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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학생의 심리적 적응과 이에 영향을 미

치는 스트레스 및 보호요인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심리적 적

응은 부정적 측면인 불안 및 위축, 긍정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보호요인으로는 과제관리역량, 부모(보호자)와의 대화시간,

SNS를 통한 또래와의 연결감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상황

에서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았으며,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코로나19 상황에서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보호요인(과제

관리역량/부모와의 대화시간/SNS를 통한 또래연결감)은 심리적 적응

(불안/위축/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보호요인

은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이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중인 중학교 3

학년(2006년생) 청소년 122명을 표집하였다. 온라인설문링크를 통해 중

학생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불안, 위축, 삶의 만족도, 과제관리역량, 부

모(보호자)와의 대화시간, SNS를 통한 또래연결감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8.0을 통해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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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t검정, 분산분석(Anova), 사후분석 Scheffé,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이 심리적 적응의 부정적 측면 중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스트레스와 개인적 보호요인인 과제

관리역량이 중학생의 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가 클수록 불안 수준이 높고, 과제관리역량이 클수록 불안 수준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설정한 가설과 반대되는 결

과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시간과 목표를

잘 관리하는 과제관리역량이 큰 학생일수록 불안 수준이 높았다. 불안에

대한 스트레스와 보호요인 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이 심리적 적응의 부정적 측면 중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스트레스가 중학생의 위축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또래환경적 보호요인인 SNS를 통한 또래연결감이 중학

생의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가 클

수록 위축 수준이 높고, SNS를 통한 또래연결감이 강할수록 위축 수준

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위축에 대한 스트레스와 보호요인 간의 조절효

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이 심리적 적응의 긍정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요인의 주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지만, 가정환경적 보호요인인 부모와의 대화시간의 상호작용항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

모와의 대화시간이 많은 집단은 스트레스가 커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

아지는 정도가 작았으나,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적은 집단은 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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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정도가 더욱 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학생의 스트레스는 심리

적 적응의 하위요인인 불안, 위축,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개인적·환경적 보호요인의 역할을 강조함으로

써 현 상황에서 중학교 청소년에게 필요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

으며 이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 코로나19, 중학생의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 과제관리역량,

부모와의 대화시간, SNS를 통한 또래연결감

학 번 : 2019-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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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인지적, 심리적 변화와 신체적, 생리적 변화가 급격히 이루

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 청소년은 사회적 역할의 변화와 학업 및 성적

에 대한 부담, 자아정체성에 대한 고민, 부모와의 관계 재정립, 진로고민

등과 같은 발달적 과업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발달 과업을 지나면서

그들은 다양한 생활사건으로부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유수현,

1996), 이러한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에게 행동적,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증상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유수현, 1996; 조민영, 2005). 그중에서도 초

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시기의 사춘기 청소년들은 급속한 발달

경험으로 다양한 혼란, 스트레스, 도전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정미

경, 2012; Herts, McLaughlin, & Hatzenbuehler, 2012), 학업이나 이성문

제 등 적응적인 요구를 겪어내야 하므로 심리적인 불균형과 부적응을 경

험한다(김성희, 2010; 이지혜, 2018). 그중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성적과

입시에 대한 중압감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시기이다(양경희,

박복남, 이정란, 2006). 또한 그들의 정신건강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살시

도율이 중고등학교의 모든 학년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었고

(질병관리청, 2019),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1, 2학년에 비해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하기도 했다(문경숙, 2003). 즉, 중학교 3

학년 시기 청소년들의 삶에 다양한 원인의 스트레스가 누적적으로 영향

을 주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나 2021년 수도권 기준 중학교 3학

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1학년 시기에는 자유학년제1)를 경험하고, 본격

1) 중학교 1학년 두 개 학기 동안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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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2학년 시기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 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등교중지와 대면교육의 단절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3학년이 된 2021년에도 지속되어 학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학교규모에 의한 밀집도에 따라 원격과 등교를

병행하며, 전례 없는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한 혼란과 스트

레스는 그들이 발달과정 상 직면하고 있는 스트레스와 더해져 그들의 삶

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

서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면 다음 시기의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후 과업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중학교 3학년 청소년들의 스

트레스가 그들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청소년의 발달을 보여주는 여러 변인들 중에서도 심리적 적응에 주목

할 필요가 있는데, ‘심리적 적응’이란 개인의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나

적응상태를 의미한다(Lazarus & Folkman, 1984). 잘 적응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조절하며, 일상

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를 일

컫는다(김동직, 1999). 발달특성상 다양한 혼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

적 적응은 불안, 위축과 같은 부정적 측면과 삶의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많은 연구들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

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밝혀져 왔다.

학생의 희망과 관심을 반영하는 ‘자유학기활동’을 연간 221시간 이상 편성 및

운영하며, 총괄식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학생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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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타인과의 직접적

인 만남과 모임이 줄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문화가 점

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이전과 달리 자유로운 활동에 제

약이 생김을 느끼고, 소통이 감소하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

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의미하는 ‘코로나 우울’이라는 신조어

가 생겼으며(국립국어원, 2021), 국내·외 곳곳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불

안감과 우울증 발생이 증가됨이 보고되었다(조상아, 2020). 특히,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하여 우울위험군과 자살생각률이 큰 폭으로 증가

하여, 주요 정신건강 지표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신, 2021).

이렇듯 코로나19라는 스트레스 상황은 전 연령대의 정신건강에 크고 작

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특히나 아동·청소년

의 경우 감염에 대한 두려움, 일상의 지루함, 또래와의 상호작용 감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심리사회적 발달에 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순, 2020). 또한 학교의 폐쇄와 방치로 학업에 대한 불안감 등이 복

합적으로 나타났으며(Wang et al., 2020),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한 국

내 온라인상담 건수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났다(오예

진, 2021). 즉, 청소년기는 그 자체로도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

는 시기인데, 이에 더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혼란과 고립

감 등으로, 이들은 더욱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에 취약할 수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재난상황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한 충격과 어려움을 주지는 않는다. 코로나19 상황은 모든 청소년이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위협적인 상황이지만, 어떤 아이들은 혼란과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갖는 한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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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비교적 잘 적응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Becker et al., 2020;

Janssen et al, 2020). 다시 말해, 어떤 아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

하는 ‘스트레스’라는 위험요인2)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적응적이고 안

정된 삶을 살아간다. 이는 스트레스와 적응적 삶 사이에 발생하는 부정

적 효과를 완화하는 보호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점

은 최근 심리학의 한 분야로 강조되는 긍정심리학적 관점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사람들의 손상이나 역경에 관한 과거의 많은 연구들은 이를 치

료해야하는 것, 결핍된 것으로 바라보곤 했으나 점차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과 강점 등에 주목하게 되었다(Seligman, 2002). 긍정심리학은 개인

의 적응적인 삶을 증진하는 요소로서 그들의 강점과 환경적 자원을 강조

하고, 이를 계발하여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이다(이희경, 이동

귀, 2007). 이러한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연구자들은 크고 작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평균 이상의 적응을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의 특성과 이

를 촉진하는 보호요인에 주목해 왔다. 이러한 보호요인은 청소년의 스트

레스 환경에서 위험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re & Eckenrode, 1994; 김성경, 2008에서 재인용). 이러한

‘역동적 상호작용 관점’에서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적응적 산물이 도출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라는 역경의 상황에서 ‘스

트레스’라는 위험요인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호요인

이 완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보호요인은 크게

개인적 보호요인과 환경적 보호요인으로 구분된다(이해리, 조한익, 2005;

Garmezy, 1993; Pollard, Hawkons & Arthur, 1999). 이 연구에서는 코로

2) 위험요인이란 ‘부정적인 결과를 예언하는 개인적 혹은 상황적 특징’을 의미한

다(Goldstein & Brooks, 2009: 신현숙 역,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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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라는 재난 상황이 간헐적 등교와 비대면 교육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야기하였음을 고려하여 개인적 보호요인인 ‘과

제관리역량’, 환경적 보호요인인 ‘부모(보호자)와의 대화시간’과 ‘SNS를

통한 또래와의 연결감’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과제관리역량은 삶을 위해 행해야하는 모든 삶의 과제에 대한 목

표설정, 실행계획, 실행 및 자기점검,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한다(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현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관리역량이 조명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성과도 맥을 같이 하는 과제관리역량은

