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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dolescent Temperament and Parent-child Attachment on Depression

So-Youn Yim, Myoung-Ok Chae, Ja-Hyung Lee

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levels of temperament, parent-child attachment and depression of adolescents and 
verify its effects. Methods: Surveys were conducted with 500 students from two middle schools, one located in Seoul and one 
in Gyeonggi Province. Adolescent temperament was measured using 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parent-
child attachment using the 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and depression using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luster, t-test, correlation and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Characteristics of tempera-
ment were classified into 2 groups. The ‘Adaptation vulnerable group’ showed high Harm Avoidance and the ‘Adaptation pro-
tective group’ showed high Reward Dependence, and Patience. The ‘Adaptation vulnerable group’ showed lower attachment 
and higher depression than the ‘Adaptation protective group’. Novelty Seeking and Harm Avoidance correlated positively with 
depression and negatively with attachment.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attachment reported lower levels of depressio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Adaptation vulnerable group’ was 2.16 times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depres-
sion than ‘Adaptation protective group’. Conclusio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develop depression intervention pro-
grams for adolescent psychological health and provide encouragement in the development of parent-child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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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로 급격

한 신체적 변화와 정서적인 혼란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Ha et al., 

2010). 또한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환

경으로 인한 공부, 장래 및 진로, 학교생활 등과 관련된 학업 스트

레스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취약성이 높은 상태이며(Park et al., 

2011),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개개인의 발달단

계에 있어 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과 사회에도 심각한 영

향을 미친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심리적 장애가 우울이다. 청소년의 

우울은 학교 부적응, 비행, 가출, 약물 중독뿐만 아니라, 성인보다 

자기조절이 힘들고 충동적이어서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

이 있다(Choi, 2012).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청소년건강

형태온라인조사’에서도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자살자가 2008년 

13.5명에서 2009년 15.3명으로 증가하였고(Korea Center for Dis-

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우울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

요인으로 보고 있다(Lee, Choi, & Kong, 2011).

청소년의 개인적인 요소로는 선천적 요인인 지능과 기질 그리고 

환경적 요인인 부모 애착, 학교, 사회 영향을 들 수 있다. Thomas

와 Chess (1977)에 의하면 ‘기질’이란 행동의 유형적 요소로서 무

슨 행동을 ‘왜’ 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정의한다. 청소년 개인이 지닌 기질의 행동 스타일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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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발달의 경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동일한 환

경적 스트레스에서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은 타고난 기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Abrams et al., 2004; Grucza, Przybeck, Spitznagel, 

& Cloninger, 2003; Kwak & Chung, 2011).

Ainsworth (1969)는 애착이란 개인에게 정서적으로 중요한 의미

가 있는 타인간의 유대관계로, 부모와 동료 간의 유용한 의사소

통, 지지, 길잡이가 되는 질적인 관계를 말한다. 청소년기에도 부모

는 여전히 안전기지로 남아 있으며, 청소년이 질병과 고통, 위협을 

느낄 때 지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율성 및 정체감 형

성에 중요 역할을 한다(Tak & Lee, 2004). 또한 청소년기에 애착 

행동은 부모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로 확대된다. 최근 2000년에 접

어들어서는 청소년 애착과 비행, 청소년의 애착 유형에 따른 심리

적 요인 및 부적응, 우울, 불안, 충동성의 다양한 변인들이 추가되

어 연구되고 있다(Kim, Jeon, & Lee, 2009; Lee, 2012). Kim, Jeon과 

Lee (2009)는 부모 애착이 우울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Lee (2004)는 우울증 집단의 

부모 애착유형을 분석한 결과에서 정상 집단보다 안정적 애착 유

형은 가장 낮고, 불안 수준이 높은 불안정한 몰입형 애착 유형이 

가장 높게 나온 결과를 보고하였다. 최근 Yoon과 Lee (2009)는 초

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종단적 분석을 통해 부모 애

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청소년 우울은 점

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하여, 부모 애착이 우울에 종단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청소년의 타고난 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선행 연

