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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stress, depression and self-mastery, and the role of self-mastery as a moderator
were studied among adolescents (N = 186). Findings were as follows: (1) daily str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whereas self-master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2) items which caused most stress to
participants were related to study and peer pressure; (3) self-mastery moderated and buffered the effect of stress on
depression, in particular daily stress related to the areas of study and school. Adolescents with high levels of self-
mastery were significantly less likely to report symptoms of depression with increasing levels of daily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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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상적스트레스는신체및정신적건강과 접한관계가

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일반적으로스트레스는다양한신

체질환(예, 암, 심장질환등) 뿐만아니라우울증과같은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Cohen & Edwards,

1989; Pearlin, Menaghan, Lieberman, & Mullan, 1981).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는 청소년 비행행동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청

소년문제를야기한다(이미리, 2006; Deardorff, Gonzales,

& Sandler, 2003; Kim, Sandler, & Tein, 1997).

청소년들은학교, 가정, 교우관계등의요인으로인해다

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와 관련된 높은 부담감으로 인해 학업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업스트레스이외에도 청소년

들은청소년기에따른발달상의변화, 교우관계, 자아성찰,

가족과의 관계 등을 통해 사회·심리적으로 다양한 스트레

스를 경험하게 된다.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스트레

스요인들은청소년우울이나자살충동등다양한정신건강

문제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경숙,

2006; 이은희, 최태산, 서미정, 2000).

청소년 우울과 관련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울증 유병률

은 청소년기에 6-9%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mas & Nilsen, 2003), 일반청소년의20% 정도가이시

기에 우울 증상의 상승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Birmaher, et al., 1996). 또한청소년기의우울은성인우울

이나자살충동등과같은부정적인심리사회적결과와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yd, Kostanksi,

Gullone, Ollendick, & Shek, 2000).

2005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 양조사」자료에 의하

면12-14세청소년의9.83% (남: 6.31%, 여: 11.64%)와 15-18

세청소년의14.77% (남: 12.83%, 여: 17.39%)가우울증을경

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 우울증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질문한 문항은‘지난 1년 동안 연속2

주이상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등

을 느낀 사람’이라는 한 문항으로 청소년 우울증 유병률을

보고하고있어척도의타당성과신뢰성에문제가있다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결과로는 한국 청소년이 겪

는우울성향을일반화하는데한계가있다. 또한청소년우울

에 향을미치는변인들에관한연구뿐만아니라스트레스

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있으

나 이러한 관계를 완충할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부재하다. 본연구는청소년의다양한문제를완충하는

자기조절력의보호효과를증명하고자한다.

기존연구들은청소년우울에 향을미치는인지적요인

이나사회적요인들의경로를분석하고그결과를보고하고

있다. 청소년 우울에 직·간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들

에대한연구는상대적으로활발히진행되고있으나우울증

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절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재하다.

Cohen과Edwards(1989)에의하면스트레스로야기된문제

와의 관계에서 개인적 특성들이 완충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 다. 이외에도자기조절력(Lightsey & Christopher,

1997), 내외통제성, 사회적지지, 부모유대관계(현은민, 박혜

, 2005), 자기효능감(이봉재, 2006) 등의요인들이청소년

문제에대한보호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접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

인들과청소년우울과의관계를조사하고청소년우울에작

용하는 보호요인으로 자기조절력의 향에 관한 관계를 분

석하고자 한다. 전술했듯이 자기조절력은 문제행동에 관한

보호요인으로나타나고있으나국내연구에서자기조절력의

완충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그리고 자기

조절력간의관계를규명하고자한다. 또한청소년스트레스

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완충효과를 증명하

고자한다.