(김진호, 2013) 청소년의 적응과도 관련이 있다(오원옥, 2002; 조대연,

2005; 한상훈, 2006).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심리적 통제감을 높

이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

는 부적 영향을 완충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 보호요인으로 부모변인과 또래변인도 각각 설정하

였다. 먼저 부모 변인으로는 부모(보호자)와의 대화시간이 청소년의 스

트레스가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부모-자

녀 의사소통의 양적 변인으로, 그들의 상호작용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

로 알려져 있다(엄경주, 윤채영, 2017; 윤기봉, 2020). 부모와의 대화시간

은 청소년의 문제행동, 학업적응, 친밀감 등 그들의 삶의 다양한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엄경주, 윤채영, 2017; 정소희, 2013; 지효숙,

2007). 또래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줄고, 간헐적으로 등교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현 시점에서 부모의 영향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또래 변인으로 SNS를 통한 또래와의 연결감을 설정하였다. 청

소년기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그들의 정신건강과 행동적 적응을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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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어(Hartup, 1993), 또래와의 상호작용 감소를 야기

한 코로나19 상황은 그들의 발달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대면적 상호작용

이 급격히 감소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SNS를 통한 또래와의 연결감

에 주목하였다. 사회적 연결감은 다양한 심리적 적응 지표들과 깊은 관

련이 있고(이수진 2009; Aronoff, Strollak & Woike, 1994; Lee &

Robbins, 1998; Magson et al., 2021), 특히 SNS 상의 사회적 연결감은

사용자들의 만족감과 소속감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권우영,

백승령, 2015; 김유정, 김재영, 한재민, 2012).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학생이 지각하

는 스트레스가 그들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과제관리역량,

부모와의 대화시간, SNS를 통한 또래와의 연결감이 조절할 것으로 예측

하였다. 이후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오랜 기간의 펜데믹으로 인해 이전

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다양한 보호요인의 효과를 확인함

으로써, 코로나19 상황 속 청소년의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심리적 적응 증진 프로그램과 지원방안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도

움을 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1.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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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트레스의 개념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용어가 될 만큼 ‘스트레스’

는 전생애주기에 걸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관심의 대상이다. 그럼에

도 스트레스 개념은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의하기 어려운데, 일

반적으로 관점에 따라 반응 지향적 관점, 자극 지향적 관점, 유기체와 환

경의 상호작용 관점으로 나뉘어 개념화된다.

스트레스를 환경의 요구에 따른 신체의 반응으로 보는 반응지향적 관점

에서는 환경이 변하면서 심한 압박이나 자극을 받을 때 스트레스라는 반

작용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한다(Selye, 1956). 즉, 스트레스를 다양한 외부

자극에 의해 나타나는 반사작용으로 본 것이다. 또한 Selye(1956)는 스트

레스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 비특정적이라기보다 보편적이라고 주장하였

다. 그런데 이 접근은 환경 내 모든 자극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어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며, 스트레스 적응 과정에서 나

타나는 개인의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스트레스를 자극으로 바라보는 자극지향적 관점에서는 환경 내의 다양

한 자극들을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 바라본다(Holmes & Rahe, 1967).

즉, 이 관점에서 스트레스는 인체에 행하여지는 내, 외적 자극에 의해 발

생하는 생리적, 심리적 반응이라고 정의된다. 주변의 소음이나 오염과 같

은 물리적인 요인들, 가족이나 학교로부터 받는 관계적인 요인들, 외상적

인 사건이나 생활의 변화와 같은 환경적 변화 요인들을 스트레스원의 예

로 들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스트레스 사건에서도 개인들마다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다를 수 있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데(Lazar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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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kman, 1984), 자극 지향적 접근은 이러한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

계를 지닌다. 다시 말해, 위 두 관점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서로

다른 반응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 관점에서는 스트레

스를 개인과 환경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 반응에서 비롯되는 결과라고 설

명한다. 즉, 스트레스란 자극이 주어졌을 때 개인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 간의 특정한

관계이다(Lazarus & Folkman, 1984). 이 접근은 개인의 지각적, 인지적,

정서적인 심리 과정에 근거를 둔 관점으로, 개인과 환경 사이의 인지적

인 평가와 대처를 중시한다(신지연, 2014). Lazarus와 Folkman(1984)은

어떠한 생활 사건도 개인의 인지적인 평가 없이는 스트레스로 기능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평가했을 때 자신에게 위협적인 것으로 인

식되면 그 사건은 스트레스 요인이며 개인은 그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된

다고 주장하였다. 이 관점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사람들마다 차별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도

개인이 환경에 대해 평가하고 지각하는 것에 따라 스트레스 과정이 일어

난다는 상호작용 관점을 따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19 상황에

서 청소년 본인이 환경에 대해 지각하는 혼란과 위협이 ‘스트레스’ 요인

이 될 것이다.

2) 코로나19 상황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한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에서는 전국 아동·청소

년 8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다는 응답이 43%에 달했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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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또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

으며(정혜욱, 2020), 가족문제나 정신건강과 관련한 청소년의 국내 전화

상담 건수가 두 배 이상, 대인관계 관련한 상담 건이 약 1.5배 늘면서,

이들이 현재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최

청락 등, 2020).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일상의 지루함, 그리고 또래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부족, 보호자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지역사회의 혼

란 등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고(이기순, 2020), 이

에 따른 스트레스는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크

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화된 스트레스는 우울, 걱정, 스트레스 증

상 등을 야기하기도 한다(Gallagher, Zvolensky, Long, Rogers, &

Garey, 2020; Gotlib et al., 2020; Liu, Davis, Palma, Sandman, &

Glynn, 2021; Montano & Acebes, 2020). 따라서 발달 과정 상 주위 환

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의 재난 스트레스 관리에 더욱 세

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청소년에게 치명적일

수 있음에도 이를 다룬 국내의 연구들은 아직 많지 않다. 코로나19 상황

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정윤

(2021)은 중학교 1~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 동안 청소년

의 성별과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와 심리적 상태가 다르다는 것

을 밝혔는데, 신체활동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남학생인 경우가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혜진(2021)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업스트레

스, 학교적응, 자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었다. 해당 연구

에서는 부모의 합리적인 설명이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부모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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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기대가 자녀의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언과

최성광(2021)의 연구에서는 초, 중, 고 청소년의 학업적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발발 이전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

면 성별과 성적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가 다름이 보고된 바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민희, 전해옥, 2013; 방미리, 2010; 이근복, 정우석, 2007; 황은

희, 강지숙, 2012). 그러나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다고 보고한 연구가 존재하며(조혜미 등, 2007) 코로나19 상황에서 시행

된 장정윤(2021)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

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윤(2021)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남

학생들이 신체적 경쟁활동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해소해왔으나 체육활동

과 스포츠 활동이 제한되면서 부정적 심리 요인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으

로 설명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성적에 따라서도 스트레스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고한 연

구들이 존재한다. 김미경, 김양희, 황사라, 정익중(2012)의 연구에 따르면

고1 학생의 경우 성적이 가장 낮은 집단이, 고2 학생의 경우 성적이 중

간인 집단이 학업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지각하고 있었다. 조혜미 등

(2007)의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스트레스 수준은 상위권보다 하위권 학생

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지만, 대처능력이나 신체행동 영역과 관련한 스

트레스에 있어서는 상위권의 학생들이 더욱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선행연구들에서 성별과 성적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한 뒤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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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적 적응: 불안 및 위축, 삶의 만족도

청소년들에 관한 연구에서 적응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적응이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적, 물리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위

한 노력으로, 개인의 필요와 환경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Lazarus, 1976). 즉, ‘잘 적응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조절하면서 일상의 문제들을 합리적으

로 해결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김동직, 1999).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적 결과를 사회적 적

응, 심리적 적응, 신체적 적응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심리적 적응은 객관

적·주관적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나 적응상태 등을 나타내며,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에서 개인의 삶의 양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진미정,

옥선화, 1994; 고정자, 김갑숙, 1999에서 재인용). 다시 말해 심리적 적응

은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로 동시에 검증될 수 있으며, 이는 연구자

의 의도에 따라 구성요소가 조금씩 다르다(차명진, 2018).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적응 중 부정적 측면을 내재화 문제행동인 불안 및 위축으로 설