구(Abrams et al., 2004; Grucza et al., 2003; Kwak & Chung, 2011)

와 부모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Kim, Jeon, & Lee, 

2009; Lee, 2004; Yoon & Lee, 2009)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가진 기

질, 부모 애착과 우울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천적 요인인 기질

과 환경적 요인인 부모 애착 및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이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교

육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 제공과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우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구체적인 구성요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기질, 부모 애착, 우울 정도를 확

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기질유형 간 부모 애착, 우울 정도의 차이를 확

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기질유형, 부모 애착 및 우울과의 상관관계를 확

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기질유형, 부모 애착 및 우울간의 관련성을 확인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기질, 부모 애착과 우울을 확인하고, 이 변

인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2개 중학교를 임의로 

선정하고 2학년 남녀 학생 500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대상자의 수

는 Cohen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하여 유의수준(α)는 .05, 

회귀분석의 중간 효과 크기(effect size) .15, 검정력(power)은 .80

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분석에 필요한 표본수인 343명이므로 표

본수의 검정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 도구

청소년 기질 도구 

Cloninger, Svrakic과 Przybeck (1993)은 기질 유형과 성격 장애

를 설명하기 위해 7-14세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Junior Tem-

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TCI)를 개발하였고, 국내에

서는 Oh와 Min (2004)에 의해서 한국형 JTCI로 표준화하였다. 본 

연구자는 JTCI 워크샵에 참여하여 수료증을 받은 후,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질을 자극 추구(Novelty 

seeking, NS), 위험 회피(Harm avoidance, HA), 사회적 민감성(Re-

ward dependence, RD), 인내력(Persistence, P)의 4가지 하부기질

로 설명할 수 있는 44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그

렇지 않다’(0점), ‘별로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그렇

다’(3점)로 응답할 수 있는 4점 척도이다. 각 하부 기질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극추구는 성미가 급하고 쉽게 흥분하며 탐색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위험회피는 조심성이 많고 잘 긴장하며 겁이 많은 

사람이며, 사회적 민감성은 애정이 많고 헌신적이며 다른 사람과 

교류가 열려 있고, 인내력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며 끈기가 있

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Min, Oh, & Lee, 2007). 

본 연구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는 자극 추구 .72, 위험 회

피 .81, 사회적 민감성 .63, 인내력 .63으로 나타났다.

애착척도 

Armsden과 Greenberg (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에 대한 애

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의 개정본

(IPPA-R)을 Ok (1998)이 번안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 저자의 

위임을 받은 번안 저자의 허락을 받은 후, 또래 애착을 제외하고 

부모 애착 25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결코 그렇

지 않다’(1점), ‘드물게 그렇다’(2점), ‘가끔 그렇다’(3점), ‘자주 그렇

다’(4점), ‘항상 그렇다’(5점)로 응답할 수 있는 5점 척도이다. 점수

의 범위는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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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애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이었다. 

우울척도 

청소년의 우울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Kovacs (1983)가 개발하고 

Han과 Yoo (1994)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번안한 아동용 

우울(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척도를 번안 저자 허

락 하에 사용하였다. CDI는 8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 및 청소년

이 지난 2주 동안 자기의 우울 정도를 보고하는 자가 우울 평정 척

도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예를 들면 ‘나는 가

끔 슬프다’(0점), ‘나는 자주 슬프다’(1점), ‘나는 항상 슬프다’(2점)

로 응답할 수 있는 3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다. 총 점수 범위는 0점에서 54점이며, 22점 이상은 중등도 우울

(Kovacs, 1983)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4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11년 9월 1일부터 29일까지였다. 본 연구자

는 이화여자대학교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의를 통

하여 승인을 받은 후(IRB No. IRB 2011-6-1), 선정된 대상 중학교

를 직접 방문하여 해당 학교장의 협조아래 보건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 조사의 협조를 받았다. 안내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의의, 익명성과 절대비밀 보장 및 결과의 윤리적 사용에 대

