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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tress among adolescent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25 from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Dangjin city. Data were measured using self-esteem scale and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The data were analyzed frequencie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12.0 program. 

Results: Self-esteem was correlated with stress negatively among adolescents. In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self-esteem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stress. 

Affecting factors of the self-esteem in all schools were grades, economic status and 

relationship with parent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help to provide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 

self-esteem management program to alleviate the stress for adolescents. The program of 

human relationship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to improve the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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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 , 심리 으로 미성숙한 상태

로 다양한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

기는 학업에 한 부담과 친구  가족과의 계에

서 일어나는 부정  정서나 경험에 취약하여

(Shortt & Spence, 2006) 격한 변화를 자신의 힘

으로 조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 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순희와 김신정, 2012). 그 동

안 국내외의 많은 연구주제로 청소년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루었는데, 결정요인은 크

게 개인  특성 요인, 가정환경 요인, 사회환경  

요인, 심리 ･행동특성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승배와 이주열, 2011). 청소년과 련된 모든 요

인이 스트 스에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스트 스는 하게 방하고 효과 으

로 응하지 않으면 긴장, 불안, 우울, 독 등의 정

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신체  질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Shortt & Spence, 2006). 

이런 이유로 스트 스를 일 수 있는 방안들에 

심이 높다, 김성경(2008)은 자아존 감, 자기신뢰

감, 자기통제감 등의 자아 련 변인을 강화시키면 

스트 스를 일 수 있다고 하 다. 특히 자아존

감은 스트 스와 함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정하윤과 권정옥, 

2013). 자아존 감이 높은 청소년이 반사회  행동

을 억제(Corte & Zucker, 2008)하고, 스트 스나 

변화에 응을 잘 하는 것(성선진과 이재신, 2000)

으로 연구되었다. 스트 스 상황에 정 으로 

응하기 해서는 청소년기의 자아존 감 발달이 

요하다고 하 다(Cantrell & Lupinucci, 2004). 

이와 같이 스트 스와 련하여 자아존 감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의 연구에서는 자아

존 감과 스트 스 처방식 간의 계를 명확히 

규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자아존 감은 자기 자신에 해서 갖는 정  

는 부정  태도(Rosenberg, 1968)를 말하며, 최근 

보건교육 분야에서는 자기효능감이라는 용어로 사

용되고 있다. 자아존 감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

으로 단하는 정도로 개인의 삶을 바람직하게 이

끌어가는 내 인 힘이라 할 수 있다. 자아존 감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발달되는데(Brook &Tepper, 

1997), 청소년기에 발달하는 자아존 감은 정신건

강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아존 감이 높을수록 응력도 높고. 자신에 해 

정 으로 평가하여 가정이나 사회, 개인 인 문

제에 해 원만히 응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순

희와 김신정, 2012). 한편, 임 훈(2012)은 청소년의 

스트 스는 자아존 감을 떨어뜨리고 낮아진 자아

존 감은 우울을 증가시킨다고 하 으며, 이순희와 

김신정(2012)은 스트 스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낮다고 보고하 다. 구승신과 박성 (2007)은 청소

년들의 스트 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아

존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앞에서 언 한 것처럼, 그 동안의 국내 

연구에서 자아존 감과 스트 스 간의 계는 명확

하지는 않다. 특히, 청소년 시기를 ･ ･고등학생

으로 나 어 두 변수 간의 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제한 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시기별로 자

아존 감과 스트 스 간의 련성이 어떻게 변화되

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연구자료는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실시한 2016년

도 청소년 행복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 다. 

이 조사는 2016년 4월 15일부터 30일간 당진시에 

소재한 등학교 30곳, 학교 13곳, 고등학교 8곳 

체를 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상자는 등

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각 학교

별로 학년 당 1개 학 씩 집락표본추출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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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명이 응답하 는데, 부분 으로 설문에 응답

한 경우를 제외한 후 1,051명을 분석하 다. 설문조

사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

었으며, 담임교사가 조사목 을 설명한 후 설문지

를 배부하고 학생들이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 다.

