

냈다. 그리고 사후분석에서 쇠약집단은 번영집단, 분투집단 그리고 

부적응집단보다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분투 유형이 긍정적 정신건강 유형 중에서 미성숙한 방어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쇠약집단은 정신장애를 보이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무기력

한 모습을 보이며 심리사회적 기능 수준이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인

다(Keyes, 2007). 본 연구에서 쇠약집단이 긍정적 정신건강 유형 중

에서 미성숙한 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이

들이 비록 정신장애를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정신과적인 문제증상

이 아니라 대인관계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부적응집단 이상으

로 취약한 집단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분투 유형이 미성숙한 방어를 가장 적게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자기보고식 검사와 면담에 기초한 평정 

간 평가방법에서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에서 번영 유형으로 분류된 집단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자기보고에 기초해 분류된 것이기 때문에 번영과 관련된 

객관적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Keyes(2007)

에 따르면, 정신적 번영 집단은 기본적으로 자기보고상에서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의 무기력감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기능적 목표, 회

복탄력성, 및 친밀감을 보고한다. 이와 동시에 정신적 번영 집단은 

직장에서의 결근일과 조퇴일, 일상 활동에서의 건강 문제로 인한 

제약, 만성질환, 의료기관의 방문횟수 등 객관적인 심리-사회적 기

능 문제들에서도 다른 정신건강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

를 보인다. 흔히 이러한 심리-사회적 기능 수준을 방편적으로 자기

보고식 검사를 통해 평가해왔을지라도 심리-사회적 기능에 관해 

자기보고검사를 진행할 경우, 보고의 주관성 문제를 배제하기 어

려워 보인다.

둘째, 가설 2, 즉 ‘우울 수준이 낮은 집단이 우울 수준이 높은 집

단보다 K-VDMRS의 성숙한 방어기제는 더 많이 그리고 미성숙한 

방어기제는 더 적게 사용할 것이다.’는 가설 역시 부분적으로만 지

지되었다. 본 연구 결과, 우울 수준이 낮은 집단과 우울 수준이 높

은 집단도 미성숙 방어기제 수준에서만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우울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미성

숙한 방어기제 점수가 더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증상과 미

성숙한 방어기제 사용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Spinhoven & Koo-

iman, 1997),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간이정신진단 

검사의 전체 심도 지수가 높게 나타난 연구(Cramer, 2000)와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성숙한 방어기제의 경우, 우울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설 3, 즉 ‘K-VDMRS로 평가한 방어의 성숙도는 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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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 연구참여자의 심리적 성숙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K-VDMRS의 성숙한 방어 수준은 지인이 

평가한 원만한 대인관계 및 행복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반면, 

지인이 평가한 우울 및 불안 수준과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또 

K-VDMRS의 신경증적인 방어 수준은 지인이 평가한 적응 수준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K-VDMRS의 미성숙한 방어 수준은 

지인이 평가한 우울 및 불안 수준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반면, 지

인이 평가한 정서적 안정성, 적응 수준, 원만한 대인관계, 심리적 성

숙도, 위기관리능력, 행복도와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넷째, 가설 4, 즉 ‘K-VDMRS로 평가한 방어의 성숙도가 자기보

고식 방어기제 검사 및 대처방식 검사보다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변

인 그리고 지인평가와의 상관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준

거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보일 것이다’라는 가설 역시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기보고식 방어기제 검사는 연구참여자의 자기보고 

내용과 지인평가 내용이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거나 정신건강 관련 

주요 변인들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K-DSQ의 적응적 방어기제 

점수는 주관적으로 지각된 불안 수준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지인평가의 원만한 대인관계 및 행복도와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개념상 적응적 방어기제는 원만한 대인관계 및 행복도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변인이다. 그리고 이화방어

기제 검사에서 성숙한 방어 점수는 정신건강, 신체건강, 지인평가 

중 그 어떤 변인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대처 유형 

검사의 경우에도, 적극적 대처 점수는 정신건강, 신체건강, 지인평

가 중 그 어떤 변인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K-VDMRS의 kappa 계수는 전체 방어기제에 대해 

.66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Landis와 Koch(1977)의 기준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한 수준의 평정자 간 일치도에 해당된다. 각 하위 방어기

제별 Kappa 계수도 .46에서 .81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값들은 

Landis와 Koch(1977)의 기준을 적용할 때, K-VDMRS의 평정자 간 

일치도가 중등도 수준은 될 뿐만 아니라, 일부 방어기제에 대해서

는 매우 높은 수준의 일치도를 나타낸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를 시행하기 전 예비연구 단계에서 본 연

구에 활용된 것과는 독립적인 사례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kappa 계수가 적어도 .60 이상 수준이 될 때까지 평정 훈련을 진행

했던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들은 본 연구에서와 유사한 수준의 평정자 훈련을 진행할 경

우,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훈련으로 Landis와 Koch(1977)의 기준

에 부합되는 수준의 평정자 간 일치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지금까지 면담을 활용해 방어기제를 평가하는 척도

들이 갖는 평정자 간 일치도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관

련 변인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로 자기보고식 검사를 사용하였

다. 향후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구조화된 임상적 면접도구(SCID-I; First, Gibbon, Spitzer, & Wil-

liams, 1996)를 활용해 보다 정밀한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

인다. 

