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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우울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심리적 기제가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우울과 학교적
응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한 조사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2015년 6차년도 중학교 1학년 패널자료이며, 최종분석 대상에는 총
2,014명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우울은 학교적응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공격성은 우울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탄력성은 우울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우울이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우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과 자아탄력
성의 매개변인으로서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우울은 공격성을 강화시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발생시키며, 자아탄
력성을 감소시켜 학교적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자아탄력성 강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우울, 학교적응, 공격성, 자아탄력성, 구조방정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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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교적응은 중요한 발달과업인 동시에 이후 성인기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Calentano, Haggerty, Oesterle, Fleming &
Hawkins, 2004). 학교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사회적 관계맺음이 이루어지는 장

·

소인 만큼 학교에서의 적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업을 비롯한 대인관계 및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근래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과
도한 학업 스트레스나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우울 및 자살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
면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

교육부(2017)에 따르면, 2016년 초 중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47,663명으로 전체
재적학생 대비 학업중단율은 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을 보면, 초
등학교 14,998명(0.6%), 중학교 8,924명(0.6%), 고등학교 23,741명(1.4%)으로 중학교는 전년 수준
이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전년 대비 각각 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최근 5년
간 시도별 학업중단현황」자료에 따르면, 13만 7000명에 이르는 고등학생들이 자퇴, 퇴학, 제적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학교부적응, 질병, 해외출국 등
으로 인한 자퇴가 5개년 평균 96%로 가장 높았으며, 자퇴 사유의 절반 이상(52%)이 학습부진
등의 학업문제와 따돌림, 학교폭력 등 대인관계로 인한 학교부적응인 것으로 나타났다(에듀동
아, 2017).
이처럼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도 탈락하거나 품행문제, 정신건강
문제, 심한 경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등 학교부적응 문제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
도록 지원하여 학업중단이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정서적 문제 중 하나인 우울은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청소년기 우울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
요한 요인으로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연, 전종
설, 2015; 박정현, 이미숙, 2014; 이귀옥, 이미리, 2013; Fergusson & Woodward, 2002). 청소년의
우울은 높은 스트레스 및 불안 수준, 낮은 자존감, 학업부진 등과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
의 전반적인 생활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aldwell, Zimmerman, Bernat, Sellers &
Notaro, 2002). 또한 우울한 청소년들은 또래 및 교사 등 주변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형성을 하

지 못하는 등 사회적 수행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용태, 황순택, 2016).
공격성 또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G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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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more & Mize, 2006).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대인관계에서 적대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또래 및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쉽다. 공격성은 비행,
무단결석, 폭력, 자해, 자살시도 등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하며, 이는 학교부적응 뿐
만 아니라 사회부적응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김소연, 전종설, 2015; 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청소년기 공격성은 우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울이 공격성을 통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유라, 노충래, 2014;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우울과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이라면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
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박연우, 김경희, 2015). 자아탄력성은 위기나 역
경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반응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래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Block & Kremen, 1996; Wright, Masten & Narayan, 2013), 자아탄력성이 높
은 청소년들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운, 최미숙,
2014; 이영애, 정현희, 2016). 또한 자아탄력성은 우울이나 공격성과도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인

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낮고, 공격성에도 부적 영향을 미치며(이다경,
염시창, 2015), 우울을 억제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영아, 2011).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우울, 공격성, 자아탄력
성 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그 관계를 살펴본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일부 변인
의 일차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울, 공격성,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 간의 이론적 연구모델을 설정하고
이들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우울이 어떠한 심
리적 기제를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적응
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 학교적응
학교적응에 대한 관점이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학
교적응은 학생들이 학교의 규범 및 질서를 준수하고 수업 참여도가 높으며, 교우 및 교사와 원만
한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양은별, 김태우, 박은혜, 이소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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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중, 2015; 이정윤, 이경화, 2004).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이규미(2005)의 연구는
학교공부, 친구관계, 교사관계, 질서 및 규칙 준수, 학교생활 만족과 같은 학교생활 요인을 학교
적응과 관련한 중요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구은미 등(2016)의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역량 요소로 성장성공, 진로적성, 지지존중, 관계소통, 학습, 자기조절과 통제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학교적응의 구성요소에 대한 관점은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학업성
취, 수업참여도, 문제행동,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이 학교적응
의 주요한 요소로 간주된다(이규미, 2005).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학교적응을 학습
활동 참여 수준(수업참여도)과 학교규칙 준수 정도, 그리고 교우 및 교사 관계가 원만한 정도로
개념화하였다.