해 기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서를 받고, 자습시간에 설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총 520부의 설문지 중 500부가 수거되어 96%의 

수거율을 보였으며 전 수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

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질, 부모 애착, 우울 정도를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기질을 군집 분석하였고, 기질유형 간 부모 애착 

및 우울 정도의 차이는 독립표본 t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기질, 부모 애착, 우울에 대해 Pearson 상관계수

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기질, 부모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서 Logistic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질, 부모 애착, 우울 정도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거주지는 서울

시 147명(29.4%), 경기도 353명(70.6%)였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 

58.4% (292명), 여학생 41.6% (208명)이고,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연령은 주로 15세가 458명(91.6%)였다. 가족의 형태는 양부모 가

족 91.6% (458명), 한 부모 가족 8.4% (42명)였다.

기질, 부모 애착, 우울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기질, 부모 애착, 우울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 기질은 네 가지 하부기질로 나누어지고, 자극추구는 평균 

19.25점(±5.72), 위험회피는 평균 20.19점(±6.4), 사회적 민감성은 

평균 15.52점(±4.08), 인내력은 평균 13.1점± (3.23)였다. 애착은 

29-125점의 범위 내에서 평균 86.97점(±18.71)이었고, 우울은 

0-44점의 범위 내에서 평균 14.95점(±7.32)으로 정상이었으나, 9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00)

Variables Category n (%)

Living area Seoul 147 (29.4)
Gyeonggi-do 353 (70.6)

Sex Male 292 (58.4)
Female 208 (41.6)

Age (year) 14 32 (6.4)
15 458 (91.6)
16 10 (2)

Family type Both parents 458 (91.6)
Single parent 42 (8.4)

Table 2. Level of Sub-Temperament, Attachment, Depression of the 
Participants  (N=500)

Variables
Classifica-
tion

n (%) Range Mean±SD t p

Temperament
Novelty Total 2-36 19.25±5.72
  seeking Male 292 (58.4) 18.94±5.66 -1.41 (.158)

Female 208 (41.6) 19.67±5.76
Harm Total  1-37 20.19±6.4
  avoidance  Male 292 (58.4)  19.41±6.29 -3.24 (.001)

Female 208 (41.6) 21.28±6.40
Reward Total  2-27 15.52±4.08
  dependence Male 292 (58.4) 14.23±3.50 -8.88 (< .001)

Female 208 (41.6) 17.35±4.14
Persistence Total  2-23 13.14±3.23

Male 292 (58.4) 13.15±3.03 0.099 (.919)
Female 208 (41.6) 13.12±3.49

Attachment Total 29-125 86.97±18.71
Male 292 (58.4) 87.41±18.64 0.62 (.645)
Female 208 (58.4) 86.35±18.84

Depression Total 0-44 14.95±7.32
Male 292 (58.4) 14.85±7.30 -0.44 (.794)
Female 208 (41.6) 14.28±7.29

Depression 0-44 14.95±7.32
  level Normal 

  (0-21)
406 (81.2)

Depression
  (22-54)

94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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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s of Temperament and Attachment on Depression

Variables B S. E Odds ratio
95% C. I.

Sig.
Lower Upper

Temperament .771 .258 2.162 1.303 3.587 .003
Attachment -.044 .007 .957 .944 .970 < .001

명(18.8%)은 22점 이상의 중등도 우울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기

질, 부모 애착, 우울정도의 차이는 하부기질 중 여학생의 위험회피 

평균은 21.28± (6.40), 사회적 민감성 평균은 17.35± (4.14)으로 남

학생의 위험회피 평균인 19.41± (6.29)과 사회적 민감성 평균인 

14.23± (3.50)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3.24, p= .001, t= -8.88, p< .001). 그러나 성별에 따른 부모 애착

과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청소년의 기질유형에 따른 부모 애착과 우울 정도의 차이 