2. 조사도구

1) 자아존 감

자아존 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 SES 

(Self-Esteem Scale)를 번역하여 측정하 다. 이 

척도는 5개의 정 인 문항(1,2,4,6,7)과 5개의 부

정  문항(3,5,8,9,10)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척도로 측정하 다. 부정  문항을 역환

산하여 수 범 가 10 에서 50 까지로 총 이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

구에서 자아존 감의 내  일치도(Cronbach's )

는 0.831이었다. 

2) 스트 스

스트 스 수 은 Frank와 Zyanski(1988)가 개발한 

BEPSI(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를 번역한 BEPSI-K(임지  외, 1996)로 측정하

다. 스트 스 자가진단은 지난 한 달 동안 생활에

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확인하는 총 5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  척도로 구성되며, 5문

항의 수 총합을 5로 나 어 2.8 이상 높은 스트

스, 1.8-2.8 미만 보통 스트 스, 1.8 미만 낮은 스

트 스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 BEPSI-K의 내  

일치도(Cronbach's )는 0.833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 다. 자

아존 감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기 하여 평균차이검증(t-test, ANOVA)을 

실시하 다. 각 변수들 간의 련성을 알아보기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특히 연령에 따라 

자아존 감과 스트 스 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 ･고등학생으로 나 어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자아존 감과 스트 스 간의 인과

계를 알아보기 하여 다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자아존 감과 스트 스 

간의 상  향력을 악하 다. 회귀분석에 제

시된 베타()값은 표 화된 값(standardized 

coefficient)을 사용하 다.

Ⅲ. 연구결과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조사 상자는 총 1,051명으로 등학생 385명, 

학생 467명, 고등학생 199명이었다. ･ ･고등

학생별로 성별 구성은 여학생이 모두 많았는데, 특

히 고등학생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상 으로 높

았다.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3학년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가족구성은 양친 부모가 모든 학생에서 가

장 많았으며, 한 부모  결손가족도 다수 있었다. 

소득수 은 부분이 이상이라고 응답하 으며, 

부모와의 계가 친 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등

학생 68.6%, 학생 62.3%, 고등학생 59.3%로 학년

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한편, 교사와의 계가 

친 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등학생 26.8%, 학생 

17.6%, 고등학생 12.6%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감소

하 다. 그런데 교사와의 친 도는 부모와의 계

보다 훨씬 낮았는데, 특히 ･고등학생에서 교사와

의 친 도가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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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구 분 분 류
등학생 학생 고등학생

n(%) n(%) n(%)

성별
남 187(48.6) 223(47.8) 28(39.2)

여 198(51.4) 244(52.2) 121(60.8)

학년*

1 112(29.1) 181(38.8) 148(74.4)

2 76(19.7) 142(30.4) 45(22.6)

3 197(51.2) 144(30.8) 6(3.0)

성

상 100(26.0) 92(19.7) 26(34.2)

220(57.1) 243(52.0) 105(52.8)

하 65(16.9) 132(28.3) 68(13.1)

가족

구성

양친 부모 295(76.6) 354(75.8) 147(73.9)

한 부모 33(8.6) 40(8.6) 30(15.1)

조부모/부모 28(7.3) 51(10.9) 9(4.5)

조부모/기타 29(7.5) 22(4.7) 13(6.5)

소득

수

상 160(41.6) 150(32.1) 59(29.6)

197(51.2) 264(56.5) 98(49.2)

하 28(7.3) 53(11.3) 42(21.1)

부모 계

친 함 264(68.6) 291(62.3) 118(59.3)

보통 90(23.4) 122(26.1) 57(28.6)

친 하지않음 31(8.1) 54(11.6) 24(12.1)

교사 계

친 함 103(26.8) 82(17.6) 25(12.6)

보통 214(55.6) 226(48.4) 81(40.7)

친 하지않음 68(17.7) 159(34.0) 93(46.7)

총 수 385(36.6) 467(44.4) 199(18.9)

* 등학생의 경우 4,5,6 학년임

2.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아존 감

 일반  특성에 따른 자아존 감 평균차이 검증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등

학생은 학년(p<0.01), 성 (p<0.01), 소득수

(p<0.01), 부모 계(p<0.01), 교사 계(p<0.01) 으

며, 학생은 성 (p<0.01), 가족구성(p<0.01), 소득

수 (p<0.01), 부모 계(p<0.01), 교사 계(p<0.01)

다. 한편, 고등학생은 성별(p<0.05), 성

(p<0.01), 소득수 (p<0.01), 부모 계(p<0.05) 다. 