정하고, 긍정적 측면을 삶의 만족도로 설정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주로 우울, 불안, 위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일반

적으로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감정이나 상태를 의미한다(Achenbach &

Edelbrok, 1978). 심리적 적응의 부정적 측면으로 내재화 문제행동을 측

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로 행동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지 않은 청소년이라도 정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가

능성이 큰 청소년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위험의 상황에

서 적응적이라고 평가된 아동·청소년이 실제로는 우울, 불안과 같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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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들이 있었다(Luthar, 1991). 이에

따라 발달 과정에서 이들의 문제가 아직 행동화되진 않았지만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불안이나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는 성인기의 삶에도 지속적인 관련성을 보인다

(McLaughlin, 2008; Pine, Cohen, Gurley, Brook & Ma, 1998). 따라서

내재화 문제행동을 측정할 때 청소년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별과 성적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여학생

의 불안 및 우울 정도가 남학생에 비해 높다(임은미, 정성석, 2009; 최인

재, 2007;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또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지만, 동시에 불안 및 우울도 함께 높아진다는 연구(노

충래, 김설희, 2012)가 존재하므로 이를 통제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심리적 적응 정도를 불안이나 위축과 같은 부정적 측

면으로만 평가하기보다는 긍정적 측면까지 함께 평가하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심리적 적응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각

각 우울과 생활만족도로 측정하거나(엄순옥, 2017), 위축 및 우울/불안과

자아존중감으로 구성하거나(이현주, 2010), 걱정증상 및 신경증 수준, 삶

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으로 나누어 측정하거나(박수애, 송관재,

2005), 비행과 우울, 삶의 만족도로 구성하고 있었다(정현희, 김후남,

2019). 해당 연구들에서는 심리적 적응을 삶의 만족도나 주관적 안녕감

과 같은 긍정적 측면도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언급하며 함께 살펴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적응

을 불안, 위축과 같은 부정적 측면의 적응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의

‘삶의 만족도’까지 함께 측정하여 청소년 적응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

자 한다. 이때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만족감이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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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본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감정

상태이다(Veenhoven, 1996). 심리적 적응이 개인의 생활영역에 대한 만

족도나 적응상태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삶의 만족도는 심리적 적

응의 긍정적 측면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4)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청소년들은 발달 시기 상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많은 과업을 수행하

면서 학교, 가족, 학업, 또래, 교사, 부모, 신체변화, 사회문제, 진로, 이성

문제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신정이, 황혜원, 2006; 엄경순,

2004; 이경희, 1995; 조아미, 2005; 황혜정, 2006). 이렇게 청소년이 지각

하는 스트레스는 그들의 적응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양한 심리

적 문제에 대한 설명력도 높았다(김연희, 유미숙, 2010; 김영미, 2013; 김

유진, 김영희, 2009; 남윤주, 이숙, 2008; 이경화, 정혜영, 2007; 정선미,

조옥귀, 2009). 다시 말해, 현대의 많은 청소년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 심리

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

발한 이후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다룬 국내 연구들을 살

펴보면 대부분 성인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김송이,

2020; 신예림 등, 2021; 이지영, 백선아, 2021; 장우심, 2021; 정윤주, 강진

령,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Liu 등(2021)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청소년들의 우울을 증가시켰음을 밝혔으며, 심화된 스

트레스가 우울을 동반한 증상을 예측하기도 했다(Gotlib et al., 2020).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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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정윤(2021)은 코로나19로 인한 중학교 1~3학년 청소년들의 스트레

스가 청소년의 외로움, 불안,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고,

남연서(2021)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중학생의 스트레스가 우

울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언과 최성광(2021)의 연구에

서는 청소년의 학업적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청소

년의 스트레스 경험이 심리적 적응에 끼치는 영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2. 중학생의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 보호요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모든 청소년이 심리적 부적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

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어떠한 보호요인이 스트레스를 완충하느냐에 따라 청소년들은

평균 이상의 적응을 보이기도 한다.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스

트레스의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부분이 아닌, 스트레스라는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의 적응을 하도록 돕는 보호적 기제에 초점을 둔다.

즉,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와 상호작용

하여 심리적으로 적응적이도록 돕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기의 생활과 환경을 중심으로 그들의 성장

과 적응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스트레스와 관련된 관점 중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 관점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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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환경 사이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지각적, 인지적, 정서적 심리 과정

에 근거를 둔다(Lazarus & Folkman, 1984). 즉, 이 접근에서는 개인과

환경 사이의 인지적 평가와 대처를 중시한다(신지연, 2014). 이 관점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스트

레스 그 자체가 적응에 부적 영향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해석이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

트레스 상황과 심리적 적응 사이에 긍정적 지각체계와 긍정적 지각을 돕

는 변인이 작용할 경우, 적응을 향상시켜주기도 한다(한상철, 2002). 따라

서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초점을 두

기보다는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역경의 상황 속에서

도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요인에 주목하였다.

1) 보호요인의 개념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을 정의하면 역경의 상황에서 위험요인의 부

적인 영향을 감소시킴으로써 긍정적 적응을 유지하도록 돕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Garmezy, 1991; Jessor, 1991; 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그리고 이러한 보호요인을 극대화하여, 평범한 사람이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잘 대처하여 적응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보호요인을 스트레스에 대한 개

인의 적응적인 반응을 완충하는 중재변인으로 설명한다(Rutter, 1987).

즉, 스트레스-보호요인-적응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스트레스가 다

양한 보호요인에 의해 중재된다고 본다(Gore & Eckenrode, 1994; 김성

경, 2008에서 재인용).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보호요인은 크게 개인적 보호요인과 환경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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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나뉜다. 이해리와 조한익(2005)의 연구에서는 적응과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보호요인들을 정리하였는데, 이를 개인

내적 특성요인과 외적 보호요인으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다. 개인 내적

특성요인들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기질, 인지적 능력, 의사소통기술,

사회성 및 대인관계, 성격, 영성 등이 있으며, 외적 보호요인에는 가정의

지지적 관계와 참여, 가정에서의 믿음과 기대,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경

험과 또래관계, 지지적 지역사회 등이 있다. Garmezy(1993)도 이와 유사

하게 보호요인들을 개인, 가족, 사회환경적 특성으로 나누었고, 다른 선

행연구들에서도 비슷하게 개인, 가족, 외부 지지체계와 같이 유사한 범주

로 분류하고 있었다(Pollard, Hawkons, & Arthur, 1999).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에

서 보호요인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청소

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 자아

탄력성, 가족응집성, 가족 지지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고재홍, 윤경란,

2007; 김재엽, 성신명, 장건호, 2016; 이서원, 장용언, 2011; 이선희, 전종

설, 2012), 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가족관계 요

인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연구(모상현, 이중섭, 2012), 스트레스와 정신건

강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관계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연구들(김연희, 유미숙, 2010; 김유선, 박미란, 이지연, 2013) 등이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들이 코로나19 발발 이전의 연구들인만큼 비대면

상황에 청소년에게 필수적일 것이라 예상되는 변인들을 보호요인으로 설

정한 연구들은 부족했다.