청소년의 기질유형 특성 및 기질유형에 따른 부모 애착과 우울 

정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군집 분석을 사용하여 두 기질유형

으로 나누었고, 기질유형간의 자극추구를 제외한 위험회피(t=  

28.47, p< .001), 사회적 민감성(t= -3.11, p= .002), 인내력(t= -4.82, 

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군집 1은 위험회피 기질이 

높고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이 낮은 반면, 군집 2는 위험회피 기

질이 낮고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이 높았다. Svrakic 등(2002)은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적응에 더 불리하고, 사회

적 민감성 및 인내력 기질은 높을수록 적응에 더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냈고, 본 연구 대상자의 기질유형도 유사한 분류 결과

를 고려하여, 군집 1은 ‘적응취약군(adaptation vulnerable group)’

으로, 군집 2는 ‘적응보호군(adaptation protective group)’으로 명

하였다. 기질유형 간의 부모 애착(t= -3.40, p= .002)과 우울(t=  

8.35, p< .001)에 있어 유의하였고, 적응취약군이 적응보호군보다 

낮은 애착 수준과 높은 우울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질, 부모 애착, 우울 간의 상관관계

하부기질과 부모 애착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하부 기질인 자극추구(r= .172, p< .001)와 위험회피(r= .417, p<  

.001)는 우울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반대로 부모 애착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자극추구 r= -.198, p< .001, 위

험회피 r= -132. p< .001). 이는 자극추구와 위험회피의 정도가 높

을수록 높은 우울 정도와 낮은 부모 애착을 의미한다. 하부 기질

인 사회적 민감성(r= .202, p< .001)과 인내력(r= .342, p< .001)은 

부모 애착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반대로 우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사회적 민감성 r= -.286, p< .001, 인내력 r=

-.388 ,p< .001). 이는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의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부모 애착과 낮은 우울 정도를 의미한다. 우울과 애착은 유

의한 부적 상관(r= -.453, p< .001)이 있었다. 이를 통해 부모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하부기질 

중 인내력은 다른 기질유형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인내력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극추구(r= -.360, p< .001)와 위험회피(r=

-.168, p< .001)의 정도는 낮지만, 사회적 민감성(r= .310, p< .001)

의 정도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기질 및 부모 애착이 우울 정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기질유형, 부모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 로

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기질유형군

집은 적응 취약군을 1로, 적응 보호군을 0으로 더미 변수화하였

고, 우울 정도는 정상군(406명)을 0, 중등도 우울 집단(94명)을 1

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모형의 -2 log likelihood 값의 차

이에 대한 χ2 값은 60.49로 p< .0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

Table 3. Comparison of Sub-Temperaments, Attachment, Depres-
sion between Adaptation Vulnerable Group and Adaptation Protec-
tion Group

Variables

Adaptation 
vulnerable group

(Cluster 1; n=262)

Adaptation 
protection group

(Cluster 2; n=238) t p

Mean±SD Mean±SD

Temperament
  Novelty seeking 19.37±5.91 19.11±5.52 0.51 (.614)
  Harm avoidance 24.99±3.88 14.91±4.02 28.47 (< .001)
  Reward 
    dependence

14.99±3.98 16.12±4.12 -3.11 (.002)

  Persistence 12.49±3.05 13.86±3.27 -4.82 (< .001)
Attachment 84.29±18.67 89.92±18.34 -3.40 (.002)
Depression 44.27±7.31 39.23±6.46 8.35 (< .001)

Table 4. Correlation among Sub-Temperaments, Attachment, Depression                                                                                 (N=500)

Variables
Temperament

Attachment Depression
Novelty-seeking Harm-avoidance Reward-dependence Persistence

Temperament
Novelty-seeking 1    
Harm-avoidance -.039 (.193) 1     
Reward-dependence -.006 (.442)  -.052 (< .001) 1   
Persistence -.360 (< .001) -.168 (< .001) .310 (< .001) 1

