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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우울 측정을 위한 CES-D와 RADS-2-K 도구의 비교

성 경 미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 건강과학연구원

Comparison of CES-D and RADS-2-K in Measuring Adolescent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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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scales measuring adolescent depression.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using CES-D and RADS-2-K as sales measuring adolescent depression. 
The participants were 1,217 adolescents from two middle schools located in South Korea.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1.0. All the items included in the two instruments were analysed through content analysis. 
Results: The study revealed that the two instruments produced different results in the number of depressive stu-
dents, depression levels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and item distribution based on content analysis. 
The total number of the students belonging to the depression group was 194, including 132 from CES-D and 183 
from RADS-2-K. Based on the content analysis covering two categories, general and adolescent depression, the 
study determined fifteen subcategories in the items of the two scales. Conclusion: In this study, CES-D showed 
less sensitivity than RADS-2-K in depression levels according to factors relevant to adolescent depression, and 
both scales had no item for three subcategories of adolescent depression and one subcategory of general 
depression. The researcher suggests that further studies to evaluate the validity of adolescent depression scales 
will be useful for helping adolescents with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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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적 ․ 정신적 변화와 함께 부모에게 의존하려

는 욕구와 부모의 권위와 간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를 동시

에 가지고 있는 갈등적인 시기로[1] 지적능력과 사고능력이 왕

성하게 발달하고 가족관계 이상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

며 심리적으로 성숙해지는 때이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가족관

계를 통해 생리적 기본욕구를 충족하고 사랑을 경험하며 심리적

으로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을 통해 친구나 선

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학업성취를 경험하며 자존감을 키워

가기도 한다[2]. 그러나 개인을 둘러싼 내 ․ 외적 환경이나 타고난 

기질적 특성에 성장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을 경

우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은 왜곡되고 정상적인 성숙에 방해

를 받을 수 있으며 결국 발달이 지연되거나 실패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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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입시경쟁으로 인해 빠르면 초등학교 고

학년부터 학업에 대한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며 상대평

가로 인한 서열화 제도로 지속적으로 좌절감을 경험하는데 이와 

같은 대처능력을 넘는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3].

우울은 삶의 과정에 흔하게 경험되는 것으로 가벼운 우울에

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서반응을 동반하는데, 

청소년의 우울 반응은 일반성인과 차이가 있어 죄의식이 심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며 일탈 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에

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선택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데 이는 발달기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대처능력이 부족한 

시기로 우울로 인한 자살의 위험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4]. 따라서 청소년의 일탈행동이나 우울

로 인한 자살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우

울증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비행행동[5]이

나 폭력경험[6], 왕따 등의 괴롭힘[7,8]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관련 변인으로 밝혀졌으므로 이에 대한 포괄적

인 관심과 통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우울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Ra-

dloff[9]가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

pression Scale (CES-D)을 Chon과 Lee[10] 혹은 Cho와 Kim 

[11]이 번안한 한국판 CES-D 척도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도

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 증후군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국내 여러 연구자들이 반복적으로 신뢰도를 검증하며 지

역사회 역학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Beck 등[12]이 개발한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역시 한국어로 번역되어 표준화

된 우울증 선별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판 CES-D와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 거의 유사한 정도의 진단적 타당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3]. 또한 초기 청소년 연구에서는 아동우울 

측정도구인 Kovacs[14]의 Children Depression Inventory (CDI)

를 국내에서 Cho와 Lee[15]가 번역하여 한국판 소아우울척도로 

사용되고 있다[16]. 그리고 일부 연구자들은 간이정신진단검사

[17] 등의 우울척도에서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기도 하였

다. 그 외에는 Reynolds[18]가 개발한 청소년 우울도구인 Rey-

nolds Adolescent Depression Scale (RADS)을 최근 번역하여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아직 

보편화 되지는 않았지만 소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19-21].

이상과 같이 국내 청소년 우울연구는 국외에서 수십 년 전에 

개발한 일반인이나 아동대상의 우울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도구들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 증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자들이 청소년 우울 연구에 사용하고 있는 

한국판 CES-D 도구와 RADS-2-K를 비교 및 분석하여 청소년 

우울 특성의 반영 정도와 우울 관련 변인들에 따른 차이와 도구

간 일치도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는 추후 국내 청소년의 우울 도

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하리라 본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청소년 우울 측정에 사용되고 있는 한

국판 CES-D와 RADS-2-K를 비교 및 분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한국판 CES-D와 RADS-2-K의 우울 점수에 차이를 보이

는 연구대상자 특성을 파악하고 비교한다.