1. 연구의 이론적 모델

Cohen과 Edwards(1989)는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문제를완충하는요인들로사회적자원과개인적자

원 두 가지를 제시하 다. 사회적 자원으로는 사회적 지지

가 대표적인 완충요인이며 개인적 자원으로는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 자기성찰등이있다고주장하 다. 아래 <그림

1>은 개인적 자원이 스트레스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서 완

충작용을하는것을가설화한것이다. 본 가설에의하면개

compared to adolescents reporting low levels of self-mastery. Granting limitations imposed by the convenience
sample, the study supports the role of theoretical buffering for self-mastery in the context of stress processes, and
suggests the need for developing self-mastery of adolescents by implementing empowerment models.

주제어(Key Words) :일상적스트레스(daily stress), 청소년우울(adolescent depression), 자기조절력(self-
mastery),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 임파워먼트모델(empower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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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은 두 시점에서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첫번째시점은개인이어떠한사건을스트레스로인지하는

것을개인적자원이막는것이고, 두 번째시점은스트레스

로 인지된 사건이 발생한 후 개인적 자원이 스트레스로 인

한 부적응적 징후를 방지하거나 스트레스에 순응적 반응을

보이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Cohen과

Edwards(1989)는 위에서제시된것과같은개인적자원이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된 다양한 문제와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두 시점에서 완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본연구는 Cohen과 Edwards(1989)가주장한아래의모

델에서와같이청소년들이학업, 가정, 친구, 학교와관련된

사항들을일상적스트레스요인으로평가한후부적응을막

는 개인적 자원인 자기조절력이 청소년문제인 우울증에 완

충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본 모델에서

와같이인식된스트레스와개인적자원인자기조절력, 문제

행동의주요변수들이청소년표본에서어떤상관관계를나타

내는지검증하고자한다.

환언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행동이나 질병을 완충하

는 요인들 중 본 연구는 개인적 자원의 하나인 자기조절력

(self-mastery)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인식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과의관계를조사하고자한다. 자기조절력은 Pearlin

et al.(1981)에의해소개된개념으로개인적노력이나성취도

또는문제해결능력을통해문제상황을극복하거나버텨내

는능력을의미한다. 자기조절력에대해다음장에서자세히

설명하도록하겠다.

2. 자기조절력 (Self-Mastery)

자기조절력에관한이해는논문마다차이가있으며그사

용에 있어서도 일관적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Deardorff et al.(2003)의경우자기조절력을자신이환경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믿는 정도라고 설명하면서 자기

조절력이 자기통제와관련된 믿음으로 자기체제 과정(self-

system process)의하나 (예,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등)라

고주장하 다. Pearlin et al.(1981) 또한자기조절력을자아

개념(self-concept)의하나로설명하고있다.

이 외에 일부 선행 연구 중에는 자기조절력을 Bandura

(1997)가소개한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일부분으로설

명하고 있다. 이들은 자기조절력이 문제를 객관화하거나 문

제해결능력과관련된실질적효능감의일부분이라고주장하

다(Hobfall, Jackson, Hobfall, Pierce, & Young, 2002).

다시말하면자기조절력은자기효능감의한부분으로자신의

능력에대한자각이나믿음을의미한다고설명하 다.

또한 일부 연구는 자기조절력을 내외통제력에서 내적통

제력이라고설명하고있다(Lofquist, 1999). 이상과같이자

기조절력에 대한 이해에는 연구마다 서로 이견이 나타나지

만 개인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통제력을 측

정한다는것과Pearlin et al.(1981)이개발한자기조절력척도

를사용한다는면에있어서일괄된공통성을갖고있다.

선행연구결과에의하면여성에비해남성이높은자기조

절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낮은 자기조절력은 낮은 자아존중

감과 신체적 건강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ne & Kurdek, 1992; Pearlin & Schooler, 1978). 또한자

기조절력은 스트레스나 우울증과 부적관계를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나 우울증

이낮게나타나는것으로조사되었다(Hobfall, et al., 2002;

Lightsey & Christropher, 1997; Simoni, Huang, Goodry,

& Montoya, 2005).