이 연구에서는 비대면 교육과 간헐적 등교를 야기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과제관리역량, 부모와의 대화시간, SNS

를 통한 또래연결감을 보호요인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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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보호요인: 과제관리역량

먼저 선행연구들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한 개인적 보호요인은 ‘과제관리역량’이

다. 과제관리역량은 삶을 위해 행해야하는 모든 삶의 과제(학업, 일, 운

동, 시간, 경제, 신체 등)에 대한 목표설정, 실행계획, 실행 및 자기점검,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성은모 등, 2014). 과제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시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을 관리

한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본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목표와 계

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알맞게 시간을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나표, 이연숙, 한지수, 2007). 즉,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

하고 계획한 바를 실천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 환경을 조정하고, 활동관

리와 생활관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인간의 인지적

인 자기관리 전략이다(이원휘, 2000). 과제관리역량 하위요인은 목표 및

계획 수립, 수행 및 평가와 같이 과제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능력으로 구

분되어 있다. 현 상황에서 수도권 중학생들은 비대면 교육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의 시간적 통제를 받는 정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 본인이 자신의 시간을 직접 관리하고 목

표를 설정하는 과제관리역량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의 적응적 삶에

꼭 필요한 역량으로 예상된다. 과제관리역량은 개인의 삶의 목표와 그에

따른 실천과제들을 세우고 스스로 실행하며 결과를 점검한 후 자신의 삶

에 반영하고자 하는 ‘자기주도성’과도 같은 맥락이다(김진호, 2013). 이러

한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자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들과의 조화를 위해 노력한다(조대연, 2005).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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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적 학습자는 자신감이 있고 성취를 통해 만족을 추구하며(한상

훈, 2006), 자아존중감이 높고 내적통제감이 높다(오원옥, 2002). 따라서

간헐적 등교와 비대면 교육, 또래나 교사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감소

로 인해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지키고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관리역량을 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과제관리역량은 자기주도성이나 자기통제 영역

중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성은모 등, 2014), 코로나19 상황

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충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 환경적 보호요인: 부모와의 대화시간, SNS를 통한 또래연결감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가정,

또래, 학교 등에서의 환경적 보호요인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의 부

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심리적 부적응을 완화시켜주는

대처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특히 중요하다(김미영, 조윤정, 박병금,

2012). 또한 개인의 성격적 특질은 바꾸기 어려운 범주이나, 환경적 맥락

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인 적응은 충분히 변화 가능한 범주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보호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보호요인

의 역할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청소년이 속한 가정환경적 요인 중 ‘부모’는 인간이 태어나 처음 접하게

되는 일차적인 집단으로, 그들이 주는 영향력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매우 크다(김순규, 2008; 문경숙, 2006; 엄태완, 강명진, 최정순, 2008;

Brent, Baugher, Bridge, Chen, & Chiapetta, 1999). 그 중에서도 부모와

의 소통과 대화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이나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높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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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재엽, 이현, 김지민, 2015; 김진주, 조규

판, 2012; 이기연, 홍상욱, 2012; 정장수, 전혜성, 2016; 조한익, 차주연,

2013). 대화는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서로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는 것

으로,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기대나 가치, 책임 등을 공유하

게 된다(양미경, 2000). 특히 본 연구는 대화의 ‘양적 측면’에 집중하였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자 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양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

에서는 또래와의 대면적 상호작용이 줄고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

져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양이 기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언어를 사

용한 의사소통을 얼마나 하는지를 나타내는 ‘대화시간’은 의사소통의 양

적 변인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이다

(엄경주, 윤채영, 2017; 윤기봉, 2020).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인터넷 중독

과 같은 문제행동(엄경주, 윤채형, 2017), 학업적응(정소희, 2013), 친밀감

(지효숙, 2007)과 같은 청소년의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

는 변인이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더라도 실제로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적다면 그 효과가 작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윤기봉,

2020), 더욱 부모와의 대화시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위와 같은 선행연

구를 통해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과 문제행동 감소에 부모와의 대화시

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래와의 직접적 접촉

이 줄고,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많은 현 상황에서, 부모 또는

보호자와의 대화가 그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

라 예상된다.

한편 청소년의 환경이 가정에서 사회로 옮겨지는 초기 청소년 시기에

또래와의 관계는 아주 중요해진다. 특히 또래에 대한 애정과 의존도는

학령기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최고조에 달하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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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은 또래와의 정서적 유대를 통해 안정적인 발달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영남, 2008). 중학생의 경우 또래와의 관계가 현재의 안녕감에 중요하

기 때문에, 자신이 또래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지가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민정, 2016).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에서 또래환경적 보호요인을 밝히고자

시도한 연구들이 더러 있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시도한 연구들(문경

숙, 2006; 이정윤, 이지현, 2009)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

감 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조절효과를 밝히고자 한 연구(서현주, 최

형아, 2017)가 존재한다. 해당 연구들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정신건강과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달리 하므로(김연희, 유미숙, 2010; 김유선 등, 2013; 이서

원, 장용언, 2011), 또래관계와 관련된 변인은 여전히 중요하게 살펴보아

야 할 변인이다. 이렇게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는 청소년들의 심

리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의

폐쇄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또래와의 대면 상호작용 감소는 그들의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래와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한 유대감과 연결감은 스

트레스나 고립감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자존감이나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개인

의 안녕감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이수진, 2009; Aronoff et al.,

1994; Lee & Robbins, 1998).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소통, 정

보공유, 인맥관리를 위해 활발히 사용되는 도구로(박현선, 김상현, 2014),

오프라인 상에서 맺어진 관계를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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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를 공유하며, 자신의 최근 상황 및 감정 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권우영, 백승령, 2015; 박경자, 유일, 김재전, 2013; 이호영,

2013). 이러한 SNS를 통해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사회적 연결감을 경험할

수 있는데, 정보시스템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연결감은 특정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들 간의 연결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권우영,

백승령, 2015). 이렇게 SNS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연결감은 그들

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김유정 등, 2012), 소속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우영, 백승령, 2015).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로 사회적 지지를 얻으면

외로움이 감소함을 밝히기도 했다(손영준, 허만섭, 202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그들의 심

리적 적응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SNS를 통한 사회적 연결감이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III. 연구문제와 용어의 정의

위에서 스트레스 이론과 심리적 적응 및 개인적·환경적 보호요인에 대

해 고찰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으며 관련 변

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학생이 지각하

는 스트레스와 과제관리역량, 부모와의 대화시간, SNS를 통한 또래연결

감이 그들의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것이다. 다

음으로,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각 보호요인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파악하

여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보호요인이 조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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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분석하면서 현 상황에서 중학생

의 일상에서 어떠한 보호요인이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혹은 펜데믹이 끝난 이후 중학생들이 평균 이상의 적응 수준

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코로나19 상황에서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은 심리

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1]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은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1-2]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은 위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1-3]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은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2-1]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불안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이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2-2]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위축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이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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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이 조

절효과를 가지는가?

<그림 1> 연구모형

2. 용어의 정의

연구문제에 포함된 중학생의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 보호요인은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하였다.

1) 스트레스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 사이의 역동적 상호 반응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Lazarus & Folkman, 1984), 이를 환경으로부터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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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중 자신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

으로 최근 한 달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나쁜 느낌, 초조한 기분,

무력감 등을 얼마나 느꼈는가로 정의하였다.

2) 심리적 적응

심리적 적응은 객관적·주관적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나 적응상태이며

(Lazarus & Folkman, 1984),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에서 개인의 삶

의 양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진미정, 옥선화, 1994; 고정자, 김갑숙,

1999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심리적 적응을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

로 나누었으며 부정적 측면을 내재화 문제행동인 불안과 위축으로, 긍정

적 측면을 삶의 만족도로 정의하였다. 특히 불안은 최근 6개월 간 경험

한 두려움, 긴장, 죄책감, 과한 걱정의 정도로, 위축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에 대해 느끼는 불편감의 정도, 전반적인 일상에서 의욕이 없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생활 전반에 걸친 만족감과 긍정적인 감정상

태로 정의하였다(Veenhoven, 1996).

3) 보호요인

이 연구에서는 보호요인을 역경의 상황에서 위험요인의 부적인 영향을

감소시킴으로써 긍정적 적응을 유지하도록 돕는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Jessor, 1991; Luthar et al., 2000). 선행연구들에서 이러한 보호요인을

크게 개인적 보호요인과 환경적 보호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음에 따라(이

해리, 조한익, 2005; Garmezy, 1993; Pollard et al., 1999), 이 연구에서도

이를 각각 나누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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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인으로는 현 상황에서 비대면 접촉이 확산되었음을 고려하

여 개인적 보호요인으로 ‘과제관리역량’, 환경적 보호요인으로 ‘부모(보호

자)와의 대화시간’과 ‘SNS를 통한 또래연결감’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

서 과제관리역량은 삶의 과제에 대한 목표설정, 실행계획, 실행 및 자기

점검,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성은모 등, 2014)으로 정의하였다. 부

모(보호자)와의 대화시간은 평일과 주말에 부모(보호자)와 대화하는 시

간의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SNS를 통한 또래연결감은 SNS를 활용하여

또래와 소통할 때 느끼는 연결감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을 모집하기 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의원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SNUIRB)의 연

구 승인을 받아 승인된 연구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IRB No.