 한국판 CES-D와 RADS-2-K 도구의 용이성과 문항 내용

을 분석하고 비교한다.

 한국판 CES-D와 RADS-2-K 도구의 일치도를 확인하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 우울 측정에 사용되고 있는 한국판 

CES-D[9]와 RADS-2-K[18]를 비교 및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파

악하고 일치도를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도시에 소재한 중학교 1~3학년 학생으로 

대상자 수는 G*Power 3.1.7[22]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본 연

구의 우울 관련 변인에 따라 대상자의 우울수준을 비교하기 위

해 one-way ANOVA를 이용할 때 필요한 최소 연구대상자 수

는 양측검정과 효과크기(f) 0.4, 검증력(1-β) .95 인 경우 우울 청

소년이 최소 112명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RADS-2-K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중학생의 우울군이 상위 8.6~17.7%[19,20]였고, 

CES-D는 상위 19% 정도가 우울수준[13]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대략 112명의 10배에 탈락률 10%를 추가하여 1232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1,217명이 우울 청소년 선별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두 개의 우울 

도구 중 하나라도 우울증으로 판명된 대상자들은 모두 194명

(15.9%)이었다. 최종 우울군 194명중 두 개의 도구 모두에서 우

울증인 대상자는 121명(62.4%), 일치하지 않는 대상자는 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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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이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우울 증후군 측정도구와 청소년 

우울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모두 개발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CES-D와 RADS-2-K의 우울 도구를 비교 및 분석

하기 위해 청소년 우울과 관련이 있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과 왕따나 폭력경험 및 도움요청 등에 따른 우울점수의 

차이를 비교하고, 도구 문항의 내용분석은 연구자가 문헌을 토

대로 청소년 우울특성을 반영한 분석틀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1) 우울 증후군 

CES-D는 일반인의 우울 증후군을 역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Radloff[9]가 개발한 것으로 Chon과 Lee[10]가 한국어로 번역

하여 표준화한 도구로 총 20문항의 자가보고형 질문지이다. 각 

문항별로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빈도에 따라 0(전혀 없었다)

에서 3(매일 있었다)까지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0~60점으로 16점 이상은 경도의 우울감이 있는 상태, 25

점 이상은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임상적 수준의 주요

우울증으로 판별하고 있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값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이 도구의 응답 난이도는 마지막 문항에 ‘설문에 응답하기 어

떠하였습니까?’란 질문을 추가하여 매우 어렵다(4)에서 쉽다(1)

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이 어려운 것

을 의미한다. 

2) 청소년 우울

RADS-2-K는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eynolds 

[18]가 개발하고 Sung[20]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30문항의 자가보고형 질문지이다. 각 문항별로 1(전혀 

아니다)에서 4(대부분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30점에서 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우울과 비우울의 절단점은 

76점으로 76점 이상이 우울군이다. 이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

는 Cronbach's ⍺값 .93이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ung의 연구[20]에서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이 도구의 응답 난이도는 마지막 문항에 ‘설문에 응답하기 어

떠하였습니까?’란 질문을 추가하여 매우 어렵다(4)에서 쉽다(1)

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이 어려운 것

을 의미한다. 

3) 도구문항의 내용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우울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내용분

석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우울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

하였다. 내용분석은 CES-D가 청소년 우울연구에 사용되고는 

있으나 일반인의 우울 증후군을 역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개발

된 것으로 성인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우울의 특징을 포함하

고 있고, RADS-2-K는 청소년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

구로 청소년 우울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Learn와 Stein-

berg[23]의 청소년과 일반인의 우울 차이가 두 개의 도구를 비교

하는 내용분석에 유용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어 본 연구의 분

석틀로 하였다. 이들은 청소년 우울은 우울감이 지속되고 감정

발달과 사회성 발달이 현저히 둔화되며 분노감과 적대감 그리고 

공격성이나 일탈 행동들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은 

성인보다 자살사고를 많이 하고 도움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

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 이와 달리 성인 우울은 새벽에 심해지고 

낮 시간에는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대부분 공격적이지 않고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여 실제 도움을 요청하는 성향을 보인