Fine과 Kurdek(1992)은 자기조절력과 청소년의 자존감,

건강문제, 마약사용의관계를규명하면서자기조절력이청소

출처: Cohen & Edwards, 1989, p. 238.

<그림 1> 개인적 자원의 완충작용 가설

1) 개인적자원이특정사건을스트레스로평가하는것을방지함
2) 개인적 자원이 재평가하도록 돕거나, 부적응을 막거나, 또는 순

응적방응을하도록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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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스트레스와청소년문제와의관계에서완충요인으로작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Cummings, Davies와 Simpson

(1994) 또한낮은자기조절력을갖은청소년들은스트레스를

겪으면 정서나 행동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하지만국내에서자기조절력에관한연구는많지않으

며더욱스트레스와청소년우울증과의관계에서완충요인으

로작용하는지에대한연구는거의부재하다. 이와유사한요

인인 자기 자기효능감의 경우 우울증 사이에 완충요인

(moderator)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봉재, 2006).

따라서본연구는청소년의일상적스트레스, 우울증, 자기조

절력간의상호관계및자기조절력의완충효과를고찰하고자

하며이에대한연구문제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연구문제1.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자기조절력 및 청

소년우울과어떤상관관계가있는가?

연구문제1-1. 일상적 스트레스척도의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와 주요연구 변수와

의상관관계는어떠한가?

연구문제1-2. 일상적스트레스각각의하위 역과청소

년우울과는어떤상관관계가있는가?

연구문제2.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에서 자

기조절력은완충요인으로작용하는가?

연구문제2-1. 자기조절력은 청소년 우울과 일상적 스트

레스의어떤하위 역에서유의미한완충

효과를나타내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표본의표집은아산시에소재한고등학교중설문을승낙

한남녀고등학교 1개교씩을대상으로편의추출방법을사용

하 다. 조사에응해준각학교에서학년당한학급을무작

위추출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 다. 총 197명의 학생이조

사에참여하 으나응답이충실하지않은11명을제외한186

명이 연구 분석에 이용되었다. 조사 대상자 중 47%는 남학

생, 53%는여학생이었으며, 학년별분포는 1학년 30%, 2학

년 23%, 3학년 47%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의평균

연령은 17.1세인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평균연령은

17.9세, 여학생의평균연령은16.3세인것으로조사되었다.

2. 연구척도

본 연구를 위해 배포된 설문지는 ① 일상적 스트레스 척

도, ②우울척도(CES-D), ③자기조절력척도(self-mastery

scale), ④인구통계학적질문으로구성되어있다.

1) 일상적스트레스척도

유안진과 한미현(1995)에 의해 개발된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는 청소년과 아동 등을 대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트레스 역을 4가지 하

위 역(가정환경 역, 친구 역, 학업 역, 교사/학교 역)

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4점 척도로 스트레스를‘전혀 받

지않는다’는 1점, ‘많이받는다’는 4점을부여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우리가족이화목한편이못되어서속상하다”, 또는“나는대

학에 못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

다”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

량과요인구성에문제가있는2문항(27번, 16번문항)을제외

한 총 25문항을 이용하 다. 25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0.93으로나타났다.

<표 1>은 일상적 스트레스척도에 대한 요인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유안진과 한미현(1994)이 제시한 것과 같

이 본 연구에서도 친구 역(요인1), 가정환경 역(요인4)

은 항목이 일치되게 구성되었으나 학업 역(요인3) 중 한

항목(16번 항목)과교사/학교 역(요인2) 중 한항목 (27번

항목)이 요인5로 구성되었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요인5

에 구성된 16번과 27번 항목을 제외한 25항목만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요인1부터 요인4까지는 전체 분산의 약 61%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82이상인 (범위: 0.82-0.88) 것

으로조사되었다.