Attachment -.198 (< .001)  -.453 (< .001) .202 (< .001)  .342 (< .001) 1
Depression .171 (< .001)  .417 (< .001) -.286 (< .001) -.388 (< .001) -.453 (<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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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종속변수의 예측력은 73.7%, Cox & Snell R2를 기준으로 11.4%

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독립변수인 우울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기질유형은 p= .003, 부

모 애착은 p<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귀 분석 결과

는 적응 보호군에 비해 적응 취약군이 중등도 우울 위험도는 

2.162 (Exp(B))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애착점수가 1

점 증가할 때 우울 점수는 .044점 감소하고, 부모 애착 수준이 1점 

증가할수록 중등도 우울 위험도는 0.957 (Exp(B))배 낮아졌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질과 부모 애착, 우울정도

를 파악하고 이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결과들

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 500명의 우울 평균 점수는 14.95 (±

7.32)로 정상이었으나, 22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등도 우울이 있는 

청소년은 18.8% (94명)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에서 보고한 2012

년 청소년 통계조사에서 전국 지역 대상으로 청소년 우울증 경험

률의 38.2%보다 낮게 나왔으나, 요사이 증가하고 있는 대중 매체, 

사이버 환경, 학업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우울을 증가할 수 있는 

주요인이므로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부분임을 말한다. 그

리고 본 연구 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는 유의하

지 않았는데, 이는 Kim과 Lee (2008)의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청

소년의 사회 불안과 우울 증상에 대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가 없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Kim, Jeon과 Lee 

(2009)의 고등학생 대상으로 청소년의 부모 애착,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대한 연구에서는 여학생 우울 평균 점수가 11.61 (±7.77)

로 남학생 우울 평균 점수 9.74 (±6.58)보다 높은(t= -2.04, p=

< .001) 결과를 보고하였고, Ge, Conger와 Elder (2001)의 연구에

서는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춘기에 우울 정도가 더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

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우울 정도 차이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성

별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 사춘기에 나타나는 생물학적 변화, 사회 

문화적 요소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우울 정도 차이를 추후 연구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기질을 하부기질에 따라 군집 분

석하여 자극추구와 위험 회피 수준이 높은 ‘적응 취약군’ 262명과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수준이 높은 ‘적응 보호군’ 238명으로 구

분하였다. ‘적응 취약군’은 ‘적응보호군’보다 낮은 부모 애착 수준

(t= -3.40, p= .002)과 높은 우울 수준(t=8.35, p< .001)으로 유의

하게 나왔다. 이는 Park과 Son (2012)이 자극에 민감하고 분노와 

같은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기질의 특성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

로 정상 집단 간의 부모 애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 애착이 

낮고(t=4.99, p< .001), 부모 양육 행동 정도가 낮을 뿐 아니라

(t=4.24, p< .001), 경계선 성격으로 우울의 경향이 높게(t=5.09, 

p< .001) 나온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Svrakic 등(2002)이 자

극추구 및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적응에 더 불리하여 우울 

정도가 높고,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 기질은 높을수록 적응에 

더 유리하여 우울 정도가 낮다고 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Lee와 

Hwang (2009)이 일반 대학생 753명을 대상으로 기질과 우울을 연

구하였을 때, 자극 추구(t=4.99, p< .001)와 위험회피(t=6.27, p<  

.001) 경향이 높은 군이 우울과 정적 상관(각각 r= .25, p< .001; 

r= .18, p< .001)을 보여주어 본 연구 대상자와 연령 차이는 있으나 

기질은 타고난 선천적 요인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본

다. 반면에 Kwak과 Jung (2011)은 위험회피 기질은 우울에는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주장하며, 단지 부적응 도식이 매개 

역할을 하여 우울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질에 대해 

Yoo와 Kwon (2009)은 이론상으로 더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가치중립적이라 하였고, Cloninger 등(1993)도 기질을 통해 

인성의 유형을 분류하고 기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개인의 성

격장애여부 및 정도를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기질 외

에 다른 차원들을 추가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대두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기질과 부모애착을 함께 적용하여 체계적으