다. 본 연구자는 이 내용을 토대로 분석틀을 만들고 2명의 청소

년 우울 전문가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일부 용어 수정 과

정을 거친 후 우울 도구의 문항 내용 비교분석에 사용하였다. 분

석과정은 먼저, 분석틀에 제시된 일반 우울 영역과 청소년 우울 

영역의 2개의 범주별로 각각 9개와 6개의 하위범주를 두고 도구

의 문항별로 주요어를 발췌하여 분류하였다. Table 4의 분석틀

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위범주중 먼저 일반 우울은 DSM-5[24]

에 제시된 일반적인 주요 우울증상을 반영하여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슬픔, 공허감, 절망감, 울음), 일상활동에 대한 흥미

나 즐거움 저하, 체중(식욕)감소/증가, 매일의 불면/수면과다, 

매일의 정신운동초조나 지연(좌불안석, 쳐지는 느낌, 비공격적), 

매일의 피로나 활력상실, 매일의 무가치감이나 죄책감, 매일의 

집중력 감소나 우유부단, 반복적 죽음생각(자살사고, 자살계획 

등)의 9가지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 우울 범주에서는 낮 시간에도 

좋아지지 않는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과민한 기분 추가), 감정발

달 저하, 사회성 발달 저하, 분노감 ․ 적대감 ․ 공격성, 일탈행동

(흡연, 약물남용, 성적행동 등), 도움요청 무시의 6가지가 있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GIRB-G2011-0015)의 

승인을 받은 다년도 청소년 연구로 다음과 같이 자료수집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K 및 J 도시에 소재한 2개 중학교 학

생으로 먼저, 학교장에게 연구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낸 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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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Depression Levels (N=1,217)

Scales (score range) Cut-point n (%)
Subjects in depression All subject

M±SD M±SD

CES-D (0~60) Normal:＜16
Mild depressed mood:≥16

 843 (69.3)
 242 (19.9)

12.37±9.26

Major depression:≥25  132 (10.8) 28.71±6.38

RADS-2-K (30~120) Normal:＜76 1,032 (84.9)   63.01±11.60  

Mild depression: 76~81
Moderate depression: 82~88
Severe depression:≥89

 99 (8.1)
 50 (4.1)
 34 (2.8)

 86.95±12.76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RADS-2-K: The Reynolds Adolescent Depression Scale, 2nd edition-Korea.

자가 직접 대상학교를 방문하여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연구목적

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가정통

신문과 부모동의서 및 학생동의서를 전달 및 수거하도록 하였으

며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동의한 경우만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

다. 설문지는 CES-D와 RADS-2-K의 적용 순서를 정하지 않기 

위해 두 개의 설문지로 묶음을 나누어 우울 관련변인을 포함한 

연구대상자의 특성 설문지와 함께 동시에 배부하였다. 설문조사

는 훈련된 설문 조사자 1인이 설문지를 배부하고 학생이 직접 읽

고 응답하게 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이었

다. 응답한 설문지는 조사자가 직접 수거해서 밀봉을 한 후 연구

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변수의 평

균과 표준편차, 도구별 우울 수준에 따른 대상자 분포, 그리고 우

울도구별 응답의 용이성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값으로 하였고, 대상자 특

성에 따른 우울점수의 차이는 독립 t-test와 one-way ANOVA

로 분석하였다. 도구의 내용은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하여 범주별

로 도구 문항을 분류하고 빈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CES-D

와 RADS-2-K 도구의 일치도는 Kappa 지수로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우울 점수 분포

본 연구대상자 선별과정에 참여한 전체 청소년(N=1,217)의 

우울 점수 평균은 CES-D는 12.37±9.26이었으며 RADS-2-K는 

63.01±11.60이었다. 연구대상자중 우울군으로 판정된 대상자

는 총 194명이었으며, 각 우울 도구별 절단점에 따른 분포는 

CES-D는 25점 이상의 우울군이 132명(10.8%)이었고, RADS-2- 

K는 76점 이상의 우울군이 183 (15%)명으로 경증 우울 99명(8.1 

%), 보통 우울 50명(4.1%), 심한 우울 34명(2.8%)이었다. 이들 

우울 집단의 우울 점수 평균은 CES-D는 28.71±6.38점, RADS- 

2-K는 86.95±12.76점이었다(Table 1). 

