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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기 우울증은 예민함이나 짜증, 무의욕, 흥미 감소 등

이 생활의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로, 기분의 

변화가 하루 중에도 매우 심한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에서의 

우울증은 관계사고, 강박사고, 식이문제, 불안, 주의력결핍과

잉행동, 품행장애, 자해 및 자살사고와 같은 다양한 정신과

적 문제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1,2) 이러한 청소년

기 우울증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정서, 인지, 사회적 기술의 

발달 지연 및 또래나 가족 관계, 학교적응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온다.3) 국내 한 역학조사에서 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청소

년 우울증은 매우 낮은데 비해 청소년이 스스로 보고한 우

울증상은 부모보고의 약 9배에 달했는데,4) 이것은 우리나라

에서는 아직 청소년에서의 우울증상이 제대로 인지되고 평

가 및 치료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기 우울증의 발병에는 유전적 요인, 뇌의 구조

적·기능적 요인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과 함께, 인지 왜곡, 또

래 관계, 가족 관계와 같은 정신사회적 요소들이 관련된다.3) 

이 가운데서도 가족 관계는 아동청소년기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신사회적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가족기능과 청소년 우울증의 연관성을 평가한 기존의 연

구들에서는 가족기능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우울감이 높았으

며,5) 가족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우울의 가능성을 고려해

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6) 가족관계를 부모의 양육태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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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접근한 연구에서는7,8) 정상 대조군에 비해 우울증 환

자군에서 부모의 돌봄이 더 적고, 어머니의 과보호가 더 많

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자녀관계나 양육태

도는 문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오랫동안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왔다. 그 결과, 부모-자녀 간 감정·의식의 동일체화 및 자녀

가 부모에게 느끼는 존경, 헌신 등 사회의 일반적 대인관계와

는 차별화되는 특수성을 갖는다.9,10) 유교문화에서는 부모-자

녀 간의 강한 유대감과 일체감을 강조하기 때문에, 서양문화

의 측면에서는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를 지나치게 밀착되고 융

합된 관계로 해석하고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도 한다.11) 그러나 부모-자녀 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나가는 것이 개인의 건강한 심리

적 발달은 물론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

다.11) 아시아권 문화에서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건강, 삶의 만족도 및 조화로운 대인관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12) 자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클수록 자녀

들이 실제로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어내는 경향이 관찰된다.13) 

또한 국내에서 초·중·고·대학생들에게 서구에서 개발된 자

녀양육태도 설문지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취동기에 대한 연

구를 시행한 결과,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취

동기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14) 즉, 서양 청소년들과는 

반대로 부모가 통제를 많이 할수록 청소년들의 성취동기가 

높아졌는데, 이는 한국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서구의 부모

자녀관계를 이해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우울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가족관계척도들은 대부분 서구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말로 번

안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척도들을 한국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

지가 있다.15) 즉 부모의 돌봄, 수용, 부모와의 친밀감과 같은 

문화 보편적인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증명되었지만16) 한국 부

모의 엄격한 통제, 간섭, 헌신, 그리고 성취를 위한 지배적인 

양육태도17)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었다. 부모자녀관계

의 특성과 개인의 심리적 적응양식은 문화의 영향을 받을 가

능성이 높으며 청소년 우울증과 부모자녀관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를 보다 잘 반

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척도들을 이용하여 우울증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를 우울증이 없는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비

교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의 다양한 측면이 청

소년의 우울증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1. 대  상

본 연구는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청소년 가운데 환자군은 1) 만 12-18세, 2) 지능지수 

80 이상, 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ition(DSM-IV) 진단기준과 Kiddie-Sche-
dule for Affective Disorders and Schizophrenia-Present 

and Lifetime Version(K-SADS-PL)에 의하여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의 우울삽화로 진단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

다. 대조군은 1) 만 12-18세, 2) 지능지수 80 이상, 3) DSM-IV 

진단기준과 K-SADS-PL에 의하여 우울삽화가 아닌 것으로 

진단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신지체, 선천성 유전질

환, 뇌성마비, 신경과적 질환, 경련성 장애, 발달장애 등을 앓

고 있는 경우 제외하였다.