2106/001-003).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

응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따라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청소년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뒤 설문연

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서울 및 경기 지

역에 거주중이며,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16세(2006년 1월~12월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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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청소년으로 하였다.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한 청소년

에게 온라인설문링크를 배포하였으며, 수집된 122부의 설문자료 중 SNS

를 통해 또래와 소통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두 명의 응답을 제외하여 총

12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의 성별과 성적 특성은 <표 IV-1>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 청소년의 성별은 남아 49명(40.8%), 여아 71명(59.2%)으로

나타났다. 과목성적에 관한 문항에서는 ‘매우 못함’과 ‘못함’에 응답한 청

소년이 각각 9명(7.5%)와 19명(15.8%)이었으며, ‘보통’은 42명(35.0%)으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잘함’과 ‘매우 잘함’에 응답한 학생은

각각 35명(29.2%)과 15명(12.5%)으로 나타났다.

구분 분류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49 40.8
여 71 59.2

과목성적

매우못함 9 7.5
못함 19 15.8
보통 42 35.0
잘함 35 29.2

매우잘함 15 12.5

<표 IV-1> 연구대상 청소년의 성별과 성적 특성 (N = 120)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 중학생의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 보호요인을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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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용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Cohen, Kamarck, & Mermelsten(1983)의 지각된 스트레

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를 한국형으로 타당화한 윤정미와

김진영(2019)의 KPPS-A-10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의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빠

진 적은 얼마나 있었나요?’, ‘중요한 일들을 잘 해낼 수 없다고 느낀 적

은 얼마나 있었나요?’, ‘초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느낀 적은 얼마

나 있었나요?’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짜증나고 성가신 일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와 같은 문항들은 역코딩 하

였으며 스트레스 점수는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즉,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문항

10개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계수는

.73으로 확인되었다.

2) 심리적 적응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은 부정적 측면인 불안과 위축, 긍정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 차원 중 불

안은 우울과 하나의 차원으로 묶어 구성한 Achenbach와 Rescorla(2001)

의 불안/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또 다른 하위 차원

인 위축 역시 위축/우울로 구성된 Achenbach와 Rescorla(2001)의 척도

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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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안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중 부정적 측면인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YS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Achenbach와 Rescorla(2001)가 아동행동목록(Child Behavior Checklist,

CBCL)에서 만 11세~17세 청소년용으로 발전시킨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Youth Self Report, YSR)를 오경자와 김영아(2010)가 한국 청소년

에게 사용하기 위해 수정, 번안한 척도이다. 이는 총 13문항의 3점 리커

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0~2점 척도로 구성된 원척도를 이 연구에서

는 1~3점 척도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13개 문항의 평균 점수를 활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항목에 대한 신

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는 .86으로 나타

났다.

(2) 위축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중 부정적 측면 중 하나인 위축을 측정하기 위

해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YS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Achenbach와 Rescorla(2001)가 아동행동목록(Child Behavior Checklist,

CBCL)에서 만 11세~17세 청소년용으로 발전시킨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Youth Self Report, YSR)를 오경자와 김영아(2010)가 한국 청소년

에게 사용하기 위해 수정, 번안한 척도이다. 이는 총 8문항의 3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0~2점 척도로 구성된 원척도를 이 연구에서는

1~3점 척도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8개 문항의 평균 점수를 활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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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항목에 대한 신

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는 .83으로 나타

났다.

(3) 삶의 만족도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중 긍정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

해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이 개발하고 조명한과 차경

호(1998)가 번안한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K-SWL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임영진(2012)의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바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의 다섯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섯 문항

의 평균 점수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는 .84로 확인되어 이 연

구에서 선정한 심리적 적응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는 확보되었다.

3) 보호요인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충할 것으로 예상한

보호요인은 개인적 보호요인과 환경적 보호요인으로 나누었다. 개인적

보호요인으로는 과제관리역량, 가정환경적 보호요인으로는 부모(보호자)

와의 대화시간, 또래환경적 보호요인으로는 SNS를 통한 또래와의 연결

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과제관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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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개인적 보호요인으로 설정한 과제관리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성은모 등(2014)의 보고서에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를 위해 개발한 청소년 역량측정 척도 중 과제관리역량 척도를 활

용하였다. 이는 목표 및 계획수립(8문항)과 수행 및 평가(4문항)로 나누

어져 있고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12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각 문

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과제관리역량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12문항

의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는 .90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2) 부모(보호자)와의 대화시간

가정환경적 보호요인으로 설정한 부모(보호자)와의 대화시간을 측정

하기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3차년도 자료에서 사용된 부모(보

호자)와의 대화시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의 문항들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정 및 보완한 척도이다.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부모님과의 대화시간에 대해 청소년이 응답한 문

항들을 활용하였고 ‘전혀 안함(1점)’에서 ‘4시간 이상(7점)’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평일 응답에 5일을 곱하고 주말

응답에 2일을 곱한 뒤 총 7일로 나누어 총 대화시간의 평균을 계산하여

활용하였다.

(3) SNS를 통한 또래연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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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환경적 보호요인으로 설정한 SNS를 통한 또래연결감을 측정하기

위해 권우영과 백승령(2015)이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구성한 ‘네이버 밴드

사용을 통해 경험하는 사회적 연결 척도’를 SNS 사용 맥락으로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총 네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이 연구에서는 네 문항의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SNS

사용을 통해 또래와 연결감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네 문항에 대

한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는 .87로 나

타나 신뢰도 기준치 이상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별(1문항), 주관적 성적(1문항), 형제자매구성(1문항), 출생순위(1문항),

종교(1문항)를 사용하였다(<부록 1> 참조).

3. 연구절차

설문조사는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서울 및 경기 소재 청소년 관련 기관에 협조를 구하여 1차

기관선정을 하였고, 기관선정이 이루어진 이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청소년에게 연구 설명서와 동의서를 배부하였다. 본인과 법정대리

인의 서면동의 및 개인정보수집동의 페이지를 연구자에게 문자 전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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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온라인설문링크를 배포하여 설문에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문자 전송 방식으로 요청한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 및 법정대리

인과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온라인 설문링크 첫 페이지에는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를

한 번 더 제시하여 연구기관, 조사목적,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한 후 ‘참여 동의’를 클릭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설문은 청소년 본인이 편한 장소와 시간대에 실

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는 총 122부였다. 그중 이 연구의

조절변인 중 하나인 SNS 관련 문항에서 SNS로 또래와 소통한 적이 없

다고 응답한 두 명의 응답을 제외한 총 120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

용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8.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

였다. 우선 측정도구들 중 부정형 진술문에 대해 역코딩한 후 각 측정도

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들의 내적합치도를 추정하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두 번째로 연구대상 중학생의 일

반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불

안, 위축, 삶의 만족도), 보호요인(과제관리역량, 부모(보호자)와의 대화시

간, SNS를 통한 또래연결감)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빈도, 백분율

등을 산출하였다. 또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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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성별과 성적에 따라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수준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실

시하였고, 사후분석으로는 Scheffé를 사용하였다.

끝으로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보호요인들이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고, 스트레스와 보호요인들 간의 조절효과가 있

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심리적 적응의 부정적 측면인 불안과 위축,

긍정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인인

스트레스와 조절변인인 보호요인(과제관리역량, 부모와의 대화시간, SNS

를 통한 또래연결감)을 표준화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에서는 성별을 더미변수 처리하여 성별과 성적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

였고 모형 2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투입하여 각 변인들이 종속변

인에 미치는 주효과를 확인하였다. 모형 3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스트레스와 개인적, 환경적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를 살펴보았다. 이때 조절변인은 평균을 기준으로 고(高)집단과 저(低)집

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양상을 그래프로 작성하였다.