･ ･고등학생들의 자아존 감에 공통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  특성은 성 , 소득수 , 

부모 계 다. 세 집단에서 공통 으로 성 이 높

을수록, 소득수 이 높을수록, 부모 계가 좋을수

록 자아존 감이 높은 경향을 보 다. 

한편, 각 학년별로는 등학생의 경우 학년이 낮

을수록, 성 이 높을수록, 소득수 이 높을수록, 부

모 계가 친 할수록, 교사 계가 친 할수록 자아

존 감 수가 높았다. 학생은 성 이 높을수록, 

가족구성에서 부모가 있을수록, 소득수 이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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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부모 계가 친 할수록, 교사 계가 친 할수

록 자아존 감 수가 높았다. 고등학생은 남학생

일수록, 성 이 높을수록, 소득수 이 높을수록, 부

모 계가 친 할수록 자아존 감 수가 높았다.

<표 2> 일반  특성에 따른 자아존 감 평균차이 검증

구분 분 류

자아존 감

등학생 학생 고등학생

M±SD t or F M±SD t or F M±SD t or F

성별
남 37.07±6.69

0.663
35.40±6.08

1.602
36.06±5.73

2.357*

여 36.61±6.86 34.49±6.19 33.89±6.70

학년

1 38.21±6.79

6.983
**

35.50±6.24

1.517

34.68±6.61

0.8952 38.03±6.54 34.78±6.284 34.48±5.73

3 35.59±6.66 34.33±5.88 38.16±6.46

성

상 40.87±6.25

37.138
**

38.28±6.08

36.991
**

38.69±7.03

7.492
**

36.25±6.27 35.38±5.45 34.80±5.96

하 32.60±5.95 31.74±5.94 33.14±6.27

가족

구성

양친 부모 37.14±6.90

1.097

35.40±6.07

7.850**

35.00±6.45

1.286
한 부모 35.21±5.29 30.67±5.38 34.43±6.61

조부모/부모 36.57±5.98 35.47±5.96 30.77±6.45

조부모/기타 35.75±7.54 33.68±6.40 35.30±5.13

소득수
상 38.61±6.78

12.506
**

36.15±6.54

5.210
**

37.10±5.78

11.545
**

35.93±6.31 34.53±5.82 34.84±5.87

하 32.96±7.19 33.41±6.11 31.19±6.99

부모 

계

친 함 37.83±6.77

12.665
**

35.65±5.93

5.816
**

35.71±6.48

3.488
*

보통 35.48±5.96 33.95±6.27 33.54±6.61

친 하지않음 32.19±6.55 33.20±6.48 32.83±4.69

교사 

계

친 함 39.39±6.44

12.276
**

36.10±6.07

4.537
*

34.64±5.74

0.418보통 36.47±6.45 35.27±5.97 35.23±6.13

친 하지않음 34.08±7.00 33.81±6.30 34.34±6.84

*
 p<0.05, 

**
 p<0.01

3.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스트 스

일반  특성에 따른 스트 스 평균차이 검증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등학생

은 성별(p<0.05), 학년(p<0.01), 성 (p<0.05), 소득

수 (p<0.01), 부모 계(p<0.05), 교사 계(p<0.01)

으며, 학생은 성별(p<0.01), 학년(p<0.01), 성

(p<0.01) 다. 한편, 고등학생은 성별(p<0.05), 소득

수 (p<0.01) 다. ･ ･고등학생들의 스트 스에 

공통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  특성은 성

별뿐 이었다. 세 집단에서 공통 으로 여자가 남자 

보다 스트 스가 높았다. 