2. 우울, 공격성,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
1) 우울과 학교적응
청소년기에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정서적 문제인 우울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격성이나 자아탄력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주연, 장
성화, 2013; 하문선, 2016; 홍태화, 황순택, 2015). 청소년기 우울은 흔히 학업부적응과 동기 감소,
지속적 슬픔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무단결석, 반항행동, 가출 등 다양한 부적응적 행동으로 나
타날 수 있다(김명식, 2008). 성인의 우울은 내현화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청소년기 우울
은 반항적이거나 충동적인 외현화된 양상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가면성 우울증
(masked depression)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송아랑, 신효정, 2015).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우울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소
연, 전종설, 2015; 이귀옥, 이미리, 2013).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적응 모형을 검증한 결과 우울
증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학교적응 중에서도 학교생활과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식, 2008). 김소연과 전종설(2015)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
울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승희(2010)의 연구에서
도 청소년의 우울은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순과 옥지원(2012)은 청소년의 충동성
과 우울이 학교생활적응과 역상관 관계가 있으며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우울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습득욕구가 낮고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김소연, 전종설, 2015; Fergusson & Woodwar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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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도 있다(박정
현, 이미숙, 2014; Bernaras, Jaureguizar, Soroa, Ibabe & Cuevas, 2011). 박정현과 이미숙(2014)은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적응을 잘할수록 우울
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학교적응의 하위영역 중에서 또래관계, 교사관계, 학교수업은 우울
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학교규칙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선숙 등(2010)도 학교친구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환경적응 등과 같은 학교적응 수준은 청소
년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일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2) 공격성과 학교적응
공격성은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비행 등의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청소년
의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Graham et al., 2006). 청소년
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외현화 문제 중의 하나인 공격성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의도된 행동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된다(하문선, 2016; Anderson &

Bushman, 2002).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기 공격성과 학교적응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박미향, 김완일,
2014; 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Conner, Swogger & Houston, 2009).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

은 또래집단이나 교사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생활 및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김소연, 전종설, 2015;
우유라, 노충래, 2014; Mercer & DeRosier, 2008). 또한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부모-자녀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며 공격성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학교부적응과 학업부진뿐만 아니라 비행, 반사회
적 행동, 학교폭력, 자해, 자살시도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신현숙 외, 2012).
공격성은 학업성취 및 인지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Bub, McCartney & Willett,
2007), 분노,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유라,

노충래, 2014; Hale, Vlk, Akse & Meeus, 2008). 박미향과 김완일(2014)은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
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공격성, 적대감,
분노감이 학교생활 적응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공격성이 높을수
록 자존감 수준이 낮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Virgil, Brian, Christopher
& Asht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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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자아탄력성은 위기나 역경 상황에서 경직되지 않고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래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역동적 능력을 의미한다(Block & Kremen, 1996;
Wright, Masten & Narayan, 2013). 자아탄력성은 위기상황에서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여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상쇄시키고 빠른 회복을 매개한다(한병래, 방은령, 2017; Tugade
& Fredrickson, 2004).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새로운 경험

에 대해 개방적이며, 위기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적응하며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
다(구형모, 황순택, 김지혜, 2001; 유성경, 심혜원, 2002; Masten, 2001).
자아탄력성은 부적응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박연우, 김경희, 2015).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며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송영경, 김영희, 황성실, 2011; 신수지, 손은
령, 2017; 이영애, 정현희, 2016; Frederick, Samuel, Genevieve, Serge & Natasha, 2011). 또한
자아탄력성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매개로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종운, 최
미숙, 2014; 노미화, 허미정, 최연실, 2015),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또래관계에서 공감을 잘하고
적절한 정서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문경, 2015; Klohnen, 1996).

