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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social anxiety disorder (SAD)
and its association with psychosocial factors including self-esteem, ego-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in a
sample of medical students.
Methods : A total of 405 medical stude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Subjects were asked to complete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measures of the Social Phobia Inventory (SPIN), the Rosenberg’s Self-Esteem
Scale (RSES), the Ego-Resiliency Scale (ERS), and the Duke-UNC Functional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DUFSS). The SAD and non-SAD group were defined using the SPIN score of 25 as a cut-of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of self-esteem, ego-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with SAD symptoms.
Results : A total of 79 subjects (19.5%) were identified with SAD. The total RSES score, ERS score, and
DUFSS score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SAD group than the non-SAD group. The total SPIN sco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total RSES score (r=-0.481, p<0.001), the ERS score (r=-0.417, p<0.001), and
the DUFSS score (r=-0.406, p<0.001). In the multiple regression, SAD symptoms were associated with selfesteem (β=-0.549, p<0.001), ego-resiliency (β=-0.395, p<0.001), and social support (β=-0.346, p<0.001).
Conclusion : This study revealed the prevalence of SAD and its negative association with self-esteem,
ego-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among medical students. Our findings indicate that improving self-esteem and ego-resiliency as well as perceived social support may contribute to the management of SAD
symptoms among medical students. (Anxiety and Mood 2020;16(2):98-105)
KEY WORDS : Social anxiety disorder·Self-esteem·Ego-resiliency·Social support·Medical students.

서

론

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이에 따른 회피행동이
핵심증상으로,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기능수행에 심각한

사회불안장애는 타인에 의해 관찰이나 평가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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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1 사회불안장애는 1년 유병
률이 7.1%, 평생 유병률은 12.1%에 이를 정도로 흔한 정신장
애 중 하나이며,2 보통 청소년기에 발병하여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고 주요우울장애나 약물남용과 같은 다른 정신장애가
병발하는 경우가 흔하다.3 실제로 사회불안장애는 한 개인의
삶의 질을 감소시키고 상당한 수준의 기능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4 심각한 정신장애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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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등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

상인과 비교했을 때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유의하게

계로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주어진 발달 과제를 수행하면

낮았다.18 상기한 연구결과들은 자기존중감과 자아탄력성 및

서 다양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의과대학

사회적 지지가 사회불안장애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가

생은 긴 학업기간, 많은 학습량, 유급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회불안장애 증상과 자

인해 다른 전공 대학생들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기존중감,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

경험하며, 일반인들에 비해 우울증상과 불안증상을 더 많이

본 연구는 제한적이다.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5 특히 사회불안장애가 있는 의과대

그동안 의과대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학생의 경우 사회불안장애가 없는 의과대학생에 비해 우울

우울증상의 유병률과 관련 요인에 초점을 두었고, 의과대학

증상의 정도가 심했고,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

생의 사회불안장애 유병률과 관련 요인에 관한 국내연구는

6

영역의 삶의 질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의과대학생에서 사회불안장애의 유병률

¨
zer의 연구에서 의과대학생의 사회불안장애 증
Yücens와 U

과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 내적, 사회적 요인들을 알아

상의 심각도는 인터넷 중독 증상과 유의미한 정적 연관을 보

보는 것은 의과대학생의 사회불안장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

7

였다. 사회불안장애는 우울증이 병발하는 경우가 많고, 동반

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된 우울증상은 의과대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

연구는 국내 일 대학교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장

을 미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애 유병률을 조사하고 사회불안장애 증상과 자기존중감, 자

특히 중요하다.8 하지만 의과대학생들은 낙인이나 불이익을

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우울이나 사회불안과 같은 심

다.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

리적 문제가 발생해도 상담이나 정신과적 치료를 꺼리는 경

설을 세웠다. 첫째, 의과대학생에서 사회불안장애 증상은 자

우가 많다.9

기존중감,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을 보일 것

그동안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 내적 요인으
로서 자기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

이다. 둘째, 자기존중감,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는 사회불
안장애 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왔다. 자기존중감이란 자신을 존경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으로, 77개의 종단연구를 메타분석한 연구10에서 낮

대상 및 방법

은 자기존중감은 우울과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Block과 Block11이 제안한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개념으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에

성 있게 반응하여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조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