2) 자기조절력척도 (Pearlin’s self-mastery scale)

Pearlin et al.(1981)이개발한척도를정순둘(2003)이번

역한7개문항의자기조절력척도(a = 0.75)가청소년자기조

절력을측정하기위해사용되었다. 본척도는자기조절력변

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기조절

력척도는 자신의 운명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과 자신이

환경에효과적으로 향을줄수있다고느끼는지를조사하

는문항들로구성되어있다. 예를 들어, “의지대로할수있

는 일이 거의 없다”, “마음먹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등이있으며4점척도 (0 = 정말그렇다, 3 = 전혀그렇지않

다)로구성되어있다. 이중2항목은높은점수가자기조절력

이높게나타나도록역코딩하 다. 선행연구에서본척도는

응답값의 합계가 분석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응답값의합을사용하 다.

3) 우울척도(CES-D)

청소년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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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loff, 1992)의번역본이사용되었다. 총20개문항으로구

성된본척도는(a = 0.91) 지난 1주를기준으로우울항목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예,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괴롭고귀찮게느껴진다”또는“세상에홀로있는듯

한외로움을느꼈다”). 4점척도 (0 = 극히드물게; 1일이하,

3 = 대부분그랬다; 5-7일)를사용하며총점은0-60까지분

포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CES-D 총점이 16점 이상일 경

우우울증의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Gershon, Weissman,

Guroff, & Prusoff, 1986).

4) 인구통계학적질문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을 위한 질문 이외에 응답자의 연

령, 성별, 학년을질문하 으며연령과성별은연구변수들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되었다. 또한 부모의 직업, 가족월수입,

종교등의일반적질문이포함되었다.

3. 자료분석방법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질문에대한빈도분석을실시하 고내적일관성계수를사용

하여 주요척도의 신뢰성 여부를 검증하 다. 일상적 스트레

스척도의경우요인분석을통해본척도의타당성을분석하

다. 일상적스트레스척도(유안진, 한미현, 1994)는 아동을

대상으로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또

한 전술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 하위 역과

우울사이에서자기조절력의완충효과를검증하고자한다. 따

라서 일상적 스트레스척도의 역이 본 연구대상자에게도

적합한지를검증하고척도의하위 역타당성을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또한 주요 연구변수

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으며, 청소년 응답자들이 지

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그들의 자기조절력 사이의 상호

작용이 우울증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조절회

문항내용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친구들과마음껏어울리지못해불만임 ..8800 .10 .19 .09 .14