V. 결과 및 해석

1. 중학생의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 보호요인의 양상

1) 중학생의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 보호요인의 일반적 경향과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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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과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솟값과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한 결과를 <표

V-1>에 제시하였다. 왜도는 자료의 분포모양이 어느쪽으로 얼만큼 기울

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며 절댓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정규분포에서 벗어

난 것으로 간주하고, 첨도는 자료의 분포모양이 위로 뾰족한 정도를 나

타내는 것으로 절댓값이 7보다 작으면 정상분포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성도경, 이환범, 이수창, 장철영, 최인규, 2011). 이러한 기준에서 이 연

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들은 모두 왜도와 첨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가정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변인의 수치를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 3.18(SD = .53),

불안과 위축은 각각 평균 1.65(SD = .44)와 1.58(SD = .47)로 척도상의

중앙값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수치 역시 전반적

으로 척도상의 중앙값보다 약간 높은 수준(M = 4.12, SD = .23)으로 나

타났다. 보호요인인 과제관리역량(M = 2.73, SD = .62)과 또래와의 연결

감(M = 3.58, SD = .97)은 척도상의 중앙값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

나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M = 3.45, SD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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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독립 
변수 스트레스 1.70 4.60 3.18 .53 -.19 -.13

종속 

변수

불안 1.00 2.85 1.65 .44 .70 -.15

위축 1.00 2.88 1.58 .47 .85 -.10

삶의 

만족도
1.20 7.00 4.12 .23 -.03 -.60

보호 

요인

과제관리 

역량
1.00 4.00 2.73 .62 -.32 .59

부모와의 

대화시간
1.00 7.00 3.45 1.34 .70 .44

SNS 

또래연결감
1.00 5.00 3.58 .97 -.51 .44

<표 V-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표 (N = 120)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표 V-2>에 제시하였

다. 먼저 스트레스는 불안(r = .58, p < .001), 위축(r = .45, p < .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삶의 만족도(r = -.61, p < .001), 과제관리역량(r =

-.24, p < .01), 부모와의 대화시간(r = -.21, p < .05), SNS를 통한 또래

연결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19, p < .05). 불안은 위축과 정적

상관을(r = .71, p < .001), 삶의 만족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 =

-.54, p < .001), 위축은 삶의 만족도(r = -.42, p < .001)와 SNS를 통한

또래연결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 = -.27, p < .01). 끝으로 삶의

만족도는 과제관리역량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4,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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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스트

레스
불안 위축

삶의

만족도

과제관리 

역량

SNS또래

연결감

부모와의 

대화시간

스트레스 1

불안 .58*** 1

위축 .45*** .71*** 1

삶의 

만족도
-.61*** -.54*** -.42*** 1

과제관리

역량
-.24** .07 -.02 .24** 1

SNS또래

연결감
-.19* -.10 -.27** .14 .10 1

부모와의 

대화시간
-.21* -.03 -.12 .16 .18 .07 1

 *p < .05, **p < .01, ***p < .001

<표 V-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120)

2) 중학생의 성별과 성적에 따른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의 차이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 성별과 성적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V-3>와 <표 V-4>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스트레스의 경우 여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남학생의 스트레스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4.18, p < .001). 불안(t = -4.79,

p < .001)과 위축(t = -2.70, p < .01)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불안

과 위축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t = 4.02, p < .001). 즉,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트

레스와 심리적 적응의 부정적 측면을 더욱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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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이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변인명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스트레스
남 49 2.96 .54

-4.18***
여 71 3.34 .47

심리적 

적응

불안
남 49 1.43 .35

-4.79***
여 71 1.79 .44

위축
남 49 1.44 .41

-2.70**
여 71 1.67 .48

삶의 

만족도

남 49 4.62 1.12
4.02***

여 71 3.76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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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V-3>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의 차이 (N = 120)

두 번째로 성적에 따라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의 하위요인에서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에서 성적에 따른 차이

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적이 평균이하인 집단의 학생들이 평균 집단

의 학생들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F = 6.18, p < .01), 성적이

평균이하인 집단의 학생들이 평균 이상 집단의 학생들보다 삶의 만족도

정도가 낮았다(F = 3.67, p < .05). 이렇게 성적에 따라서도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통제변인으로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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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명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é

스트레스

평균이하(a) 28 3.45 .42

6.18** a>b평균(b) 42 3.01 .55

평균이상(c) 50 3.18 .52

심리적 

적응

불안

평균이하(a) 28 1.74 .45

.82평균(b) 42 1.60 .45

평균이상(c) 50 1.63 .42

위축

평균이하(a) 28 1.67 .45

1.27평균(b) 42 1.60 .52

평균이상(c) 50 1.51 .43

삶의 

만족도

평균이하(a) 28 3.58 1.04

3.67* a<c평균(b) 42 4.26 1.13

평균이상(c) 50 4.30 1.33

*p < .05, **p < .01
주) 매우 못함과 못함에 응답한 학생을 평균이하집단, 보통에 응답한 학생을 평균집단, 

매우 잘함과 잘함에 응답한 학생을 평균이상집단으로 구분함.

<표 V-4> 성적에 따른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의 차이 (N = 120)

2.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주효과와 조절효과 (연구문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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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주효과와 조

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

석 결과를 <표 V-5>~<표 V-7>에 제시하였다.

1)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이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5>와 같다. 먼저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인 성별과 성적을 투입하였고, 모형 2에서는 독립

변인인 스트레스와 개인적, 환경적 보호요인인 과제관리역량, 부모와의

대화시간, SNS를 통한 또래연결감을 투입하였으며 모형 3에서는 스트레

스와 각 보호요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먼저 각 모형에 투입한

변인들의 공차한계는 각각 .99~.99, .72~.95, .20~.91이었으며 VIF값은 각

각 1.01~1.01, 1.05~1.39, 1.10~4.90 사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값은 1.91로 잔차항 간의 상관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인인 성별과 성적을 투입한 모형 1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 = 11.49, p < .001), 16%의 설명력을 보였다. 투입된 통제변인 중 성

별이 중학생의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β = .40, p < .001), 이

는 여학생의 불안 수준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독립변

인과 보호요인이 불안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들을 투

입한 모형 2는 유의하였다(F = 12.89, p < .001). 모형 2에 따르면 투입

된 변인들은 중학생의 불안을 38% 설명하였으며, 이는 모형 1에 비해

22%p 추가적으로 설명된 결과이다. 구체적인 변인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β = .56, p < .001)와 과제관리역량(β = .19, p < .05)은 중학생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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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트레스가 클수록, 과

제관리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과제관리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이와 반대되는 결

과였다. 한편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3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F = 9.35, p < .001), 39%의 설명력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상호작용항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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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β
B

(SE)
β

B 
(SE)

β

불안

(상수) 1.48 
(.12)

1.60 
(.12)

1.56 
(.12)

성별 .36
 (.08) .40*** .15

 (.07) .17* .16 
(.07) .17*

성적 -.02 
(.05) -.06 -.02 

(.05) -.03 -.01 
(.04) -.02

스트레스 
(A)

.25 
(.04) .56*** .26 

(.07) .60***

과제관리역량 
(B)

.08 
(.04) .19* .09

 (.04) .19*

SNS또래연결감 
(C)

-.01 
(.03) -.01 -.01 

(.03) -.03

부모대화시간 
(D)

.01 
(.03) .03 .02 

(.03) .04

A x B -.08 
(.07) -.14

A x C .11 
(.07) .21

A x D -.10 
(.07) -.14

R2 .17 .41 .44

adj R2 .16 .38 .39

⊿adj R2 .22 .01

F 11.49*** 12.89***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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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V-5>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N = 120)

2)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이 위축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는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이 위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으며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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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6>와 같다.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인 성별과 성적을 투입하였고,

모형 2에서는 독립변인인 스트레스와 개인적, 환경적 보호요인인 과제관

리역량, 부모와의 대화시간, SNS를 통한 또래연결감을 투입하였으며 모

형 3에서는 스트레스와 각 보호요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각 모

형에 투입한 변인들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

값은 2.21로 잔차항 간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인인 성별과 성적을 투입한 모형 1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 = 4.57, p < .05), 6%의 설명력을 보였다. 투입된 통제변인 중 성별이

중학생의 위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β = .23, p < .05), 이는 여

학생의 위축 수준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독립변인과

보호요인이 위축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들을 투입한

모형 2는 유의하였다(F = 6.95, p < .001). 모형 2에 투입된 변인들은 중

학생의 위축을 23% 설명하였으며, 이는 모형 1에 비해 17%p 추가적으

로 설명된 결과이다. 구체적인 변인을 살펴보면 스트레스는 중학생의 위

축에 정적영향을 미쳤는데(β = .38, p < .001), 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