둘째, 본 연구의 중요한 준거변인 중 하나인 신체 건강 관련 측정

치가 모두 자기보고에 의한 측정치라는 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신체 건강 변인을 측정할 때, 건강 검진 측정치, 혈압이나 체중, 병리 

검사 수치와 같은 생리적 측정치와 같은 보다 많은 건강 변인에 대

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인평가 문항이 심리적 성숙과 관련

된 제한된 영역만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평가영역 당 단일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 건강 관련 질문

지의 경우에도 하나의 차원에 대해 단일 문항으로 측정한 문제를 

안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격 변인, 적응 변인을 측정하는 보다 

많은 지인평가 설문을 만들고, 동시에 적응 관련 지표들에서도 평

가 영역 당 문항수를 늘려 측정오차를 줄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넷째, 본 연구의 참여자가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

으로만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제약이 뒤따른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Vaillant(1971)

의 초기 연구에서도 처음에 하버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방어

기제와 적응 간 연관성을 탐색한 후 추후에 임상군, 도심지역 청소

년 집단을 추가로 표집해 다양한 집단에 대해 종단적으로 방어기

제와 적응 간 관계를 연구했다. 이처럼 방어기제에 관한 연구는 장

기간에 걸쳐 오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방어기제를 측정하고 또 

그러한 방어기제 검사의 준거타당도 검토를 위해 또 다른 자기보고

식 검사들을 활용할 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인평가 절차

를 추가하였다. 이처럼 K-VDMRS 척도를 통해 참여자 개인별 면담

을 진행하는 동시에 지인평가와 관련해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과제에 참여하는 데 일반인 또는 임상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작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동기수준이 높은 대학생을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K-VDMRS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첫 작업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관

심을 갖는 동시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한 대학

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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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생인 경우 일반화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임

상군을 포함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재검토할 필

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적응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다

양하게 포함되지 않고 제한적으로만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추후 연

구에서는 방어기제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정서조절, 학업 성취, 

학교 만족, 대학에서의 다양한 활동, 경력 개발 활동, 원만한 대인 

관계, 관계 만족 등, 다양한 적응 변수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탐색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여섯째, 본 연구는 각 측정변수 간 관계를 횡단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라는 점이다. 향후 Vaillant(1977, 1993)의 연구와 같이 종단적

인 추적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는 K-VDMRS의 구성개념 타당도 및 예측타

당도를 검증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기보고식 척

도에 관한 타당화 연구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은 요인 분석 절차 등

을 수행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요인 분석을 시행하지 못한 중요

한 이유 중 하나는 요인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구 대상 수를 구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Hurley 등(1997) 그리고 Soper(2018)의 기

준에 따르면, 15개의 방어기제 변인에 관한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 300명 이상의 연구참여자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들이 평균 1시간 이상의 면담에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인평가 

정보까지도 요구했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연구참여자를 확보하는 

데 현실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다. 또 K-VDMRS의 예측타당

도 검증을 위해서는 대학생의 적응과 관련된 대학생활 만족도, 학

업 성적, 대인 관계, 신체 건강 등을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을 두고 장

기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더 많은 참여자를 표집하는 동시에 다양한 적응 변수와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추적하는 형태의 검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방어기제를 평정자 간 신뢰도가 유지되는 형태

로 면담을 통해 평가한 후, 지인평가 및 다양한 적응 지표들과의 관

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보고식 방어기제 검사와 대처방식 척

도에 비해 K-VDMRS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준거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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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판 베일런트 방어기제 평정 척도의 타당화

김경희 ∙고영건

고려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판 베일런트 방어기제 평정 척도(K-VDMRS)를 타당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 90명(남자 39명, 여자 51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베일런트 방어기제 평정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준거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검사인 한국판 방어

유형척도, 이화방어기제 검사, 대처방식 척도, 긍정적 정신건강 척도, 우울증상 척도, 명백 불안 척도 그리고 신체 건강 관련 질문지를 실시

하였다. 이러한 자기보고식 검사 이외에도 본 연구 참여자가 추천한 가까운 지인 3인을 대상으로 지인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 유형을 번영, 쇠약, 분투 및 부적응 집단으로 분류하고서 베일런트 방어기제 평정 척도 점수에서의 차이를 조

사했을 때, 미성숙한 방어 수준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쇠약집단은 번영집단, 분투집단 그리고 부적응집단보다 미성숙한 방어기

제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둘째, 우울 수준이 높은 집단이 우울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베일런트 방어기제 평정과 지인평가 간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미성숙한 방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지인평가에서도 미성숙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반면, 성숙한 방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지인평가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

로, K-VDMRS로 평가한 방어의 성숙도가 자기보고식 방어기제 검사 및 대처방식 검사보다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변인과의 상관에서 상대

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준거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하였다.

주요어: 방어기제, 평정 척도, 자기보고식 검사, 지인평가, 타당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