2. 도  구

1)  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s and Schizophrenia for  

 School-Age Children-Present and Lifetime version(K- 

 SADS-PL) 

32개의 DSM-IV 소아청소년 정신과 질환의 현재 및 평생 

이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반구조화된 면담도구

인 K-SADS-PL은 개발자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

되어 있다.18) 한국판 K-SADS-PL은 Kim 등19)에 의해 번역되

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 틱장애(tic disorder), 반항적 도전 장애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ODD) 및 우울장애, 불안장

애에 대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연구되었다. 도구 사용 경험

이 풍부하고 면담에 익숙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대상 아동

과 부모에게 면담을 시행하였다.

2)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Parent-Child Relationship  

 Instrument, PCRI)

부모-자녀관계를 단순히 돌봄과 통제라는 차원에서 다룬 

기존 부모-자녀관계 척도가 한국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

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Choi11)가 한국

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나타나는 친밀, 헌신, 존경, 엄격 등의 

여러 차원을 반영하여 개발한 도구다. 친밀(intimacy), 헌신

(devotion), 존경(respect), 엄격(strictness)의 4개의 하위척도

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하위척도는 각각 희생, 안쓰러움, 엄

함 등의 한국 고유의 문화적인 요소들이 고려된 내용들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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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있으며, 특히 헌신 하위척도의 경우 한국의 부모-자

녀관계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특징으로, 서구에서 부모-자녀

간을 서로 분리된 개체로 지각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인들의 

강한 부모-자녀 간의 일체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각 하위척

도에 대한 내적 신뢰도(모 척도 α=.91, 부 척도 α=.93)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으며 한국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진 부모-자녀 

결합형태 척도(parental bonding instrument)20,21)를 이용한 

공인타당도(r=.67, p＜.001)가 보고되었다.11)

3) 가족관계척도(Family Relationship Scale, FRS)

Yang22)이 2001년에 제작한 척도로서 외국의 번안척도가 

그대로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인의 가족개념에 

대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우리나라 가족성원 

간의 상호연대적 책임의식, 급변하는 현대사회에도 흔적이 

남아있는 위계적 가부장제 등을 고려한 가족관계 측정도구

를 개발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가족평가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가족관계척도는 내적신뢰도(α=.93), 내용타당도와 구

성타당도 등이 검증되었고 타 도구에 비해 설문이 간결하고 

측정이 용이하여 가족과 관련된 임상연구에 있어서 활용 가

능성이 인정되었다. 총 24문항이며 정서/친밀 요인(emotional 

intimacy) 11문항, 인정/책임 요인(acknowledge responsi-
bility) 7문항, 수용/존중 요인(acceptance respect) 6문항으

로 나누어져 있으며 자기보고식 응답방식이다. 가족 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항상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4) 부모양육태도검사(Parenting Attitude Test-Youth, PAT-Y)

2008년 Lim이 Son과 Lee23)의 연구를 활용하여 개발한 

척도로서 하위척도는 8가지이고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하위척도는 지지표현(supportive expression), 합리적 

설명(rational explanation), 성취 압력(achievement press), 

간섭(high involvement), 처벌(punishment), 감독(superin-
tendence), 과잉기대(high expectation), 비일관성(inconsis-
tencie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척도에 대한 백분위 점수

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세하고 폭넓게 측정 가능

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내적 일관성은 과잉기대 r=.570부

터 합리적 설명 r=.850까지 보고되었다.24)

5)  자기보고형 일반행동평가척도(Adolescents’ version of the  

 General Behavior Inventory, A-GBI)

자기보고형 일반행동평가척도는 73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형 설문지로, 11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에서 우울증, 경

조증, 조증, 및 혼재된 기분증상을 평가한다.25) 응답자는 증상

을 0(never or hardly ever)에서 3(very often or almost con-
stantly)점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심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보고형 일반행동평가척도에서 우울 소