2. 우울 도구별 연구대상자의 특성 비교 

본 연구대상자(N=194)의 평균 연령은 만 14.1±1.17세였

으며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CES-D의 132명, RADS- 

2-K의 183명에 대한 연구대상자 특성별 우울점수를 비교한 결

과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학생이 CES-D (t=4.20, p=.001)

와 RADS-2-K (t=4.16, p=.015)에서 유의하게 우울점수가 높았

다. 경제 상태도 하위수준인 경우가 중간이나 상위수준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CES-D (t=3.61, p=.047)와 RADS-2-K (t= 

2.62, p=.038)에서 우울점수가 높았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

(CES-D: t=3.89, p=.014; RADS-2-K: t=7.62, p<.001)와 어머

니(CES-D: t=5.07, p<.001; RADS-2-K: t=6.02, p<.001) 모두 

대졸 이상보다 고졸 이하에서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부모의 직업도 아버지(CES-D: t=3.13, p=.013; RADS-2- 

K: t=7.86, p<.001)와 어머니(CES-D: t=7.09, p<.001; RADS- 

2-K: t=5.02, p=.001) 모두 무직인 경우가 직업이 있는 경우보

다 유의하게 우울점수가 높았다. 부모와의 동거는 CES-D는 부

모와 살지 않는 경우, 계부(모)를 포함한 생부(모)와 사는 경우, 

편부(모)와 사는 경우, 그리고 생부모와 사는 경우 순으로 우울

점수가 유의한 차이로 높았고(t=2.23, p=.035), RADS-2-K도 유

사하였으나 계부(모)를 포함한 생부(모)와 사는 경우와 편부(모)

와 사는 경우 간에는 우울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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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Depres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Depression Group (N=194)

Characteristics Categories
CES-D (n=132) RADS-2-K (n=183)

n (%) M±SD t or F (p) n (%)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43 (32.6)
 89 (67.4)

25.90±4.65
30.15±5.27

4.20
(.001)

 75 (41.2)
108 (58.8)

79.54±4.65
 92.80±10.29

 4.16
(.015)

Father's 
academic level 

≤High school
≥College

 80 (60.6)
 52 (39.4)

31.80±6.89
26.71±4.83

3.89
(.014)

 98 (53.6)
 85 (46.4)

94.63±9.42
79.67±3.03

7.62
(＜.001)

Mother's 
academic level 

≤High school
≥College

 97 (73.5)
 35 (26.5)

30.66±5.84
24.58±7.91

5.07
(＜.001)

110 (60.1)
 73 (39.9)

 92.75±10.10
78.94±3.26

6.02
(＜.001)

Father's job Employed
Unemployed

 45 (34.1)
 87 (65.9)

26.16±4.37
30.90±5.80

3.13
(.013)

128 (69.9)
 55 (30.1)

81.32±7.89
 96.57±10.92

7.86
(＜.001)

Mother's job Employed
Unemployed

 29 (22.0)
103 (78.0)

24.98±3.93
33.25±7.12

7.09
(＜.001)

 41 (22.4)
142 (77.6)

77.20±4.64
84.86±7.02

5.02
(.001)

Economic status Low
Middle
High

106 (80.3)
 22 (16.7)
 4 (3.0)

33.14a±8.43
24.73b±3.71
24.90b±2.46

3.61
(.047)

137 (74.9)
 38 (20.7)
 8 (4.4)

 91.48a±10.63
77.43b±3.51
76.65b±4.62

2.62
(.038)

Living with parents Both parents
Both parents

(step mother or father)
Single parent
No

 7 (5.3)
 20 (15.1)

 
 82 (62.1)
 23 (24.2)

25.16d±3.59
37.43b±8.07

30.91c±5.12
38.69a±7.91

2.23
(.035)

 28 (21.1)
 20 (10.9)

112 (61.2)
 23 (12.6)

76.27c±3.79
 85.35b±10.56

 84.68b±10.53
 97.62a±10.66

1.03
(.041)

Experience of peer 
group rejection

Yes
No

 90 (68.2)
 42 (31.8)