절 능력을 말한다. 어린시절 학대, 상실, 방임 등 부정적 사건

여 현장 조사하였고, 연구대상은 편의표집방법(convenience

을 경험한 아동들에서 자아탄력성은 우울이나 불안, 자살 등

sampling method)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생각

목적과 참여의 자율성, 익명성, 비밀보장, 그리고 설문지 답변

되고 있다.12,13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적 요인 중 사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

대상자가 서면으로 동의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

14

정적 자원을 의미하며,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한
15

정신적 문제들에 완충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문지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년, 결혼 여부, 종교,
거주형태,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불안장애가 있는 청소

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사회불안증상과 정신사회적 변

년은 불안장애가 없는 청소년에 비해 자존감 수준이 낮았고,

인들(자기존중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은 평가도구를 이

그 중 사회불안장애가 있는 경우 자존감 수준이 가장 낮은

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415명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수집된

16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회불안

설문지 중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405명의 자

장애 환자들과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자기존중감을 비교한

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 기관윤리위원회(In-

연구에서도 사회불안장애 환자의 자기존중감은 정상인에 비

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고 수행되었다(IRB

17

해 낮았다. Yngve 의 연구에서 사회불안장애 환자의 자아탄

No. 2-1041055-AB-N-01-2019-23).

력성 수준은 정상인 보다 유의미하게 낮았고 사회불안장애
증상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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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생의 사회불안장애와 연관된 정신사회적 요인

평가도구

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으로 친밀한 경청자 지지(5문항)과 정
서적 지지(3문항)의 2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원하는 것 보다 훨씬 적게”)에서 5점(“원하는 만

사회불안장애 증상
19

사회불안장애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Connor 등 이
20

큼”) 사이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

개발하고 Cho 등 이 한국어로 번안한 사회공포증 척도(So-

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판 DUFSS는 국내연구28에

cial Phobia Inventory, 이하 SPIN)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서 높은 신뢰도와 중등도의 타당도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

사회불안장애의 유무와 심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자기보고

Cronbach’s α는 0.93로 나타났다.

식 척도로, 사회불안장애의 두려움, 회피, 생리적 증상 영역
을 포함하는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0점(“전혀

통계 분석

그렇지 않다.”)에서 4점(“대단히 그렇다.”) 사이로 평가하며,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정신사회적 변인들의 특징과 사회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장애 증상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

불안장애의 유병률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

한다. 선행연구21,22에서 제시한 25점을 절단점으로 SPIN의 총

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을 SPIN의 총점 25점을 기준으로 사

점이 25점 이상일 때 사회불안장애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본

회불안장애군(SPIN≥25)과 사회불안장애가 없는 군(SPIN＜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93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

25)으로 나누어 사회인구학적, 정신사회적 변인들의 차이를 분

였다.

석하였다. 연속형 자료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 test)
을, 범주형 자료는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하였

자기존중감

다. 범주형 자료분석에서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전체의
23

자기존중감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Rosenberg 가 개발

20% 이상인 경우는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사용하였다. 사

한 자기존중감 척도(Rosenberg’s Self-Esteem Scale, 이하

회불안장애 증상과 자기존중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사

24

RSES)를 Bae 등 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표준화한 한국판

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

RSES를 사용하였다. RSES은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

였다. 상관분석에서 사회불안장애 증상과 유의한 상관을 보

며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다. 이 척도는 자기상

인 자기존중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사회불안장애 증

에 대한 5개의 긍정적 문항과 5개의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

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선형회귀분석

어 있고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하여 총점을 계산한다. 점수가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Cronbach’s α는 0.88이었다.

26.0 for window를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양측검정
에서 0.05 미만으로 하였다.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Block과 Kremen25이

결

과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이하 ERS)
를 Yoo와 Shim26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불안증상의 유병률

척도는 낙관성, 활력성, 대인관계, 호기심, 감정통제 등과 관

전체 연구대상은 남자 252명(62.2%), 여자 153명(37.8%)으로

련된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

총 405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26.3±4.4세였다. 1학년이 120명

렇지 않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 사이로 평가한다. 점수

(29.6%)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93명(23.0%), 3학년이 99명

가 높을수록 내적, 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적응

(24.4%), 4학년이 93명(23.0%)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385명(95.1%)이었고 기혼이 20명(4.9%)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Cronbach’s α는 0.83이었다.