척도(α=.978)와 경조증/양극성 소척도(α=.941)의 내적신뢰도

는 기존에 보고된 바 있다.26)

6)  부모용 일반행동평가척도(Parent-General Behavior  

 Inventory- 10-item Mania Scale, P-GBI-10M)

Parent-General Behavior Inventory(P-GBI)는 GBI를 변

형하여 만든 척도로 부모가 5-18세 청소년의 우울, 우울증, 경

조증, 조증 및 혼재된 기분증상을 평가하는 척도이다.27) GBI

의 우울 및 경조증/양극성 소척도는 강한 구성타당도와 높은 

내적 일치도(우울 소척도 α=.97, 경조증/양극성 소척도 α=.94)

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증을 평가하는 10항목의 단축형 

P-GBI(Parent-General Behavior Inventory-10-item Mania 

Scale, P-GBI-10M)를 사용하고자 한다.28) P-GBI-10M은 높

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으며, 양극성 장애와 우울증, 

양극성 장애와 ADHD를 잘 구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한국형 기분장애 질문지(Mood Disorder Questionnaire,  

 MDQ) 

Mood Disorder Questionnaire(MDQ)는 조증(manic) 또

는 경조증(hypomanic)의 증상들이 과거에 있었는지를 알아

보는 13개의 문항(기준 1)과, 이 증상들이 동일한 시기에 발

생했는지를 답하는 문항(기준 2), 그리고 증상으로 인한 기

능상의 문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답하는 문항(기준 3) 등과 

같이 3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손쉽고 짧은 시간

에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29) MDQ는 민감도

와 특이도가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임상에서 또는 일반대중

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 유용하며,30) 한국어판 

MDQ 역시 양극성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신뢰

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1) 본 연구에서는 부모

용(parent version, P-MDQ) 및 청소년용 MDQ(adolescents’ 

version of the MDQ, A-MDQ)를 시행하였다. 

8) 벡우울증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 우울 질문지(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는 

Beck 등이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측

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 보고형 검사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판 Beck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Beck 우울척도는 

모두 21개 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0점

에서 63점까지이다. 한국어판의 벡우울증척도는 0-9점은 정

상범위이고, 10-15점은 경미한 우울, 16-23점은 중간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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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24-63점은 심각한 수준의 우울로 분류된다. 내적신뢰

도 계수는 .85였다.32)

9)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Achenbach33)에 의해 개발된 아동행동 평가 도구로서 아

동 행동의 여러 측면들에 대해 부모가 관찰한 바를 토대로 평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국판 개발 및 표준화는 1990년

도에 수행되어 만족할 만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보였고,34) 이

후 많은 임상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행동문제 척도는 모두 

1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목들은 0에서 2점까지, 

3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는 총 12개의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소척도

는 위축(withdrawal), 신체증상(somatic complaints), 우울/

불안(anxious/depressed), 사회적 미성숙(social problems), 

사고문제(thought problems), 주의력 문제(attentional prob-
lems), 비행(delinquent behaviors), 공격적 행동(aggressive 

behaviors), 내재화 증상(internalizing symptoms), 외향화 

증상(externalizing symptoms), 전체 점수(total score) 등이

다. 이 척도에서는 문제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데, 각각 원점수와 T점수로 환산되며, T점수 65점 이상으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범위로 보고 있다.

3. 자료분석

통계를 시행하기 전, 우울증 청소년과 임상대조군 각각의 

변수가 정규성 분포를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두 집단 간의 

임상변수 중 범주형 변수의 비교에는 χ2 test 및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으며, 연속 변수의 비교에는 independent t 

test를 사용하였다. 우울증 청소년과 임상대조군의 임상심리

검사 결과와 부모-자녀관계 설문지 결과는 independent t test

와 analysis of covariance(ANCOVA)를 사용하여 비교, 분

석하였다. 부모-자녀관계와 임상심리척도들과의 상관관계는 

연령, 성별 및 ADHD 공존여부를 보정한 편상관분석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으로는 Window용 SPSS 

20(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050으로 정하였다. 