로 우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 결과에서는 부모 애착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아지는 유의한 부적 상관(r= -453, p< .001)이 나타났다. 이는 부

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우울수

준이 낮아진다는 연구(So, Song, & Kim, 2010) 결과와 유사하고, 

Kim, Jeon과 Lee (2009)의 고등학생 대상으로 청소년의 부모 애착,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 애착이 높으면 자아존

중감이 높고, 우울이 유의하게 낮아짐을 보고한 연구 결과와도 일

치한다. 또한 Lee (2004)가 보고한 청소년 우울증 집단의 경우 정

상 청소년 집단보다 부모의 방임 혹은 학대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청

소년과 부모와의 상호작용 증진을 통하여 부모 애착을 높일 수 있

는 다양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계획하는 전략이 유용할 수 있음

을 나타내고, 추후 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을 제안한다. 

넷째, 기질과 부모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기질유형은 

p= .003, 부모 애착은 p<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적응 

취약군의 우울 위험도는 2.162 (Exp(B))배 높고, 부모 애착점수가 1

점 증가할 때 우울 점수는 .044점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기질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 해도, 선천적으로 고유한 기질 유형을 타고

나는 것이므로 상담 및 중재프로그램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상대

적으로 어렵다(Young, Klosko, & Weishaar, 2005)는 것을 생각하

게 된다. 그러나 같은 기질 유형을 지닌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에 접

하게 되는가에 따라서 성격 발달의 양상은 달라지며, 발달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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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질을 조절하므로(Min, Oh, & Lee, 2007),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우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에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서 부모 애착이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울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

함을 목적으로 한 우울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주요 구성요인으로

는 청소년에게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

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전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여 

일반화의 한계가 있고, 자기보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하

였으므로 측정 오류의 가능성이 고려되는 점이 제한점이나, 청소

년의 심리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우울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구성

요인으로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된 기질 및 부모 애착을 함께 적용

하여 연구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의 우울

과 기질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 다른 변인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Kwak & Chung, 2011).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심

리적 건강 상담 및 교육 시 실질적인 기초 자료의 사용을 확대하

여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질유형별에 따른 특성화된 우울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단체

는 부모 애착 증진을 목적으로 출생에서부터 성장 시기에 따른 맞

춤형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 추진이 필요

하다.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기질, 부모 애착, 우울 정도를 확인하고, 이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2개 중학교에서 2학년 남

학생 292명, 여학생 208명으로 자료 수집 기간은 2011년 9월 1일부

터 29일까지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대상자의 18.8%가 중등도 우울이었고, 

우울 평균은 14.95 (±7.32)점이었다. 성별에 따른 기질, 부모 애착, 

우울정도의 차이는 하부기질 중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이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t= -3.24, p= .001; 

t= -8.88, p< .001), 부모 애착과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청

소년의 기질을 하부기질에 따라 군집 분석하여 위험회피 기질이 

높고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이 낮은 ‘적응 취약군’과 위험회피 기

질이 낮고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이 높은 ‘적응 보호군’으로 나누

었다. 기질유형은 부모 애착(t= -3.40, p= .002)과 우울(t=8.35, p<  

.001)에 있어 유의하였고, 적응 취약군이 적응 보호군 보다 낮은 

애착수준과 높은 우울수준을 나타났다. 하부기질과 부모 애착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에는 하부기질인 자극추구와 위험회피는 우

울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애착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반대로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은 애착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우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우울과 부

모 애착은 유의한 부적 상관(r= -453, p< .001)이 있었다. 이는 부

모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

으로 적응 보호군에 비해 적응 취약군이 중등도 우울 집단일 위

험도는 2.162배 높고, 부모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중등도 우울 위

험도가 낮다고 파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기질, 부모 애착과 우울을 살펴봄으로

써, 상담 및 교육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확대하

였고, 우울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의 주

요 구성요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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