217명(53.6%), 기독교가 115명(28.4%), 천주교가 45명(11.1%),
불교가 25명(6.2%), 기타 종교가 3명(0.7%)이었다. 거주형태는

사회적 지지

자취가 264명(65.3%)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과 함께 거주 중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 Duke 대
27

학병원의 Broadhead 등 이 개발한 The Duke-UNC Func-

이 124명(30.7%), 기숙사가 16명(4.0%)이었다. 주관적인 사회
경제적 수준은 높다고 답한 사람이 80명(19.8%), 보통이라고

tional Social Support Questionnaire(이하 DUFSS)를 Suh

답한 사람이 292명(72.1%), 낮다고 답한 사람이 33명(8.1%)이었

등28이 국내 상황에 맞게 번안한 한국판 DUFSS를 사용하였

다. 전체 연구대상에서 사회불안장애 유병률은 19.5%(7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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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로 나타났다. 모든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서 사회불안장애

도 사회불안장애군의 DUFSS 총점이 사회불안장애가 없는

동반 유무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성별에 따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t=6.80, p＜0.001). 또한 DUFSS

른 사회불안장애 증상의 심각도 역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의 하위척도인 친밀한 경청자 지지척도와 정서적 지지척도의

않았다(남자 SPIN 총점 : 15.6±11.4 여자 SPIN 총점 : 16.8±

총점도 사회불안장애군이 사회불안장애가 없는 군에 비해

10.6, t=-1.04, p=0.298).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사

유의하게 낮았다(t=6.22, p＜0.001 ; t=6.64, p＜0.001). 사회불

회불안장애 동반 유무에 따른 차이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안장애에 따른 정신사회적 변인들 비교 결과를 Table 2에 제
시하였다.

사회불안장애 동반 유무에 따른 정신사회적 변인들 비교
사회불안장애 동반 유무에 따른 정신사회적 변인들(자기

사회불안장애 증상과 정신사회적 변인들의 상관관계

존중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

사회불안장애 증상과 정신사회적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

불안장애군의 RSES 총점은 사회불안장애가 없는 군에 비해

회불안장애 증상은 자기존중감(r=-0.481, p＜0.001), 자아탄력

유의미하게 낮았다(t=7.87, p＜0.001). 이와 유사하게 ERS 총

성(r=-0.417, p＜0.001), 사회적 지지(r=-0.406, p＜0.001)와 유

점도 사회불안장애군이 사회불안장애가 없는 군에 비해 유의

의미한 음의 상관을 보였다. 사회불안장애 증상과 정신사회적

미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t=6.47, p＜0.001). DUFSS의 경우

변인들 사이의 상관분석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1. Comparison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social anxiety disorder
Social anxiety disorder
Socio-demographic
variables

Age (years)

No (SPIN＜25)

Yes (SPIN≥25)

Total

n (%) or

n (%) or

n (%) or

mean±SD

mean±SD

mean±SD

326 (80.5)

79 (19.5)

405 (100.0)

26.4±4.4

25.7±4.3

26.3±4.4

Gender
Male

205 (62.9)

47 (59.5)

252 (62.2)

Female

121 (37.1)

32 (40.5)

153 (37.8)

89 (27.3)

31 (39.2)

120 (29.6)

Class year
First year
Second year

72 (22.1)

21 (26.6)

93 (23.0)

Third year

85 (26.1)

14 (17.7)

99 (24.4)

Fourth year

80 (24.5)

13 (16.5)

93 (23.0)

309 (94.8)

76 (96.2)

385 (95.1)

17 (5.2)

3 (3.8)

20 (4.9)

168 (51.5)

49 (62.0)

217 (53.6)

Christianity

94 (28.8)

21 (26.6)

115 (28.4)

Catholicism

38 (11.7)

7 (8.9)

45 (11.1)

Buddhism

23 (7.1)

2 (2.5)

25 (6.2)

3 (0.9)

0 (0.0)

3 (0.7)

With family

103 (31.7)

21 (26.6)

124 (30.7)

Dormitory

14 (4.3)

2 (2.5)

16 (4.0)

208 (64.0)

56 (70.9)

264 (65.3)

65 (19.9)

15 (19.0)

80 (19.8)

234 (71.8)

58 (73.4)

292 (72.1)

27 (8.3)

6 (7.6)