 

결      과
 

1. 인구학적 특성(Table 1)

본 연구에는 25명의 우울증 청소년(연령 15.0±2.1세, 남아 

8명)과 24명의 임상대조군(연령 13.7±1.3세, 남아 16명)이 포

함되었다. 두 군 간에 연령(p=.014), 성별(p=.01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이후에 분석에서 이를 보정하였다. 

우울증 청소년 18명(72.0%)이 주요우울장애였고 6명(24.0%)

이 달리 분류되지 않는 양극성 장애였으며 2명(8.0%)이 주요

우울장애와 기분부전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었다. 1명(4.0%)

이 제1형 양극성 장애였다. 우울증 청소년들은 불안장애 8명

(32.0%), ADHD 7명(28.0%) 등의 질환이 동반되어 있었다. 대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with depression and controls

Depression (N=25) Control (N=24) χ2 or t p
Age, mean (SD) 15.0 (2.1) 13.7 (1.3) -2.6† .014
Gender (boys), N (%) 8 (32.0) 16 (66.7) 5.9‡ .015
SES, N (%) 2.4‡ .297

High 8 (32.0) 4 (16.7)

Middle 17 (68.0) 19 (79.2)

Low 0 (0.0) 1 (4.2)

Mood disorder diagnosis, N (%)

MDD 18 (72.0)

BD I 1 (4.0)

BD NOS 6 (24.0)

Dysthymia 2 (8.0)

Other diagnosis, N (%)

Anxiety disorder 8 (32.0) 2 (8.3) .074*
ADHD 7 (28.0) 14 (58.3) 4.6‡ .032
Tic disorder 2 (8.0) 3 (12.5) .667*
Bulimia nervosa 1 (4.0) 0 (0) 1.000*
Somatic symptom disorder 1 (4.0) 0 (0) 1.000*
ODD/CD 0 (0) 1 (4.2) .490*

* : Fisher’s exact test, † : t value of independent t test, ‡ : χ2 value of χ2-test. ADHD :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BD I : bi-
polar I disorder, BD NOS : bipolar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ed, CD : conductive disorder, MDD : major depressive disorder, 
ODD :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SD : standard deviation, SES : socioeconomic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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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 가운데 14명(58.3%)이 ADHD, 3명(12.5%)이 틱장애, 2

명(8.3%)이 anxiety disorder, 1명(4.2%)이 ODD로 진단되었다. 

ADHD 유병률이 두 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p=.032) 

이후의 분석에서 ADHD 공존여부를 보정하였다.

 

2. 우울증 청소년과 임상대조군의 기분증상 비교(Table 2)

청소년들이 시행한 A-GBI 우울 소척도(p＜.001), A-GBI 경

조증/양극성 소척도(p＜.001), A-MDQ(p=.047), 그리고 BDI 

(p＜.001)가 우울증 청소년에서 임상대조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부모가 시행한 CBCL 우울/불안 소척도(p=.003), P-

GBI-10M(p＜.001), 그리고 P-MDQ(p=.014)가 우울증 청소년

에서 임상대조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나이, 성별, ADHD 

공병을 보정할 경우 A-GBI 우울 소척도(p＜.001), 경조증/양

극성 소척도(p=.004), 그리고 BDI(p=.001)가 우울증 청소년에

서 임상대조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부모가 시행한 CBCL 

우울/불안 소척도(p=.005), P-GBI-10M(p=.006), 그리고 P-

MDQ(p=.019)가 우울증 청소년에서 임상대조군보다 유의미

하게 높았다.