친구들이나를무시하는것같아속상함 ..7777 .33 .10 .23 .03

친구들과이야기가잘통하지않아불만임 ..7722 .33 .01 .27 .03

친구들이나를따돌리는것같아속상함 ..6699 .26 -.07 .27 .31

친구들이나를놀려화가남 ..6666 .37 .12 .14 -.23

마음에맞는친구가없어속상함 ..6611 .14 .05 .31 .00

좋아하는친구가나보다다른아이를좋아해서속상함 ..6600 .16 .11 .10 .31

선생님의수업방식이마음에안듦 .20 ..7744 .17 .12 -.18

선생님이다른아이들앞에서창피를주곤해불만임 .20 ..7700 .17 .26 .25

숙제가많아부담스러움 .42 ..7700 .06 .17 .17

학교생활에적응하기힘듦 .38 ..6699 .22 .19 .12

선생님이몇몇학생만을편애하는것같아불만임 .03 .5599 .52 .09 .12

학교에서나보다힘센친구들이괴롭혀속상함 .47 ..5577 .07 .16 .09

앞으로해야할공부를생각하면걱정됨 .07 .09 ..7799 .20 -.12

장차어떤일을할수있을지고민 .02 .17 ..7755 .14 .17

학업성적때문에신경이많이쓰임 .17 .02 ..7711 .30 -.03

대학에못들어가면안된다는생각에벌써부터걱정임 -.09 .22 ..7700 .05 .36

열심히노력해도성적이잘오르지않음 .41 .15 ..6622 .14 -.10

우리집이가난해서속상함 .36 .01 .34 ..7755 -.09

우리가족이화목한편이못되어서속상함 .14 .23 .29 ..7711 .17

우리집분위기가마음에안듦 .13 .42 .09 ..6699 .25

필요한물건들을제대로살수없어속상함 .26 .06 .39 ..6600 -.18

우리집어른들이자주다투어서속상함 .26 .43 -.00 ..5599 .37

우리가족이나에게관심을보이지않아불만임 .44 .17 .25 ..5544 .18

집이좁아서속상함 .41 .28 .21 ..4477 -.01

교실이나화장실등학교시설을이용하는데불편을느낌 .35 .40 .04 .12 ..5511

다니고있는학원이나과외활동이많이힘듦 .48 -.03 .33 .24 ..4488

요인분산도(% Variance Explained) 19.41 14.71 13.41 13.06 5.22

신뢰도(Cronbach’s alpha) .88 .88 .82 .86 .48

<표 1> 일상적 스트레스 문항들을 varimax rotation한 요인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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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분석을 실시하 다. 주요변수의 왜도, 첨도, 정규분포도

등을 조사하 고 정규분포에 문제가 있는 스트레스 척도와

우울척도는제곱근을이용하여분포정도를정규분포내로변

환(transformed)시켰다.

Ⅲ. 연구결과

1. 표본응답자의 특성

청소년응답자들의경우스트레스가가장높은항목으로

‘나는 내가 장차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평균 =

1.65)로나타났으며, 그다음스트레스가높은항목으로‘나

는 앞으로 해야 할 공부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평균 =

1.32), ‘나는 학업성적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평균 =

1.31)의순으로나타났다. 본결과에서보이는것처럼청소년

응답자의경우학업과관련된항목에서가장높은스트레스

를받는것을알수있다. 아래 <표 2>는일상적스트레스의

하위 역별 평균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응답 청소년들은 학

업 역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가정, 교사/학교, 친구 역순인것으로조사되었다.

청소년 우울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32%(47명)가

CES-D 총점 16점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전체응답

자의 CES-D 합의평균점수는 13.96로 나타나전체응답자

들의 우울성향 평균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

술했듯이CES-D 총점이16점이상인경우우울증의경향이

나타난다고제기되고있다(Gershon et al., 1986). 자기조절

력척도의경우응답값합의평균이12.78인것으로나타났다.

2.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인구학적 변수 중 연령과 성별은 주요연구변수와 통계적

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처럼 응

답자의일상적스트레스가높은학생인경우우울성향이높

은것으로 (r = .53, p < .01) 나타났으며자기조절력은낮은

것으로 (r = -.17, p = .02) 조사되었다. 또한자기조절력이

높은응답자는낮은우울성향을 (r = -.38, p < .01) 나타내는

것으로나타났다.

3. 일상적 스트레스척도 하위 역과 우울과의 관계

앞에서제시된일상적스트레스척도의하위 역들중우

울에대한유의미한설명력을보이는 역을조사하기위해

회귀분석을이용하 다. <표 4>에 나타난 것처럼일상적 스

트레스 역중친구 역(β = .40, p < .001)과학업 역(β =

.26, p = .003)만이유의미한설명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

다. 이는다양한스트레스 역중친구와학업과관련한스

트레스가 청소년 우울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통계적

으로증명한것이다.

4. 자기조절력 완충효과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기조절력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향은아래 <표 5> 모델 1에서나타나는것과같고, 일상적

스트레스와우울과의관계에서자기조절력의완충효과를분

석한것은모델2에서나타나는것과같다.