4) 우울과 공격성, 자아탄력성의 관계
우울, 공격성, 자아탄력성은 개별적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각 요
인들 상호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우울과 공격성은
상호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공존하여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Fung, Gerstein,
Chan, & Engebretson, 2015; Hale et al., 2008). 그동안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간 관계의 방향

성에 대해서 연구마다 상반된 견해가 있어 왔다. Wolff와 Ollendick(2006)은 우울한 청소년의 기
질적 과민성이 정서 및 행동통제를 어렵게 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갈등을 야기하여 공격
성이 유발된다고 주장하였으며, Ferguson 등(2012)도 우울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우울이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이 공격성을 통해 청소년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한편, 공격성이 우울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 연구들도 있다. Donnellan 등(2005)
은 청소년기의 공격적인 행동이 우울, 분노, 자존감 저하, 대인관계 문제, 학업부진 등의 부정적
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서미정(2009)은 청소년의 공격성이 또래 거부나 원만하지 못
한 또래관계를 야기하고 이것이 자신 및 미래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져 우울이나 불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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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취약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우울과 공격성 간의 방향성에 대해 서로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청소년기의 우울과 공격성은 연속성을 바탕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동반장애(comorbidity)의 특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Marshall et al.,
2015; Smokowski et al., 2017). Smokowski 등(2017)의 연구에서 우울이나 불안 등의 내재화 문

제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격성 수준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공격성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재화 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연구자들은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증상은 공격성의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이며, 공격
성 또한 내재화 증상의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홍태화와 황순택(2015)도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간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 우울과 공격성의 관계는 일방향
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울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하고 공격성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
또한 증가하는 것과 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양방향적인 관계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우울과 공격성은 자아탄력성과도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Liu 등(2015)
은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Fredrickson과 Branigan(2005)은
자아탄력성이 긍정정서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
은 우울과 공격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이다경, 염시창, 2015),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윤미, 2017).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 수준이 높고 우울 및 불안 수준은 낮으며(이영아, 2011),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계연, 이은희, 2007; 한신
애, 문수백, 2011).

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우울감이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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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조사

·

(KCYPS) 2015년도 중학교 1학년 패널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조사의 표본은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단층화집락표집 방법으로 추
출되었으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친 추적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6차년도 중1패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에 해당한다. 중1 표본

자료는 78개 학교의 2,351명을 대상으로 하며,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한 총 2,014명의 자료
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1) 우울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우울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총 10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
울해 한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
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을 하여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7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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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격성
조봉환,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에서 공격성에 해당하는 6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
은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을 하여 전체 점수가 높을
수록 공격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97이다.

3) 자아탄력성

·

Block &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 심혜원(2002)이 번역한 뒤 수정

보완한 14문항(권지은, 2003에서 재인용)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등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을 하여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49이다.

4) 학교적응
민병수(1991)가 제작한 초등학생용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정화실, 2009에서 재인용) 중 4
개의 하위요인(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20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급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
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
을 하여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29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SPSS 18.0
을 이용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AMOS 18.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모수추정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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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이용하여 변인 간 직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 내 매개경로의 효과 및 유의성 검증은
Sobel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다.