30.14±5.43
29.93±5.48

1.43
(.151)

149 (81.4)
 34 (18.6)

83.17±6.52
77.85±5.10

2.06
(.010)

The first peer group 
rejection*

Kindergarden
Lower grades in ES
Upper grades in ES
Middle school

 5 (5.6)
 21 (23.3)
 53 (58.9)
 11 (12.2)

28.61±6.79
26.40±4.53
27.21±4.31
29.65±6.39

3.40
(.069)

 9 (4.9)
 32 (24.2)
 74 (40.4)
 34 (18.6)

84.76a±8.32
78.61b±9.75
79.84b±8.69
79.52b±8.76

1.32
(.050)

Experiences of 
violence

Yes
No

 94 (71.2)
 38 (28.8)

31.90±5.65
26.15±4.71

4.59
(.016)

172 (89.2)
11 (5.7)

90.34±8.65
72.80±6.49

 6.16
(＜.001)

Frequency of violence 
experience† (month)

≤1
≤10
＞10

 7 (7.4)
 45 (47.9)
 42 (44.7)

29.74±7.43
31.76±5.71
32.29±5.46

0.61
(.270)

 6 (3.3)
 86 (47.0)
 80 (43.7)

75.48b±3.60
87.43a±5.51
86.65a±5.62

2.96
(.035)

Aggressors of 
violence‡

(multiple response) 

Parents
Teachers
Friends
Strangers

 42 (19.1)
 67 (30.5)
 82 (37.3)
 29 (13.2)

25.16±5.59
35.43±7.65
36.91±6.12
34.69±7.91

0.97
(.065)

 38 (21.1)
 97 (10.9)
110 (61.2)
 26 (12.6)

76.55c±5.79
82.35b±7.56
94.80a±9.34

 87.62b±10.27

1.18
(.041)

Seeking for help Yes
No

 60 (45.5)
 74 (56.1)

26.14±5.43
33.76±4.48

2.43
(.015)

 57 (81.4)
126 (18.6)

75.17±6.83
86.85±8.55

4.06
(.012)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RADS-2-K=The Reynolds Adolescent Depression Scale, 2nd edition-Korea; 
ES=ElemenTary School; *Total number is 90 for CES-D and 149 for RADS-2-K. Percentage calculated by 132 for CES-D and 183 for RADS-2-K; 
†Total number is 94 for CES-D and 172 for RADS-2-K. Percentage calculated by 132 for CES-D and 183 for RADS-2-K; ‡Percentage calculated 
by cumulative frequency (220 for CES-D and 265 for RADS-2-K).

p=.041). 왕따 경험의 유무는 CES-D에서는 우울의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 RADS-2-K에서는 유경험자가 우울점수가 유의하

게 높았다(t=2.06, p=.010). 최초 왕따 경험 시기는 초등학생이

나 중학생 시절보다 유치원 시절인 경우가 RADS-2-K에서만 

유의하게 우울점수가 높았다(t=1.32, p=.050). 폭력경험은 당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하게 CES-D (t=4.59, 

p=.016)와 RADS-2-K (t=6.16, p<.015)에서 우울점수가 높았

다. 폭력경험의 횟수는 RADS-2-K에서만 1번 이하보다 그 이

상에서 유의하게 우울점수가 높았다(t=2.96, p=.035). 폭력의 

가해자로는 대상자의 친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학교나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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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었으며 RADS-2-K에서만 가해자에 따라 유의하게 우

울점수에 차이가 나타났다(t=1.18, p=.041). 마지막으로 도움요

청의 유무는 CES-D (t=2.43, p=.015)와 RADS-2-K (t=4.06, 

p=.012)에서 모두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3. 우울 도구 응답의 용이성 및 문항의 내용분석

연구도구에 대한 응답의 용이성 정도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우 어렵다 1.8~3.2%, 어렵다 15.9~17.8%, 보통이

다 44~44.6%, 쉽다 34.4~38.3%로 대체적으로 어렵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t 검증 결과 RADS-2-K (3.11±0.81)보다 CES-D 

(2.19±0.77)가 유의하게 응답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t= 

2.89, p=.003).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연구도구 전체 문항을 분석한 결과 