하위 역 B Beta t p VIF

가정 역 -.03 -.01 -.07 .94 2.52

친구 역 1.34 .04 4.12 <.001 1.93

학업 역 .46 .26 3.00 .00 1.56

교사/학교 역 .22 .07 .79 .43 1.73

<표 4> 우울에 대한 하위 역별 향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가정 역 3.80 3.72 1.01 1.00

일상적스트레스 친구 역 2.52 3.29 1.39 1.26

척도 학업 역 5.52 3.71 0.06 -1.03-

교사/학교 역 2.84 3.30 1.33 1.65

자기조절력척도* 12.78 4.41 -0.08- -0.37-

우울척도* 13.96 11.46 -1.18- 0.40

* 합계값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연령 성별
일상적 자기

우울
스트레스 조절력

연령 1
성별1 -.76** 1

일상적스트레스 -.09 .12 1
자기조절력 -.04 .11 -.17* 1

우울 -.05 .12 .54** -.38** 1

1성별: 1 = 남성, 2 = 여성
*p < .05. **p < .01.

<표 3>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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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스트레스와 자기조절력은 청소년 우울 분산

(variance)의 37% (R = .61, p < .001)를설명하는것으로나

타났으며 스트레스(β = .48, p < .001)와 자기조절력(β = -

.33, p < .001) 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 이는

이두요인이각각청소년우울의중요한예측변수임을통계

적으로증명한것이다. 또한스트레스가높은청소년은우울

성향을나타낸반면에높은자기조절력을가진청소년은낮

은우울성향을나타내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자기조절력이 높은 응답자들은 일상적 스트레스로

인한우울성향을거의일으키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일상

적스트레스와자기조절력수준의우울에대한상호작용결

과는 β = -.71, p < .001로나타났다. 이는스트레스와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이 조절변수(moderator)로 작용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본응답자들에 있어서 자기조절

력의 완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조절력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낮은집단으로나누어이를다시일상적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의 관계에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자기조절력이높은청소년은일상적스트레스에

대한우울정도가낮은것(R2 = .04)으로나타난반면, 자기조

절력이 낮은 청소년은 주어진 스트레스에 높게 반응(R2 =

.4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조절력이 일상적 스트

레스로인한우울증을완충하는것을통계적으로증명한것

이라고할수있다.

5. 자기조절력의 완충효과에 관한 이차분석

Cohen 과 Edwards(1989)는스트레스의유형에따라완

충작용을 나타내는 변수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이

가설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자기조절력이 일상적 스트레스

의하위 역중에서어떠한스트레스 역과우울과의관계

에서자기조절력이완충요인으로작용하는지를추가분석하

다. 아래 <표 6>에나타난것과같이자기조절력은가정

역(β = -.23, p = .08)과친구 역(β = .04, p = .93) 스트레스

와 청소년 우울과의 관계에서 완충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역 스트레스 경우 자기조절력의조

절변수 향을유의수준 0.05에서는증명되지않으나이관

계 또한 근소하게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업

역(β = -.085, p < .001)과교사/학교 역(β = -.31, p = .02)

에서는자기조절력이청소년우울과의관계에서조절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언하면 자기통제력이있는 청

소년의 경우 학업 역과 교사/학교 역에서 스트레스가 발

생해도 우울성향을 적게 보인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Ⅳ. 결론및논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응답자들은 학업과 친구와

관련된 역에서가장높은스트레스를받는것으로나타났

다. 가정환경 역, 친구 역, 학업 역, 교사/학교 역 중

학업 역에서 유난히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

고이는선행연구결과와유사하며(문경숙, 2006; 이은희, 최

태산, 서미정, 2000) 우리나라교육현실을반 한것이라고

할수있다.