33 (8.1)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Married
Religion
No

Other religions
Living place

Alone
Subjective SES
High
Middle
Low

t/χ2

p

1.24

0.216

0.31

0.577

7.24

0.065

0.27

0.776*

4.70

0.396*

1.50

0.470

0.09

0.956

* : Fisher’s exact test. SPIN : Social Phobia Inventory, SES : Socioeconomic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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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s of self-esteem, ego-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according to presence of social anxiety disorder
Social anxiety disorder
Variables

t

p

31.2±5.6

7.87

＜0.001

34.9±6.1

38.6±6.0

6.47

＜0.001

34.2±6.0

28.9±7.5

33.2±6.6

6.80

＜0.001

Confidant support

20.8±4.2

17.4±5.0

20.2±4.5

6.22

＜0.001

Affective support

13.4±2.2

11.4±2.9

13.0±2.5

6.64

＜0.001

No (SPIN＜25)

Yes (SPIN≥25)

Total

mean±SD

mean±SD

mean±SD

32.2±4.9

27.1±6.2

39.5±5.6

Self-esteem
RSES
Ego-resiliency
ERS
Social support
DUFSS total
DUFSS component

SPIN : Social Phobia Inventory, RSES : Rosenberg’s Self-Esteem Scale, ERS : Ego-Resiliency Scale, DUFSS : Duke-UNC Functional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Table 3. Pearson’s correlations of self-esteem, ego-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symptoms
1

2

3

Table 4. Association of self-esteem, ego-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symptoms

4

Model

β

T

p

Self-esteem

-0.958

-11.013

＜0.001

Self-esteem

-0.724

-7.415

＜0.001

Ego-resiliency

-0.436

-4.819

＜0.001

Self-esteem

-0.549

-5.294

＜0.001

Ego-resiliency

-0.395

-4.447

＜0.001

Social support

-0.346

-4.340

＜0.001

1

1. SPIN

1

2. RSES

-0.481*

1

3. ERS

-0.417*

0.498*

1

4. DUFSS

-0.406*

0.478*

0.317*

2
1

* : p＜0.001. SPIN : Social Phobia Inventory, RSES : Rosenberg’s
Self-Esteem Scale, ERS : Ego-Resiliency Scale, DUFSS : DukeUNC Functional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정신사회적 변인들이 사회불안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정신사회적 변인들이 사회불안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불안장애 증상(SPIN 총점)을 종속변수
로, 사회불안장애 증상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자기존중감

3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arried out. Dependent variable : Social Phobia Inventory Model 1 (R2=0.231,
F=121.282), Model 2 (R2=0.273, F=75.596), Model 3 (R2=0.306,
F=58.912)

과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
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사회불안장애

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는 모두 사회불안장애 증상과 유의미

증상에 대한 자기존중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변인의 설

한 음의 연관성을 보였다. 의과대학생에서 사회불안장애의

2

명력은 30.6%(R = 0.306, F=58.912)로 나타났다. 자기존중감

유병률은 19.5%였으며 사회불안장애군의 자기존중감, 자아

(β=-0.549, p＜0.001), 자아탄력성(β=-0.395, p＜0.001), 사회

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 정도는 사회불안장애가 없는 군에 비

적 지지(β=-0.346, p＜0.001) 모두 사회불안장애 증상과 유의

해 유의하게 낮았다.

미한 음의 연관성을 보였다. 사회불안장애 증상에 대한 다중
선형회귀분석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에서 사회불안장애 유병률은 19.5%로 나타
났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SPIN을 이용해 사회불안장애 유
병률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사회불안장애 유병률은 중국에

고

찰

서는 23.7%,29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5.8%,30 그리고 브라질
에서는 20.6%31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보다 다소 높았지만 큰

본 연구를 통해 의과대학생에서 사회불안장애 유병률 뿐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상기 결과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의과

아니라 사회불안장애 증상과 정신사회적 요인들인 자기존중

대학생을 포함한 대학생 집단에서 사회불안장애 유병률이

감,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 사이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확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2016년 우리나라 정신질환

인할 수 있었다. 사회불안장애 증상은 자기존중감, 자아탄력

역학조사에서 사회불안장애 평생유병률은 1.6%로 나타나 미

성 및 사회적 지지와 부적상관을 보여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

국의 12.1% 보다 크게 낮았고, 유럽의 2.4% 보다도 낮은 수준

하였다. 단계적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자기존중감과 자아

이었다.32 이런 사회불안장애 유병률의 지역적 차이는 사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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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대한 문화적 차이 또는 진단적 경계점에서의 차이 때문

환자의 자기존중감은 정상인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 남자에

인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진

서 암묵적 자기존중감(implicit self-esteem) 수준이 낮을수

단적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본 연구결과는 국내 의과

록 사회불안장애 증상의 심각도가 증가하였다.39 de Jong 등40

대학생에서 사회불안장애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은 자기평가적 사고(self-evaluative thoughts)와 행동들이 자