3. 우울증 청소년과 임상대조군의 부모-자녀관계 비교(Table 3)

청소년이 시행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친밀 하위

척도(p=.001)가 임상대조군에서 우울증 청소년보다 유의미하

게 높았다. 나이, 성별, ADHD 유병을 보정할 경우 친밀(p= 

.002), 존경 하위척도(p=.029)가 임상대조군에서 우울증 청

Table 2. Comparison of the mood symptoms between subjects with depression and controls

Depression (N=25) Control (N=24) p
Mean SD Mean SD Unadjusted Adjusted*

A-GBI depressive 67.4 36.4 19.3 17.3 <.001 <.001 
A-GBI hypomanic/biphasic 30.1 18.2 11.9 10.4 <.001 .004 
A-MDQ 6.4 3.4 4.5 3.3 .047 .117
BDI  22.8 14.2 6.3 6.7 <.001 .001 
CBCL-AD 59.7 7.2 53.8 5.8 .003 .005 
P-GBI-10M 5.9 5.1 1.6 2.3 <.001 .006 
P-MDQ 4.0 3.1 2.0 2.6 .014 .019 

* : p value adjusted for age, gender, and comorbid ADHD. ADHD :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GBI : Adolescent-
General Behavior Inventory, A-MDQ : Adolescent- Mood Disorder Questionnaire,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CBCL-AD : Child 
Behavior Checklist-Anxious/Depressed, P-GBI-10M : Parent-General Behavior Inventory 10-item Mania Scale, P-MDQ : Parent- 
Mood Disorder Questionnaire,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3. Comparison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between subjects with depression and controls

Depression (N=25) Control (N=24) p
Mean SD Mean SD Unadjusted Adjusted*

Parent-Child Relationship Instrument 
Intimacy 16.4 6.2 22.2 4.8 .001 .002
Devotion 18.6 4.4 20 4.2 .258 .062
Respect 11.4 3.3 13.1 2.8 .053 .029 
Strictness 6.4 2.1 5.9 1.9 .409 .335

Family Relationship Scale
Emotional intimacy 36.9 8.6 40.2 6.6 .139 .174
Acknowledge responsibility 28.7 5.6 30 3.4 .354 .159
Acceptance respect 19.6 3.2 20.8 3.5 .221 .213

Parenting Attitude Test-Youth
Supportive expression 42.4 32.6 44.2 27.9 .838 .900
Rational explanation 37.9 26.5 46.5 28 .286 .497
Achievement pressure 42.5 25.1 48.3 28.8 .471 .783
High involvement 52.7 29.4 55.1 34.3 .797 .348
Punishment 61 28.2 54.6 24.7 .418 .636
Superintendence 43.3 32.2 55 27.6 .195 .061
High expectation 49.9 25.6 54.2 32.4 .618 .614
Inconsistencies 63.3 29.3 59.8 25.3 .667 .699

* : p value adjusted for age, gender, and comorbid ADHD. ADHD :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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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4. 기분증상과 부모-자녀관계 척도 간의 상관관계(Table 4)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친밀, 헌신, 존경 하위척도

는 모두 BDI(r=-.375, p=.014 ; r=-.352, p=.022 ; r=-.419, p= 

.006)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엄격 하위척도는 A-GBI 경

조증/양극성 소척도(r=.335, p=.030), A-MDQ(r=.354, p= 

.021), 그리고 BDI(r=.320, p=.039)와 각각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족관계척도의 정서/친밀 요인이 A-GBI 경조증/양극성 

소척도(r=.322, p=.038)와 양의 상관관계를, 인정/책임 요인은 

P-MDQ(r=-.329, p=.033)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양육태도검사의 비일관성, 처벌 하위척도는 모두 A-

GBI 우울(r=.366, p=.017 ; r=.372, p=.015) 및 경조증/양극성 

소척도(r=.423, p=.005 ; r=.457, p=.002), 그리고 BDI(r=.324, 

p=.036 ; r=.314)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과잉기대 하

위척도는 모두 A-GBI 경조증/양극성 소척도(r=.321, p=.038), 

BDI(r=.360, p=.027)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가족관계척도, 

그리고 부모양육태도검사를 이용하여 우울증 청소년과 우울 

증상이 없는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및 양육태도를 비교하

였으며, 부모자녀관계 및 양육태도와 우울증상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울증 청소년보다 대조군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의 친밀 및 존경 

하위척도가 더 높았다. 또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친밀 하위척도가 BDI 그리고 P-GBI-10M과 음의 상관관계, 

엄격 하위척도가 A-GBI, A-MDQ, 그리고 BDI와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부모양육태도검사의 비일관성, 처벌, 과