한편, 각 학년별로는 등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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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성 이 낮을수록, 소득수 이 낮을수록, 부

모 계가 친 하지 않을수록, 교사 계가 친 하지 

않을수록 스트 스 수가 높았다. 학생의 경우

도 학년과 성 에서 등학생과 같은 경향을 보

으며, 고등학생은 소득수 이 낮을수록 스트 스 

수가 높았다.

<표 3> 일반  특성에 따른 스트 스 평균차이 검증

구분 분 류

스트 스

등학생 학생 고등학생

M±SD t or F M±SD t or F M±SD t or F

성별
남 11.44±4.68

-2.430
*

13.66±5.11
-3.049

**
14.05±5.19

-2.091
*

여 12.66±5.13 15.01±4.37 15.60±5.05

학년

1 10.18±4.35

17.374
**

13.55±5.02

5.720
**

15.09±5.30

0.2352 11.41±4.86 14.41±4.35 14.87±4.93

3 13.40±4.91 15.34±4.73 13.67±2.94

성

상 11.02±5.23

4.376
*

14.28±4.99

6.399
**

13.65±5.94

1.01312.19±4.80 13.74±4.43 15.21±5.10

하 13.29±4.72 15.57±5.05 15.18±4.90

가족

구성

양친부모 12.03±5.02

0.957

14.32±4.67

0.361

15.16±4.98

2.237
한부모 12.21±4.22 15.08±4.49 14.50±5.77

조부모/부모 13.32±5.14 14.08±5.79 17.78±2.63

조부모/기타 11.14±4.66 14.36±4.65 12.31±5.99

소득수
상 10.97±5.03

7.180
**

14.03±5.02

1.298

13.71±5.21

10.833
**

12.78±4.83 14.37±4.78 14.45±4.94

하 13.36±4.03 15.26±4.00 18.07±4.38

부모 

계

친 함 11.73±5.05

4.009
*

14.03±4.69

2.904

14.76±5.66

0.297보통 12.30±4.62 14.57±4.86 15.37±4.55

친 하지않음 14.32±4.41 15.69±4.93 15.25±3.80

교사 

계

친 함 10.13±4.86

14.177
**

14.10±5.03

2.149

14.88±6.01

0.535보통 12.58±4.73 14.01±4.52 14.58±5.62

친 하지않음 13.41±4.93 15.00±4.98 15.39±4.46

* p<0.05, ** p<0.01

4. 자아존 감 평균 수 기 에 따른 스트 스 

평균차이 검증

자아존 감 정도에 따라 스트 스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 ･고등학생의 자아존 감 평

균 수를 기 으로 각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

어 분석한 결과는 <표4>와 같다. 자아존 감이 평

균이상 집단과 평균이하 집단 간의 스트 스 정도

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고등

학생 모두에서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스트 스가 

낮았는데, 두 집단 간의 스트 스 수 차이는 고

등학생, 등학생, 학생 순으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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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아존 감 평균 수 기 에 따른 스트 스 평균차이 검증

구 분
자아존 감
구분 기

스트 스

M±SD t p

등학생
<37 14.41±4.43

9.939 0.000
**

≥37 9.93±4.40

학생
<35 15.82±4.31

6.880 0.000
**

≥35 12.91±4.80

고등학생
<35 17.47±4.21

7.234 0.000
**

≥35 12.78±4.93

* p<0.05, ** p<0.01

5. 자아존 감과 스트 스 간의 상 계

연령증가에 따라 자아존 감과 스트 스 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 ･고등학생으로 

나 어 분석한 결과는 <표5>와 같다. ･ ･고등

학생 모두에서 자아존 감과 스트 스는 부의 상

계(p<0.01)를 보 다. 상 계수는 등학생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고등학생, 학생 순서

다. 모든 학령기 청소년에서 자아존 감이 높으면 

스트 스는 낮고, 자아존 감이 낮으면 스트 스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자아존 감과 스트 스 간의 상 계수

구 분 상 계수 p

등학생 -0.530 0.000
**

학생 -0.331 0.000
**

고등학생 -0.419 0.000
**

*
 p<0.05, 

**
 p<0.01

6.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기 하여 성별, 학년, 성 , 가족구성, 소득수 , 

부모 계, 교사 계, 자아존 감을 독립변수로 하

여 다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회귀분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2)

는 등학생 37%, 고등학생 27%, 학생 16%의 

순서로 높았다.