두 개의 범주에서 15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Table 4). 첫 

번째 범주인 일반 우울 영역은 9개의 하위범주가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매일의 무가치감이나 죄책감 하위범주에 가장 많은 12개 

문항, 다음으로 매일의 우울한 기분(슬픔, 공허감, 절망감, 울음) 

하위범주에 9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범주인 청소년 우울 

영역에는 6개 하위범주가 나타났으며 그중에 분노감 ․ 적대감 ․ 
공격성의 하위범주에 6개 문항, 다음으로 사회성 발달 저하의 하

위범주에 4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도구별로는 CES-D는 매일의 우울한 기분(슬픔, 공허감, 절

망감, 울음) 범주에 가장 많은 5개 문항이 포함되었고, RADS- 

2-K는 매일의 무가치감이나 죄책감 범주에 가장 많은 8개 문항

이 포함되었다. 청소년 우울 영역에서 CES-D는 사회성 발달 저

하와 분노감 ․ 적대감 ․ 공격성 범주에 각각 2개 문항이 포함되었

고, RADS-2-K는 분노감 ․ 적대감 ․ 공격성 범주에 4개 문항이 포

함되었다. 그러나 CES-D에는 일반 우울의 반복적 죽음생각(자

살사고, 자살계획 등) 범주와 청소년 영역의 낮 시간에도 좋아지

지 않는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과민한 기분 추가), 그리고 감정

발달 저하 범주에 해당하는 문항이 없었다. RADS-2-K에는 일

반 우울 영역에서 집중력 감소나 우유부단, 청소년 우울영역에

서 낮 시간에도 좋아지지 않는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과민한 기

분 추가), 일탈행동(흡연, 약물남용, 성적행동 등), 그리고 도움요

청 범주에 해당하는 문항이 없었다. 

4. 우울 도구의 일치도

연구도구인 한글판 CES-D와 RADS-2-K의 청소년 우울 

평가에 대한 일치도는 관찰일치도(Percent agreement by 

observation: Po)가 94%, 기대일치도(Percent agreement by 

expectation: Pe)가 88.1%로 카파지수(Kappa: K)는 0.495였

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우울 측정도구를 평가하기 위해 국외

에서 개발되고 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어 청소년의 우울정도

나 다양한 우울 관련 변인들을 연구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CES- 

D와 RADS-2-K 도구를 비교 및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중심

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 중학생으로 

우울 수준은 CES-D가 평균 12.37±9.26점, RADS-2-K가 평균 

63.01±11.60점이었고 우울증은 전체 1217명중 194명(15%)으

로 선행연구와 유사한 유병률을 보였다[19-21]. 또한 본 연구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의 차이도 성별이 여학생이

거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러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13,16,25]. 그러나 대상자의 

동거상태는 본 연구대상자가 생부모와 모두 살고 있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78% 이상으로 Cho 등[13]의 8.3%보다 9배 

이상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의 차이 비교에서 

성별,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경제적 상태,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CES-D와 RADS-2-K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두 개의 도구 모두에서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졸 이상보다 고졸 이하에서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는

Table 3. The Comparison of Response Difficulty between 
CES-D and RADS-2-K (N=1,217)

Level of response 
difficulty

Score
CES-D  RADS-2

n (%) n (%)

Very hard 4 21 (1.8) 39 (3.2)

Hard 3 195 (15.9) 216 (17.8)

Moderate 2 535 (44.0) 542 (44.6)

Easy 1 466 (38.3) 418 (34.4)

M±SD 2.19±0.77 3.11±0.81

t (p) 2.89 (.003)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RADS-2-K: The Reynolds Adolescent Depression Scale, 2nd 
editio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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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ent Analysis of the Items of CES-D and RADS-2-K

Categories Subcategories
Item contents

No.
CES-D RADS-2-K

General 
depression

Depressed mood 6 Be very depressed
8 Feel hopeless

14 Be alone in the world 
17 Crying
18 Sadness

1 Reduced affect
3 Feel lonely
7 Feel sad
8 Crying

9

Lack any interest 1 Everything's a bother 10 No fun with other student*
23 Don’t like talking