잉기대 하위척도는 A-GBI 그리고 BDI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이 시행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의 친밀 하위척도는 대조군 청소년에서 우울증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BDI 그리고 P-GBI-10M과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모의 친근함, 애정 및 돌봄이 부족할

수록 청소년의 우울증상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증 환자군은 부모들과 친밀 수준이 낮은 애착관

계를 보였으며35) 우울증 청소년의 부모는 자녀를 더 적게 보

살피는 것으로 보고한 기존연구36)와 일치하는 소견이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의 친밀의 정도는 서구를 비롯한 모든 문화권

에서 보편적으로 중요하지만, 특히 가족구성원의 화목을 강

조하는 동양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문제가 관계의 

미분화보다는 단절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37) 한국 

부모-자녀관계에서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이 시행한 부모양육태도검사의 처벌 척

도가 A-GBI 그리고 BDI와 각각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우울 증상이나 감정의 변화가 심한 청소년일수록 부모에게 

신체적 처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부모-자녀관계의 육체적 처벌이 우울증의 위험인자라는 

기존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38) 또한 부모양육태도검사의 

과잉기대 척도가 A-GBI 경조증/양극성 척도 그리고 BDI와 

각각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아버지의 과잉기대가 남

학생의 우울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기존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서39) 부모의 암묵적인 기대와 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

이나 기분의 변화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는 뜻이다.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엄격 하위척도가 A-GBI 경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mood symptom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PCRI FRS PAT-Y
IN DE RP ST EI AKR ACR SE RE AP HI PU SU HE IC

A-GBI Dep -.243 -.021 -.136 .299 .199 -.026 .042 -.017 -.122 .074 .160 .372* -.111 .299 .366*
A-GBI HB -.222 -.054 -.125 .335* .322* -.092 .173 -.061 -.089 .115 .241 .457† -.142 .321* .423†

A-MDQ -.033 -.002 -.077 .354* -.041 -.205 -.087 -.022 -.113 .149 .210 .206 -.266 .136 .232
BDI -.375* -.352* -.419† .320* -.076 -.070 -.104 -.244 -.342* .227 .198 .314* -.163 .360* .324*
CBCL-AD .029 .058 .085 -.125 .176 -.127 .158 .027 .165 -.192 .123 -.033 -.082 -.057 .070
P-GBI-10M -.319* -.120 -.174 -.023 .167 -.286 .230 .005 .143 -.310* .043 -.048 -.110 .019 .041
P-MDQ -.222 -.126 -.171 .177 -.143 -.329* .036 .001 .020 -.112 .010 -.165 -.349* -.002 -.119

* : p<.05, † : p<.01 adjusted for age, sex, and comorbid ADHD. ADHD : attentive deficit/hyperacitivity disorder, ACR : acceptance 
respect, A-GBI Dep : Adolescent-General Behavior Inventory, depressive score, A-GBI HB : Adolescent-General Behavior Invento-
ry, hypomanic/biphasic score, AKR : acknowledge responsibility, A-MDQ : Adolescent-Mood Disorder Questionnaire, AP : 
achievement pressure,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CBCL-AD : Child Behavior Checklist-Anxious/Depressed, DE : devotion, EI : 
emotional intimacy, HE : high expectation, HI : high involvement, IC : inconsistencies, IN : intimacy, P-GBI-10M : Parent-General 
Behavior Inventory-10-item Mania Scale, P-MDQ : Parent-Mood Disorder Questionnaire, PU : punishment, RE : rational explanation, 
RP : respect, SE : supportive expression, ST : strictness, SU : superintendence, PCRI : Parent-Child Relationship Instrument, FRS : Fami-
ly Relationship Scale, PAT-Y : Parenting Attitude Test-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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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증/양극성 소척도, A-MDQ, 그리고 BDI와 각각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부모가 엄격할수록 청소년

들이 지각하는 우울 증상 및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존경 하위척도와 헌

신 하위척도가 BDI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Chao와 Tseng40)은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여 아시아 부모들