이와함께청소년들이겪는스트레스는우울과높은상관

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목해야할것은청소년응답

자들의우울성향이평균적으로매우높은것으로나타난것

이다. 전술했듯이 CES-D 점수가 16점 이상인 경우 임상적

으로우울증을의심할수있다면(Gershon et al., 1986) 응답

자들의평균점수14.7, 또한 16점이상응답자36%는우려의

Model 변수 B Beta F R2

1 .40.7*** .37
스트레스 1.97 .48***
자기조절력 -.12 -.33***

2 .34.79*** .44
스트레스×자기조절력 -.23 -.71***

***p < .001.

<표 5> 우울에 대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기조절력의 상호작용 결과

스트레스하위 역 B Beta F R2

21.04*** .32
가정 역×자기조절력 -.06 -.23

22.46*** .33
친구 역×자기조절력 .00 .04

31.28*** .41
학업 역×자기조절력 -.11 -.85***

18.57*** .29
교사/학교 역×자기조절력 -.08 -.31

**p < .05. ***p < .001.

<표 6> 우울에 대한 하위 역별 스트레스와 자기조절력의 상호작용 결과

<그림 2>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기조절력의
청소년 우울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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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

적인접근이절실히필요하다.

일상적 스트레스척도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유형과 정도

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척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의

연구에서하위 역및문항에관한심리측정(psychometric)

테스트가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중 흥미로운 것은 다양한

일상적 스트레스 역들이 우울분산을 설명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여학업과친구 역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우울성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청소년

들이겪는다양한스트레스중학업과교우관계에관해서집

중적인개입이필요하겠다.

자기조절력의 경우 일상적 스트레스와 청소년 우울증과

부적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또한일상적스트

레스와청소년우울증과의관계에서조절요인으로작용하는

것으로본연구결과증명되었다. 이와같은결과는자기조절

력이청소년의문제행동에대한보호요인(protective factor)

으로 작용함을 보여준 것이다. 스트레스 역별로는 자기조

절력이친구 역에서는유의미한보호요인으로나타내지않

았다. 하지만가정 역에서는한계적인유의미성(p = 0.08)

을 나타냈고 학업과 교사/학교 역에서는 중요한 보호요인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조절력

의경우청소년이겪는거의모든일상적스트레스에서완충

효과를나타낸다고설명할수있다.

청소년들의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내·외부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을갖도록교육하고이를배양할수있도록돕는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역할에서 형성된

자기조절력은힘겨운상황의역할로전이될수있는심리적

인대처자원이기때문이다(Skaff & Pearlin, 1992). 청소년

들의 자기조절력의 강화하기 위해 이용되는 대표적인 접근

방법은 임파워먼트(empowerment)모델이다(홍봉선, 남미

애, 2007). 청소년들이갖고있는강점과재능, 자원등을이

용하여문제나환경에대한내적통제력을강화시키도록돕

고 이를 강화시키기 위해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강점

이론에서 강조하듯이, 청소년들의 결핍된 심리자원을 보충

하려는노력보다는그들이가지고있는내적심리자원들을

찾아줌으로써 그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대처해 나가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강점이론에 근거한 청소

년심리자원개발프로그램의필요성을제고해야할근거를

제시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편의표본추

출법을이용하 기때문에연구결과를일반화하는데주의

가필요하다. 응답청소년들은아산시의고등학생들이기때

문에 여타지역의 청소년들을 대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

지고 있으며 표본추출에서 남학생들의 연령이 여학생들의

연령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표본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횡단적연구로인한인과관계도출에문제가있을수있다.

하지만연령이본연구의주요변수와상관관계가없는것으

로나타났기때문에가설검증에 향을미치지는않은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기존연구나 사회과학이론은 스트레스가

청소년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인과관계

가설에문제가있다고볼수없다. 그렇지만본연구의주요

변수들사이의인과관계를좀더명확하게분석하기위해서

는주요변수들에대한종단적연구와같은후속연구가따라

야할것이다. 본연구는일상적스트레스에의한청소년우

울성향의 보호요인으로 자기조절력이 작용하는 것을 통계

적으로 증명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있어문제를일으키는위험요인에대한연구는많이

진행되어지고 있으나 문제를 완화시키고 보호하는 요인들

에대한연구는거의찾아보기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청

소년문제에대한완화요인에대한지속적인연구가필요함

을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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