Ⅳ.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각 연구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와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
과 같다.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우울, 공격성, 자아탄력성에 대한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를
제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4를 넘지 않아 정규분
포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주환, 홍세희, 김민규, 2009).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우울(r=-.319, p<.01)과 공격성(r=-.333, p<.01)은 학교적
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아탄력성(r=.449, p<.01)은 학교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나타냈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임을 보여주는 것이
다.우울은 공격성(r=.526,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자아탄력성(r=-.367, p<.01)과
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성은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부적상관
(r=-.195, p<.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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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검
증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657.258(df=48, p<.001), TLI=.913, CFI=.937,
RMSEA=.079(90% CI=.074-.085)로 측정모형이 본 연구 자료에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설명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측정변인의 잠재변인에 대한 표
준화된 계수는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인이 잠재변인
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

2>

측정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설명계수

잠재변인

측정변인

Β

β

우울

우울1

1.000

.832

우울2

.949

우울3
공격성1

공격성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S.E.

t

.853

.022

42.169***

1.061

.811

.026

40.093***

1.000

.684

공격성2

1.099

.828

.037

29.686***

공격성3

1.044

.775

.036

28.838***

자아탄력성1

1.000

.573

자아탄력성2

1.337

1.008

.072

18.574***

학습활동

1.000

.583

학교규칙

.875

.557

.046

18.869***

교우관계

.940

.776

.042

22.516***

교사관계

.651

.490

.038

17.177***

*** p< .001

3. 구조모형 분석
청소년의 우울이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따라 변인들 간의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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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01, *** p< .001

그림

[

2]

구조모형

본 연구의 구조모형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 TLI=.913, CFI=.937로 .90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RMSEA=.079로 .08보다 적게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

구조모형

3>

구조모형 적합도



df

TLI

CFI

RMSEA

657.258***

48

.913

.937

.079

*** p< .001

모형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을 통해 변인 간
모수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우울→학교적응을 제외한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탄력성으로 나타났다. 우울
은 공격성(β=.638, p< .001)에는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자아탄력성(β=-.359, p< .001)에는 유의
미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대해 공격성(β=-.302, p< .001)은 유의미
한 부적영향을, 자아탄력성(β=.529, p< .001)은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성은 자아탄력성(β=-.103, p< .001)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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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Β

β

S.E.

t

우울→공격성

.563

.638

.026

22.077***

우울→자아탄력성

-.284

-.359

.025

-11.405***

우울→학교적응

-.016

-.026

.021

-.751

공격성→자아탄력성

-.093

-.103

.029

-3.239**

공격성→학교적응

-.210

-.302

.025

-8.522***

자아탄력성→학교적응

.410

.529

.032

12.969***

** p< .01, *** p< .001

구조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
다. 우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없지만 간접효과가 -.417로 나타나 청소년의 우울은
공격성 및 자아탄력성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공격성은 학교적응에 직접효과(-.302)와 간접효과(-.055)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효과가 간접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

독립변인

5>

주요 변인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

종속변인

직접효과
**

간접효과

총효과

우울

공격성

.638

.000

.638**

우울

자아탄력성

-.359**

-.066**

-.425**

우울

학교적응

-.026

-.417**

-.444**

공격성

자아탄력성

-.103**

.000

-.103**

공격성

학교적응

-.302**

-.055**

-.357**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529**

.000

.529**

** p< .01

변인 간 개별 경로에서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공격
성과 자아탄력성은 우울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각각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우울이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을 거쳐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나 이중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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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6>