스트 스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은 등학생의 경우 6학년(p<0.01), 성  상

(p<0.05), 자아존 감(p<0.01)이었으며, 학생은 

여자(p<0.01), 3학년(p<0.01), 성  (p<0.05), 부

모 계 친 (p<0.01), 자아존 감(p<0.01)이었고, 

고등학생은 가족구성 조부모/기타(p<0.05), 소득수

 (p<0.01)  상(p<0.01), 자아존 감(p<0.01)

이었다. 그런데, 스트 스에 부의 향을 미치는 요

인은 등학생 자아존 감, 학생 성 과 자아존

감, 고등학생 가족구성, 소득수 , 자아존 감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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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스트 스와 련된 요인 간의 회귀분석

구 분

스트 스

등학생 학생 고등학생

B β B β B β

성별

(여자=1)
1.236 0.125

**
1.164 0.122

**
0.719 0.068

학년

(2학년=1) 0.962 0.077 0.543 0.052 -0.564 -0.046

(3학년=1) 2.323 0.235
**

1.442 0.139
**

-1.650 -0.055

성

( =1) 0.617 0.062 -1.064 -0.111
*

0.391 0.038

(상=1) 1.488 0.132
*

0.233 0.019 -0.239 -0.016

가족구성

(한부모=1) -0.504 -0.029 -0.382 -0.022 -1.673 -0.116

(조부모/부모=1) 1.419 0.075 -0.521 -0.034 1.560 0.063

(조부모/기타=1) -1.025 -0.055 -0.963 -0.043 -3.146 -0.151
*

소득수

( =1) 0.218 0.022 -0.326 -0.034 -3.172 -0.308
**

(상=1) -0.399 -0.040 -0.135 -0.013 -3.303 -0.293
**

부모 계

(보통=1) -0.684 -0.059 -1.277 -0.117 0.142 0.012

(친 =1) -0.680 -0.064 -1.546 -0.157
*

0.699 0.067

교사 계

(보통=1) 0.096 0.010 0.109 0.011 -0.324 -0.031

(친 =1) -1.059 -0.095 0.370 0.029 -0.534 -0.034

자아존 감 -0.358 -0.491
**

-0.238 -0.306
**

-0.261 -0.325
**

F(p) 14.296(0.000
**
) 5.830(0.000

**
) 4.389(0.000

**
)

R
2

0.368 0.162 0.265

R
2
adj 0.342 0.135 0.204

*
 p<0.05, 

**
 p<0.01

Ⅳ. 고찰

스트 스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청소년

의 스트 스는 입시 주의 교육환경, 가족환경, 

인 계 등 주변의 환경에서 큰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속 인 스트 스는 성장발달과 

건강상태에 부정 인 향(최혜선, 2015)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부 응을 유발하고 일탈 행동

을 일으키는 원인(권은 과 정 희, 2011)이 되기

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의 스트 스 리는 

매우 요한 의미가 있다. 박제일(2007)은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스트 스를 다르게 지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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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방식도 달라진다고 하 으며, 자아존 감이 스

트 스 처 방식을 발달시키는데 향을 주는 것

으로 보고(Mullis& Chapman, 2000; Neill & Proeve, 

2000)되었다. 지 까지 국내 연구결과들은 자아존

감이 스트 스 처 방식의 건강한 응을 측

할 수 있는 내 자원이라는 것은 일 으로 보여

주고 있으나 자아존 감과 스트 스 처방식 간

의 계를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하 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스트 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하여 자아존 감과 스트

스 간의 련성을 분석하 는데, ･ ･고등학생 모

두에서 자아존 감과 스트 스는 부의 상 계를 

보 다. 이것은 자아존 감이 높으면 스트 스는 낮

고, 자아존 감이 낮으면 스트 스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높은 자아존 감이 스트 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자

아존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교육 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스트 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 ･고등학생의 스트 스에서 

공통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  특성은 성

별이었으며, 여자가 남자 보다 스트 스가 높았다. 