을수록 위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또래환경적 보호요인인 SNS

를 통한 또래연결감은 중학생의 위축에 부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β = -.21, p < .05). 즉,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SNS를 통해 또래연결감을 많이 느낄수록 위축 수준이 낮아졌다. 한편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였고(F = 4.77, p < .001), 22%의 설명력을 보였으나 유의미

한 상호작용항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한 모형 2에 비해 1%p 설명력이

떨어지는 모형이므로 모형3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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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β
B 

(SE)
β

B 
(SE)

β

위축

(상수) 1.61 
(.14)

1.71 
(.14)

1.69 
(.14)

성별 .22
 (.09) .23* .07 

(.09) .08 .07 
(.09) .07

성적 -.07 
(.05) -.12 -.08 

(.05) -.14 -.07 
(.05) -.12

스트레스 
(A)

.18 
(.04) .38*** .24 

(.08) .52**

과제관리역량 
(B)

.06
 (.04) .13 .07 

(.04) .14

SNS또래연결감 
(C)

-.10 
(.04) -.21* -.10 

(.04) -.22*

부모대화시간 
(D)

-.03 
(.04) -.07 -.03 

(.04) -.05

A x B -.10 
(.08) -.16

A x C .01 
(.09) .02

A x D -.03 
(.08) -.04

R2 .07 .27 .28

adj R2 .06 .23 .22

⊿adj R2 .17 -.01

F 4.57* 6.95*** 4.77***

*p < .05, **p < .01, ***p < .001 

<표 V-6>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이 위축에 미치는 영향 (N = 120)

3)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이 심리적 적응의 긍정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으며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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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7>과 같다. 모형 1에서는 통

제변인인 성별과 성적을, 모형 2에서는 독립변인인 스트레스와 개인적,

환경적 보호요인인 과제관리역량, 부모와의 대화시간, SNS를 통한 또래

연결감을 투입하였으며 모형 3에서는 스트레스와 각 보호요인의 상호작

용항을 투입하였다. 각 모형에 투입한 변인들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값은 1.72로 잔차항 간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

인하였다.

통제변인인 성별과 성적을 투입한 모형 1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 = 10.34, p < .001), 14%의 설명력을 보였다. 투입된 통제변인 중 성

별(β = -.33, p < .001)과 성적(β = .13, p < .05) 모두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여학생보다 높으며, 성적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또한 독립변인과 보호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

펴보기 위해 각 변인들을 투입한 모형 2는 유의하였다(F = 13.33, p <

.001). 모형 2에 투입된 변인들은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38% 설명하였

으며, 이는 모형 1에 비해 24%p 추가적으로 설명된 결과이다. 구체적인

변인을 살펴보면 스트레스는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

는데(β = -.48, p < .001), 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보호요인이 삶에 만족도에 미치는 주효

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의 상호작용항까지 투

입한 모형 3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F = 9.73, p < .001), 40%의 설

명력을 보였다. 이는 모형 2에 비해 2%p 설명력이 증가한 결과이다. 구

체적으로 스트레스와 가정환경적 보호요인인 부모와의 대화시간 상호작

용항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3, p < .05). 구체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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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균값을 기준으로 고(高)집단과 저(低)집단으로 나누어 그래프를 그

려보았다.

종속
변수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β
B 

(SE)
β

B 
(SE)

β

삶의 
만족
도

(상수) 4.01 
(.35)

4.11 
(.31)

4.09 
(.32)

성별 -.81 
(.21) -.33*** -.47 

(.20) -.19* -.47 
(.20) -.19*

성적 .27
 (.13) .13* .13

 (.12) .069 .15 
(.12) .10

스트레스 
(A)

-.59 
(.10) -.48*** -.71 

(.19) -.58***

과제관리역량 
(B)

.14 
(.10) .11 -.12 

(.10) .10

SNS또래연결감 
(C)

.04
 (.09) .03 .01 

(.09) .01

부모대화시간 
(D)

.08 
(.09) .07 .07

 (.09) .06

A x B -.15 
(.19) -.09

A x C .02 
(.20) .02

A x D .43 
(.19) .23*

R2 .15 .41 .44

adj R2 .14 .38 .40

⊿adj R2 .24 .02

F 10.34*** 13.33***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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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V-7>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이 삶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N = 120)

<그림 2>를 통해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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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대화시간의 조절효과

모와의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부모와의 대화시간

이 많은 집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정도

가 작았다. 반면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적은 집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

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욱 크게 낮아졌다.

VI.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학생의 심리적 적응과 이에 영향을 미

치는 스트레스 및 개인적·환경적 보호요인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수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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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중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그들이 직면하

는 다양한 삶 속의 도전과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적응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이를 완충하는 보호요인을 확인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밝혀진

보호요인도 한정적이었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루어진 청소년 대상 연구

들도 대면 상황에서의 보호요인을 위주로 기술하고 있어 간헐적 등교와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보호요인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과제관리역량, 부모와의 대화시간, SNS를 통한 또래와

의 연결감이라는 보호요인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 상황에서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보호요인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에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중인 중학교 3학년(2006년생) 청소

년 122명이 참여하였다. 온라인설문링크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스

트레스, 불안, 위축, 삶의 만족도, 과제관리역량, 부모(보호자)와의 대화시

간, SNS를 통한 또래연결감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8.0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이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으며,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

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개인적·환경적 보호요인이 심리적 적응의

부정적 측면 중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스트레스와 개인적

보호요인인 과제관리역량이 중학생의 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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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고, 과제관리역

량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스트레

스가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의 스트

레스가 불안 및 우울을 높인다는 선행연구들(남연서, 2021; 장정윤, 2021;

Gallagher et al., 2020; Gotlib et al., 2020; Liu et al., 2021; Montano,

2020)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반면 과제관리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이 불안을 더 많이 느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설정한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였다.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교가 혼재하고 비대면 위

주로 일상이 흘러가는 현 상황에서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하는 역량인 과제관리역량을 갖춘다면 불안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

설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시간과 목표를 잘 관리하는 학생일수록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다음 두 가지 가능성을 들어 유추해볼

수 있다. 먼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취압력을 많이 지각할수록 스트

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최경숙, 2007)와 성취지향적인 목표가

청소년의 시험불안을 높인다는 연구(신종호, 진성조, 2013)가 존재한다.

즉, 성적 관리와 시간 활용에 노력을 들이는 학생일수록 성취지향적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성적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고 이것

이 높은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혹은 학업성적이 좋다

하여도 이에 만족하지 못할 때 우울 및 불안을 많이 느낄 수 있다(노충

래, 김설희, 2012). 이 연구에서도 성적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보다 성적

이 보통 이상인 집단의 학생들의 과제관리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F = 9.19, p < .001). 즉, 과제관리역량이 높은 학생들은 성적이 높

고 이를 신경 쓰며 학교생활과 관련한 걱정과 고민이 많을 수 있어 불안

수준이 높게 나온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과제관리역량 수준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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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학업적인 수행에 있어 문제를 보이지 않아 전문가

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스트레스가 과도해진다면 불

안과 같은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안정

을 위한 개입과 함께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설정

한 가설과 반대의 결과가 나온 또 다른 이유를 ‘불안의 긍정적 측면’을

들어 예측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라 불안을 부정적

인 것으로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때로는 적당한 양의 불안이

성취를 높이고 창의성을 자극하기도 한다(Swift, Cyhlarova, Goldie, &

O’Sullivan, 2014). 추후에는 불안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과제관리역량과 불안 간의 인과관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개인적·환경적 보호요인이 심리적 적응의

부정적 측면 중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스트레스가 중학생

의 위축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또래환경적 보호요인인 SNS를 통한 또

래연결감이 중학생의 위축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위축되고, SNS를 통해 또래와의 연

결감을 많이 느낄수록 위축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환경적 스트레스가 위축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 연구(이경주,

신효식, 김효심, 1998)와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무력감, 회피, 위

축과 같은 정서상태를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김태량, 최용민, 2016)들과

동일한 결과였다. 또한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고려하고서도 SNS를 통한

또래연결감의 주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과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

과 동일한 결과이다(고영남, 2008; 김민정, 2016; 박새와, 2012). 대면상황

에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유대감 외에도 SNS를 통해 느끼는 연결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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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보여준 이 연구의 결과는

직접적 상호작용이 줄어든 현 상황에서 또래관계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SNS를 통해 경험하는 유대감의 긍정적 영향을 밝힌 기존의