3

Weight (appetite) gain or 
loss 

2 Loss of appetite 29 Don’t like eating meals 
27 Get stomachaches*

3

Insomnia, over sleep 11 Lose sleep over 24 Have trouble sleeping 2

Agitation, retarded 12 Feel fear 2 Worry about school
11 Feel sick 
26 Feel worried 

4

Chronic fatigue & 
lose vitality

5 Feel bad in general†

7 Everything’s a hard thing
18 Feel tired
28 Feel bored 

4

No sense of worth &
 guilty feelings

9 A sense of frustration
10 Be below the level of people
19 Feel worthless
20 Feel helpless 

5 Worthlessness 
9 Not received attention

12 Feel not be loved
15 Others don’t like me
19 Feel I am bad 
20 Feel I am no good 
21 Feel sorry for myself
30 Worthlessness

12

Decreased concentration & 
Indecisiveness

4 Loss of concentration 1

Repetitive thoughts about 
death, suicide ideation & 
suicide plan

14 Wanting to hurt myself 1

Adolescent 
depression

(Continuous-all day) 
Depressed mood of over- 
nervousness

0

Delayed emotional 
development

10 No fun with other student*
25 Have no fun

2

Delayed social 
development

5 Feel bad in general*
13 Less talk than before

6 Hide from people
13 Running away

4

Aggression, anger 15 Dissatisfaction with my life
16 Everybody seems to give me 

the cold shoulder

4 Feelings of rejection
16 Feel upset
17 Feel life is unfair 
22 Feel mad

6

Deviant behaviors (delinquency) 0

Less recognize help-seeking 3 No use asking for help 1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RADS-2-K: The Reynolds Adolescent Depression Scale, 2nd edition-Korea; 
No=Number of total item; *Semi-matched item; †Duplication items.



6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성 경 미

Table 5. Reliability Assesment on CES-D and RADS-2-K
(N=1,217)

RADS-2-K
CES-D

Total
Depression Non-depression

Depression 121  62  183

Non-depression  11 1,023 1,034

Total 132 1,085 1,217

Po=94.0%, Pe=88.1%, Kappa=0.495 (moderate level*) 

Po=Percent agreement by observation, Pe=Percent agreement by 
expectation; *Interpretation of Kappa:＞.80 (almost perfect), .61~.80
(substantial) .41~.60 (moderate), .21~.40 (fair), .00~.20 (slight),＜.00
(poor).

데 CES-D (p=.014) 보다는 RADS-2-K (p<.001)에서 상당히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무직

이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우울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우울점수가 높은 것과 일

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인구사

회학적 변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1,3,5,13], CES-D

와 RADS-2-K 간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부모와

의 동거는 CES-D에서 부모와 살지 않는 경우, 계부(모)를 포함

한 생부(모)와 사는 경우, 편부(모)와 사는 경우, 그리고 생부모

와 사는 경우 순으로 우울점수가 유의한 차이로 높았고, RADS- 

2-K에서도 유사하였으나 계부(모)를 포함한 생부(모)와 사는 경

우와 편부(모)와 사는 경우 간에는 우울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아 CES-D가 부모와의 동거와 관련된 우울 정도에 더 

민감한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추후 이에 대한 반복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진 변인중 폭력경험은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군에서 폭력을 당

한 경우 두 개의 도구 모두에서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6]. 그러나 폭력경험의 빈도나 가해자에 따른 차이, 

그리고 왕따 경험의 유무와 왕따시기에 따른 우울 점수의 차

이는 RADS-S-K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7,8]. 이는 문항

분석 결과 RADS-S-K가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화가 난다’,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다’, ‘나는 여러 가지에 대해 

화나 있다’ 등 분노감에 대한 문항이 4개로 CES-D의 2개 보다 많

았고 청소년 우울의 특징인 분노감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왕

따를 당하는 청소년은 감정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낳는데[8]. 마찬가지로 본 연구대상자중 우울군의 왕

따 경험은 RADS-S-K 문항 중 무감동 정도를 측정하는 ‘나는 친

구들과 재미있게 지낸다’와 ‘나는 즐겁게 산다’의 역문항 2개가 

있었으며 이는 문항분석에서 청소년 우울의 특징인 감정발달 저

하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RADS-S-K가 CES-D보다 청소

년 우울의 특징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도구의 문항에 대한 내용분석결과 일반 우울 영역에서 