이것은 청소년 스트 스는 자기존 감이 높을수록 

스트 스를 덜 받고,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스트

스를 덜 받으며, 고등학생에 비해 학생이 스트

스를 덜 받는다(신승배와 이주열, 2011)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한편, ･ ･고등학생의 자아

존 감은 등학생의 경우 학년이 낮을수록, 성

이 높을수록, 소득수 이 높을수록, 부모 계가 친

할수록, 교사 계가 친 할수록 높았다. 학생

은 성 이 높을수록, 가족구성에서 부모가 있을수

록, 소득수 이 높을수록, 부모 계가 친 할수록, 

교사 계가 친 할수록 자아존 감이 높았으며, 고

등학생은 남학생일수록, 성 이 높을수록, 소득수

이 높을수록, 부모 계가 친 할수록 자아존 감

이 높았다. ･ ･고등학생 모두에서 공통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  특성은 성 , 소득수 , 

부모 계 다.

최혜선(2015)도 스트 스를 이기 해서는 부

모자녀 계가 요하다고 하 으며, 조수 과 이

숙(2013)도 부모자녀 계가 학교생활 응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는데, 자아존 감을 

매개변수로 고려한다면 이번 연구와 유사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이순희와 김신정(2012)도 자아존

감이 스트 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 다. 이

런 결과로 본다면 청소년의 스트 스를 감소시키

기 해서는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고

려되어야 하며, 구체 으로는 청소년들이 부모와 

교사 계를 친 하게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 필요하다. 특히 성 이 낮거나 소득수 이 낮은 

청소년들을 상으로 인간 계 형성에 한 보건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 당진시의 ･ ･고등학생의 자료를 분석

하 기 때문에 이번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청소년 

특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이번 

연구는 2차 자료를 분석하 기 때문에 자아존 감

과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충분히 분

석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향후 자아존 감과 스트

스 간의 련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속 인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이 연구는 ･ ･고등학생의 자아존 감과 스트

스에 미치는 향 요인을 악하고, 연령에 따라 

자아존 감과 스트 스 간의 련성이 어떻게 변

화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자료는 충청남

도 당진시에서 실시한 2016년도 청소년 행복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 으며, 분석 상자는 등

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51명이었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 감 평균차이 검증에서 ･ ･고

등학생 모두에서 공통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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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성은 성 , 소득수 , 부모 계 다. 세 

집단에서 공통 으로 성 이 높을수록, 소득수 이 

높을수록, 부모 계가 좋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은 

경향을 보 다.

둘째, 스트 스 평균차이 검증에서 ･ ･고등

학생 모두에서 공통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

반  특성은 성별이었다. 세 집단에서 공통 으로 

여자가 남자 보다 스트 스가 높았다.

셋째, 자아존 감이 평균이상 집단과 평균이하 

집단 간의 스트 스 정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 ･고등학생 모두에서 자아존 감

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의 스트 스가 더 낮았다.

넷째, ･ ･고등학생 모두에서 자아존 감과 

스트 스는 부의 상 계를 보 다. 자아존 감이 

높으면 스트 스는 낮고, 자아존 감이 낮으면 스

트 스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스트 스에 부의 향을 미치는 요인은 

등학생의 경우 자아존 감, 학생은 성 과 자

아존 감, 고등학생은 가족구성, 소득수 , 자아존

감이었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의 자아존 감은 

스트 스를 완화시키는데 정 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스트 스와 자아존 감이 

통계 으로 유의한 부의 상 계를 보인 분석결과

를 근거로 할 때, 청소년의 스트 스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자아존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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