구조모형 내 매개경로의 효과

경로

Z

우울→공격성→학교적응

-7.830***

우울→자아탄력성→학교적응

-8.499***

우울→공격성→자아탄력성→학교적응

-3.080**

** p< .01, *** p< .001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격성 및 자아탄력성이 우
울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제시된 6개의 경로 중 우울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한 경로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공격성과 자아
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울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기존의 연구(김소연, 전종설, 2015; 박병선, 배성우,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 2017; Fergusson & Woodward, 2002)와는 다른 결과로 청소년의 우울은 학교적
응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공격성, 자아탄력성과 같은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은 우울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지며, 이는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공격성의 기저에 가면화된 우울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우울은 심리적, 사회적으로 소극적이며 위축된 행동을 보
여주기 보다는 공격적 사고 및 행동을 나타내는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이다경, 염시창, 2015; 정주영, 2014; 홍태화, 황순택, 2015)에서도 우
울은 공격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격성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공격성은 학교에서 또래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며(박성연, 강지흔, 2005), 학업성취에도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문명현, 이윤주, 2016)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밝혀졌다.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공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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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학교부적응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소연, 전종설, 2015; 김준범,
정지영, 2017; 우유라, 노충래, 2014;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초기 청소년의 공격
성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Troop-Gordon, Visconti, & Kuntz, 2011)에서 또한 평균
이상의 공격성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출석을 거부하고 낮은 학업성취를 나타내는 등의 학교부적
응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울이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우울과 학교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밝힌 연구(이익섭, 최정아, 2008)의 결과를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아탄력성은 우울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지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
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울이 스트레스나 역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인 자아탄력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이 낮아진다는 연구(황윤미, 2017; Liu, Chang, Wu & Tsai, 2015)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모형에 포
함된 변인 중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강부자, 김은혜, 노충래, 2012; 박상희, 2009; 박영아, 2014) 결
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우울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
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는 학생들도 이를 적절히 통제하고 융통성 있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인 자아탄력성이 높을 경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우울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아탄력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유연하게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유성경, 심혜원, 2002)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학교적응 향상을 돕는 기재로서 자아탄력성의 기능을 확인한 것으로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문제
를 예방하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아탄력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우울이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수준의 우울은 공격성을 증가시키며 자아탄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공격성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자아
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격성이 높을수
록 자아탄력성이 감소하며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이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현우, 이계행, 2014)와 또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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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자아탄력성을 통하여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직접효과가 간접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이 높은 경우에 자아탄력성이 공
격성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기능을 하나 여전히 학교적응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정서 및
태도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울이 학교적응
에 미치는 경로에서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변인으로서의 기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학
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을 발견하였으며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개입전
략 수립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학교적응
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이라는 부정정서 자체가 직접적으로 학교적응
에 문제를 유발하기 보다는 우울이 공격적인 정서와 행동을 강화시키고 자아탄력성을 저하시킴
으로써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과 공격성
으로 인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아탄력성을 강
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문적, 실제적인

·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 외적 변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아탄력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동시에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허정선,
전순영, 2013)을 통하여 부정적인 정서 경험이나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교내 및 교외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최형임, 이재성, 문영경, 2012).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의 1개년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횡단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패널데이터는 매년 동일한 변인에 대한 조사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변인을 포함
하고 있는 해당년도의 데이터만 사용하였다. 횡단연구는 특정 시점에서 한 번의 측정으로 분석
이 이루어지기에 연구변인들의 진행과정이나 변화를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단연구방법을 도입하여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학교적응 정도가 초

·

중 고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우울, 공격성,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학생의 우울, 공격성, 자아탄력성
과 같은 심리내적 변인만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학업, 또래 및 교사 관계 등을
포함하는 학교생활 적응이라는 변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학생 개인을 둘러싼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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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성별, 학년,
가족, 학교 등의 변인의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높이
기 위한 보다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해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적응을 잘 하기 위해 자아탄력성 수준 향상의 필요성을 확인하
였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자아탄력성의 하위요
인 분석을 실시하여 자아탄력성 변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며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및 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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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and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Depression and School Adaptation
1)

Yu, Ji Hye*
Yoo, Hye-Seung**
This study set up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identify the process of determining which
psychological mechanisms affect school adaptation, an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and ego-resilience. The current study analyzed 2,014 data of high school senior
students taken from the Korea Children Youth Panel Survey (KCYP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youth aggression show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chool adaptation. Second, ego-resilience has shown that it h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chool adaptation. Third,
youth depress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adaptation by sequentially mediating
aggression and ego-resilience. This study provides the role of aggression and ego-resilience
as mediating variables between depression and school adaptation and identify the importance
of ego-resilience to adapt well to school.
Key words: depression, school adaptation, aggression, ego resilience, structural equa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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