이 유럽이나 북유럽의 부모들에 비해서 부모의 권위를 강조

하고 과잉통제(overcontrol), 과잉보호(overprotection)하며 

보다 엄격한 경향이 있으며, 아시아 청소년에서 부모의 통제가 

심할수록 자존감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그

러나 또한 이들은 부모의 과잉통제적인 엄격함(domineering 

control)을 훈육과 따뜻함이 동반된 엄격함(combined wa-
rmth-training)과 구분하였으며, 훈육과 따뜻함이 동반된 

엄격함은 오히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시

아 부모들의 기대 및 통제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성취와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도 이 같은 

의견을 뒷받침한다.12,13) 한국 부모에서 과잉통제적인 엄격함

과 훈육과 따뜻함이 동반된 엄격함을 구분할 수 있는지와 

이러한 엄격함의 특징이 청소년이 자존감 및 우울증상을 포

함한 정신건강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

하나, 본 연구의 결과와 더불어 임상현장에서 부모교육에 참

고할 수 있는 요소라 하겠다. 또한 이러한 한국의 부모자녀관

계를 서구에서 번안된 부모-자녀관계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해석할 경우, 그 문화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정확하

게 평가하기 힘들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개발된 부모-자녀관계 평가도구만을 이용하여 부모자녀관계

를 평가하였는데 이 같은 방법론적 특징은 한국 부모자녀관

계를 반영하는 데 있어 강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검사의 비일관성 척도가 A-

GBI 그리고 BDI와 각각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훈육과 

상벌이 불확실하고 비일관적인 경우에 청소년의 우울증상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울증 집단이 부모양육태도

의 비일관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기존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

다.35) 특히 어머니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는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쳐23)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의 

취약한 대인관계41)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우울증 청

소년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확인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이 시행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의 친밀 하위척도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낮은 것에 비해, 

부모가 시행한 가족관계척도의 정서/친밀 요인은 A-GBI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이는 자녀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

육행동은 그들의 심리적 상황, 또는 행동적 환경에 의해서 영

향을 받게 되어 부모의 실제 행동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

니며42) 부모 자신도 자신의 양육행동을 정확히 인지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결과는 과

거 국내에서 시행되었던 연구26,43)에서 부모가 아이들의 내적 

감정상태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소견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 부모는 자녀의 외현적 행동 및 품행장애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각하는 반면 청소년들은 우울감, 불안감 

등의 정서적 문제를 더 민감하게 지각한다고 보고하고 있다.44) 

이와 같이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감이 클 때

에는 청소년의 우울감 등 정서적 문제가 덜 하고, 부모가 청소

년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감이 클 경우에는 자녀의 정서

적 문제보다 외현적 행동문제를 잘 감지해낼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기분 및 행동을 평가하는 척도를 부

모와 자녀가 각각 시행하였을 때 미국 등 서구 문화권에 비해 

한국 부모-자녀 간 기분증상 척도 점수 차이가 현저하여 한

국 부모가 자녀의 기분증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함을 확인

하는 연구도 있었는데,45)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부모가 아이

들의 감정상태뿐 아니라 아이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관계를 인지하는 데도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이, 성별, ADHD 

유병에서 두 군 간에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ANCOVA나 편

상관분석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였으나, 추후 처음부

터 이를 고려하여 피험자를 모집한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조군은 소아청소년정신과를 내원

한 환자들 가운데 모집하였으며 우울 증상은 없지만 ADHD, 

ODD, 틱장애, 불안장애가 있는 청소년이 일부 포함되었다. 

셋째, 단면적 연구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표본수가 총 49명으로 비교적 적은 편으로 추후 보다 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우울증 청소년은 부모-자녀관계에서 친밀감과 

존경이 낮은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청소년이 부모와의 친밀

감이 낮고 부모가 엄격하다고 지각할수록, 부모양육태도에서 

비일관성, 처벌, 그리고 과잉기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

증상이 심하였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 및 양육태도가 청소

년의 우울증과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심 단어：청소년 ·우울증 ·부모자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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