연구들(권우영, 백승령, 2015; 김유정 등, 2012; 손영준, 허만섭, 2020)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는 SNS의 적절한 사용과 활용에 대한 교육

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또래지지체계의 강화

를 위해 교육부와 여성부에서 실시중인 또래상담사 사업을 SNS 맥락에

까지 확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개인적·환경적 보호요인이 심리적 적응의

긍정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었다는 기존의 연구들

(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장혜주, 2012)과 동일하고, 스트레스가 청

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을 낮추었다는 결과(조공민, 이덕남, 2014)와도 맥

을 같이한다. 또한 보호요인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정환경적

보호요인인 부모와의 대화시간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조절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많은 집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아지는 정도가 작았으나,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적은 집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아지는 정도가 컸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대화가 청소년의 사회·

정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기존의 연구들(김재엽 등, 2015; 김

진주, 조규판, 2012; 엄경주, 윤채형, 2017; 윤기봉, 2020; 이기연, 홍상욱,

2014; 정장수, 전혜성, 2016; 조한익, 차주연, 2013)과 같은 맥락이다. 선

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가정환경적 보호요인이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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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위의 결과를 정리하면 스트레스는 중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모든 하위요

인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과제관리역량은 불안 수준을 높이고, SNS를

통한 또래연결감은 위축 수준을 낮추었다. 또한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심

리적 적응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완충하는 조절변인은 ‘부

모와의 대화시간’이었다. 이 연구에서 설정했던 가설과 달리 과제관리역

량과 SNS를 통한 또래연결감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

를 2021년을 기준으로 중학생인 아이들의 특성과 연결지어 유추해볼 수

있다. 본래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해지며 또래

관계의 영향력이 강력해지는 시기이다. 그러나 부모의 영향력도 여전히

크기 때문에 때로는 또래와의 관계보다도 부모와의 관계가 심리적 적응

을 더 잘 설명한다(Barrera & Garrison-Jones, 1992; 구희정, 2013에서

재인용). 또한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의 대부분은 학교공간에서 이루어지

지만(유지연, 황혜정, 2017), 2021년의 중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와 또래와의 상호작용 감소를 경험하였다. 즉, 또래와의 대면적 상호

작용이 줄고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와의 대화시간

이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부모와의 대화시간의 효과만 나타난 것이고, 상대적으로

과제관리역량이나 또래연결감의 영향력은 약해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

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적다면 부모의 양육태

도가 긍정적이라도 그 효과가 적고,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많아도 양육태

도가 부정적일 땐 오히려 많은 대화가 해가 될 수 있다(윤기봉, 2020).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와의 대화와 관련한 양적 변인뿐만 아니라

양육태도나 관계와 같은 질적 변인까지 함께 측정하여 더욱 심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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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학교 3학년의 스트레스는

심리적 적응의 하위요인인 불안, 위축,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적·환경적 보호요인의 역할을 강조함으

로써 현 상황에서 중학생들에게 필요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

었다. 중학생들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기성장과 관련한 상담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이며 부모와의

관계나 비대면 상황에서의 또래와의 연결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혹은 청소년 관련 현장에서 그

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주는 학교상담사나 보건교사, 학

교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등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출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코로

나19 상황에서 성인을 위주로 이루어져온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중학교 3학년 청소년에게 적용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중학교 3학년 시기는 그 자체로도 삶 속에서 다양한 원인의 스

트레스에 직면하는 시기인데, 그에 더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혼란과 스

트레스는 그들의 심리적 적응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코

로나19 상황에서 중학생의 스트레스를 파악한 연구와 그들의 스트레스

경험이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더욱

폭넓은 연령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

둘째, 이 연구는 스트레스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개인적·환경적 보호요

인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코로

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대상의 연구들 중 청소년의 보호요인이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성을 파악한 연구들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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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부족했다. 코로나19 발발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아도 설정된 보호요

인들이 대면 상황에서의 보호요인을 다루고 있어 코로나19 상황에서 필

요할 것이라 예상되는 보호요인까지 적절히 담고 있지 못했다. 이를 보

완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상호작용이 공존하는

현 상황에서, 보다 확장된 변인들을 설정하고 효과성을 파악하였다. 이렇

게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요인을 밝힘으로써 선행연구

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

째, 이 연구는 서울 및 경기에 거주중인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이렇게 중학교 3학년에게 한정되어 있어 청소년기 전반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양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령

대를 보다 확장하여 학교급별이나 학년별 비교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수도권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긴 하나 전국적으

로 감염의 위험을 실감하고 있고, 스트레스나 심리적 적응이 지역에 따

라, 도시와 농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연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스트레스 척도는 하위요인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일상생활 경험에서 인식하는 스트레스에 따른 차이는 알 수

없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로 삶 전반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

도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또래관련, 학업관련, 부모관련 등

어떤 영역에서 더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서

로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는 심리적 적응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

고, 보호요인과의 조절효과도 달리 나타날 수 있어 후속연구에서 다양한

하위요인의 스트레스까지 시도해본다면 또 다른 의미 있는 결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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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 연구에서는 과제관리역량, 부모와의 대화시간, SNS를 통한 또

래연결감이라는 개인적·환경적 보호요인이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스트레스와 조절효과를 갖는지 알아보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보호요인의 역할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상황일지라

도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자아존중감이나 대면상황에서 지각하는 긍정적

인 또래관계, 혹은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보호요인들이 중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혹은 기존에 밝혀진 이 보호요인들이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리 작용하는지 비교해볼 수도 있어 더욱 다양한 관점의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보호요인이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호요인이 스트레

스를 완충하는지 밝혀냈다. 특히 비대면 상황에 적절한 보호요인을 설정

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중학생들에게 개인의 역량 측면에서, 부모나 또

래 측면에서 필요한 개입에 대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그리고 이후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보호요인의 중요

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심리적 방역의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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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청소년용 질문지3)

3) 본 설문지를 온라인설문링크 상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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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stress and protective

factors on psychologica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context of

COVID-19.

Song, Jieon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stress and protective factors on psychologica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context of COVID-19. Psychological adjustment

was divided into negative aspects, including anxiety and withdrawn

behavior, and positive aspect, life satisfaction. For protective factors,

task management competency, conversation hours with parents, and

peer connection through SNS were set. Specifically, This study aimed

(1)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tress and protective factor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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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adjustment. It also examined (2) the moderating effect

of protective factors between stres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order to verify this research questions, 122 students in the 3rd

grade middle school(born in 2006)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sampled. Questionnaires were used through the online

survey link to measure stress, anxiety, withdrawn behavior, life

satisfaction, task management competency, conversation hours with

parents, and peer connection through SN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28.0.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t-test,

Anova, Scheffé,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tress and task management

competency, a personal protective factor,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nxiety of adolescents.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stress, the

higher the anxiety, and the higher the task management competency,

the higher the anxiety. This result was contrary to the initial

hypothesis. In this study, rather, students with higher level of task

management competency who were good at managing time and goals

had a higher level of anxiety. The moderating effect on anxiety

between stress and protective factors was not shown.

Second, stress had a positive effect on adolescents’ withdrawn

behavior, and peer connection through SNS, a peer-environmental

protective factor, had a negative effect on withdrawn behavior.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stress, the higher the withdrawn behavior,

and the higher the peer connection through SNS, the low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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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drawn behavior. The moderating effect on withdrawn behavior

between stress and protective factors was not shown.

Third, stress had a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nd the

main effect of the protective factors did not appear. However,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stress and conversation hours with parents,

which is a home environment protective factor, was significant. In

other words, conversation hours with parents regulated the negative

effect of stress on life satisfaction. Specifically, the group with a lot

of conversation with parents showed a small amount of decrease in

life satisfaction as the stress increased, whereas the group with a

small conversation with parents showed a bigger amount of decrease

in life satisfaction as the stress increased.

Through the study results above, it was found that in the context

of COVID-19, the stres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had a great

effect on psychological adjustment - anxiety, withdrawn behavior, and

life satisfaction. Furthermore, by focusing the role of personal and

environmental protective factors, the necessary measures for youth

were examined and suggested.

Keywords : COVID-19, adolescents’ stress, psychological

adjustment, task management competency,

conversation hours with parents, peer connection

through SNS

Student Number : 2019-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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