CES-D는 반복적 죽음생각, RADS-2-K는 집중력 감소의 1개 범

주 외에는 모든 범주에 문항이 포함되었으나, 청소년 우울 영역

에서는 CES-D와 RADS-2-K 모두 6개중 3개 범주에 문항이 포

함되지 않았다. 즉 두 개 도구 모두 청소년 우울의 특징을 부분적

으로만 포함하고 있었는데 CES-D는 사회발달 저하와 분노감 ․ 
적대감 ․ 공격성 그리고 도움요청 범주에 총 20개 문항중 5개 문

항이 포함되었고, RADS-2-K는 감정발달 저하, 사회발달 저하, 

그리고 분노감 ․ 적대감 ․ 공격성 범주에 총 30개 문항중 8개 문항

이 포함되었다. 한편 두 개의 도구 모두 청소년 우울영역의 낮 시

간에도 좋아지지 않는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과 일탈행동의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문항이 없었다. 

청소년기의 우울은 사회 ․ 심리적인 기능 수행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쳐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의 부적응, 일탈 등의 문제행동

을 일으키며, 정신적으로 장기간 영향을 미쳐 성인기의 주요우

울증이나 보다 심각한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26-28]. 그러나 본 연

구결과 청소년 우울 측정도구인 CES-D와 RADS-2-K는 DSM- 

5에 제시된 일반적인 주요 우울증상이나 Learn와 Steinberg 

[23]가 제시한 청소년과 일반성인 간의 우울의 차이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본 연구에서 도구 

문항을 임상적 진단기준의 일반 우울증상과 청소년 우울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각각 4개의 하위범주에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

다. 반면 매일의 우울한 기분과 매일의 무가치감이나 죄책감 범

주에는 문항이 도구별로 4~5개 이상 포함되었으며, 2개의 하위

범주에 중복되는 문항도 도구별로 각각 1개씩 있었다. 따라서 문

항을 추가로 개발하거나 하위범주별로 문항의 분포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선행문헌을 통해 청소년 우울의 특성

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성별 비교에서 우울증 유병

률이 더 높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 월경 전 불쾌감 등도 우울반응

으로 볼 수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일반성인의 우울과 정신 병리

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우울감을 직접 호소하기 보다는 신

체증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더 흔하므로 이와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13]. 

그 외에도 본 연구대상자 194명중 두 개의 도구에서 우울증이 일

치하지 않았던 73명(37.6%)에 대해 조사하지 못하였는데 앞으

로는 불일치한 대상자들에 대해 심층면담이나 정신과적 진단 등

을 시도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CES-D가 RADS-2-K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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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설문 조사 시 일부 대상자에게

서 문항수와 문장의 간결성이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를 위해 문항별로 난이도 검사와 신뢰

도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CES-D와 RADS- 

2-K 도구의 우울 관련 변인별 우울정도나 문항의 내용 비교에서 

일부 차이가 나타나 것과 같이 두 개 도구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Kappa 지수에서도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9]. 그러나 추

후에는 도구의 타당도를 비교하기 위해 임상적으로 우울증 진단

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증에 대한 도구의 민감도와 특

이도를 검증해 보길 바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국내외 청소년 우울 연구에 보편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두 개 도구의 차이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이

들 도구가 청소년의 우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두 개 도구 모두 우울정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는 일

부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2개 도시의 중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준화된 한국 청소년의 우울 

도구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도구를 이용해 국내의 다양한 지

역적 특성이 고려된 광범위의 역학적 연구를 실시하고 우울군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자료를 도출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는 급격히 성장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본 연구의 단면적인 연구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웠으므로 추후에는 시계열 등의 종단적 연구를 시도하여 우

울증상의 변화를 규명하고 이를 도구 개발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 우울 측정도구인 CES-D와 RADS-2-K를 

비교 및 분석하고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두 개의 도구 모

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청소년 우울연구에 사용되고 있으나 

임상적 진단기준이나 청소년의 우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거나 새로운 도구

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우울척도가 없었고 현재 번역해

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도구 역시 수십 년 전에 개발된 것으로 빠

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와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

소년의 우울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

과를 토대로 기존의 청소년 우울 측정도구에 대한 평가 연구를 

반복해서 시도하고 앞으로 국내 청소년의 우울을 평가할 수 있

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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