31

시사한다. 대학생에서 사회불안장애를 조사한 한 연구 는 사

기존중감에서 기인하며, 개인의 자기존중감 수준이 사회불안

회불안장애로 진단받은 학생의 0.8%만이 과거에 같은 진단

장애 발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

을 받고 치료받은 적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는 과도한 자기초점화주의를 감소시키는 것 뿐 아니라 자

사회불안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학생들이 이를 질

기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인지행동적 접근이 사

병으로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과대학

회불안장애 증상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생들은 정신질환자라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한 사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사회불안장애 증상과 부적 상

회불안장애 증상이 있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가능성

관 및 부적 연관성을 보였다. 자아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에 직

이 크다.9 따라서 의과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면했을 때 보다 유연하게 스트레스에 대처하여 적응할 수 있

사회불안장애를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하려는 노력

는 능력으로 주목을 받아왔다.41 자아탄력성이 높은 개인들

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으며, 정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사회불안장애 유병률의 차이는

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효율적으

관찰되지 않았고, 성별에 따른 사회불안장애 증상 심각도 역

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42 대학생을 4년 동안 추적 관찰

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불안장애 유병률에 관

한 종단연구43에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학교생

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본 연구처럼 성별에 따른 유

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병률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연구들29,30도 있었지만 여자의

자아탄력성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현재까지 자아탄력성과

사회불안장애 유병률이 남자에 비해 더 높았다고 보고한 연

사회불안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드물지만 Jun과

31,33

구들

도 있었다. 사회불안장애로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

Lee44는 간호대학생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불안장애 증상

으로 한 국내연구34에서 사회불안장애 증상의 심각도나 특정

사이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성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의 정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치하였다. 상기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않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회불안장애 증상의 부정적 영향을 유의하게 완화시키는

시행된 한 연구에서 사회불안장애 증상의 심각도는 남자가

매개효과를 보였다.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여자에 비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과 사회불안장애 증상 사이에 유의한

다.35 이러한 차이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문화권에 따라 남자

연관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와 여자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과 그에 따른 부담이 서로

본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는 사회불안장애 증상과 부적 상

다르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성별에 따른 사회불

관과 부적 연관성을 보였다. 사회불안장애에서 사회적 지지

안장애 유병률과 심각도 차이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추가적

를 평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Torgrud 등18은 사회불안장애

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환자들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정상인이나 다른 신체

본 연구에서 자기존중감은 사회불안장애 증상과 유의미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보고하

부적 상관과 부적 연관성을 보였다. 또한 사회불안장애군의

였고, Rodebaugh의 연구45에서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은 그들

자기존중감 수준은 사회불안장애가 없는 군 보다 유의하게

교우관계의 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

낮았다. 사회불안장애의 인지 모델에 따르면 과도한 자기초점

로 사회불안장애 증상과 사회적 지지를 평가한 선행연구에

화주의(self-focused attention)36 뿐 아니라 역기능적 자기관

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사회불안장애 증상과 부적

37

(dysfunctional self-view) 도 병적인 사회불안이 지속되는

상관을 보였고,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장애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자기관은 자기의

증상 심각도는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지각과 타인의 기준 사이에 불일치를 만들며 결국 부정적 평

결과와 일치하였다.46 사회적 지지와 정신적, 신체적 건강변인

가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초래한다. Iancu 등38의 연구에서

들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한 대규모 역학연구47에서 높은 수

사회불안장애 환자의 자기존중감 수준은 정상인 보다 유의하

준의 사회적 지지는 주요우울장애,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

게 낮았고, 자기존중감과 사회불안장애 증상은 부적상관을

애와 같은 정신질환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문제의 낮은 유병

보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다른 연구에서 사회불안장애

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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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는 스스로 매우 좋다고 지각한 신체적 건강과 강한 연관

의과대학생의 사회불안장애를 관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성을 보였고, 나아가 외상적 사건에의 노출이 유발하는 부정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향후 의과대학생의 사회불

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완충효과를 보였다. 이는 지각된 사회

안장애 예방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

적 지지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가족과 친구를 통한 친밀한 관계와
정서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정신사회적 개입이 의과대학
생의 사회불안장애 증상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중심 단어 : 사회불안장애·자기존중감·자아탄력성·사회적
지지·의과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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