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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탐색하고, 프로파일에 나타난 집단별 특성변인

의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13)’ 
횡단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9,521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유형에 대한 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와 잠재계층 분류율에 따라 2개 계층 유형이 선택되었다. 1유형은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저위험집단으로, 2유형은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 위험집단으로 명명하였

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 저위험집단을 기준으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와 행복 정도가 낮을수록, 가출경험이 있을수록, 학

업성적 수준과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낮을수록 상대적 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

나 중학생은 가출경험과 학업성적수준에서, 고등학생은 학업성적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청소년에서 모두 저위험집단에 비해 상대적 위험집

단에 속할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복정도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 제한점,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스트레스, 유형, 프로파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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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트레스는 인간의 생애주기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생활사건이며, 모든 연령에서 

이를 경험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적응을 위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가정과 학교,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2015년 청소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13-24세 청소년의 10명 중 6명이 전반적인 생활(61.4%)

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 중 13-19세 청소년은 직장(진로)생활(67.2%), 학교생활(54.4%)에서 

5-7명 정도가, 가정생활(34.4%)에서 3명 정도가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여성가

족부, 2015). 즉, 청소년기 스트레스 상당 부분이 청소년 자신과 가정, 학교 등의 진학·진로문제, 외모 

및 신체적 조건, 학업 및 또래문제, 가정불화 및 경제문제와 같은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

다(강지숙·황은희, 2012; 김영지 외, 2013; 염행철·조성연, 2007). 특히,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는 누적되면 복합적인 상승효과를 가져와 청소년의 안녕을 위협하기도 하고, 신체 및 정신 건강상의 

문제와 학교 및 사회 부적응적인 문제행동을 일으키며 인터넷 및 휴 폰 중독, 음주 및 흡연, 비행, 가

출, 폭력, 심지어 자살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김

기순·신선순, 2011; 민하영·유안진, 1998; 신승배·이주열, 2011; Hampel and peterman, 2006; Mclean 

and Crowe, 2002; Self-Brown et al., 2004).

이러한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위협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한다(Byrne and Mazanov, 2002: 185). 또한 성인이 되기 위한 과도기적 발달 변

화와 이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Seiffge-Krenke et al., 2009: 259), 청소년 문제

의 예방이나 치료에도 매우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Howard and Medwa, 2004: 391).  10-14세 청소

년 286명을 상으로 한 연구(Hampel and Peterman, 2006: 409)는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가 높

은데 비해 적절한 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서적·행동적으로 문제행동을 일으켜 학교부적응을 초

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조기발견하고 실질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청소년

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청소년 개인의 경험과 성격, 특징, 미래(진로), 그리고 인관계와 경제적 

상황 등의 주변 환경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Lazarus and Folkman, 1984: 21; 

Seiffge-Krenke et al., 2009: 259-260). 그러므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잠재계층)을 구체적으

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에 이루어졌던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스트레스의 측정(김

교헌·전겸구, 1993; 민하영·유안진, 1998; 조붕환, 2006)이나 영향 관련 요인(신승배·이주열, 2011; 위

휘, 2005; 이근복·정우석, 2007; 장영애·손영미, 2006; 황혜정, 2006), 다른 변인과의 관계(강지숙·황은

희, 2012; 김기순·신선순, 2011; 김연화, 2010; 박순희 외, 2015; 염행철·조성연, 2007; 정의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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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처양식(김지숙·류상희, 2003; 조붕환, 2006)에 주목함으로써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하나의 

동질한 모집단으로 규정하고, 개별적인 관계분석에 그치거나 집단 내에서의 다양한 질적인 차이를 규

명하지 못하였기에 통합적 시각을 제공하기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논의되어 왔던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들을 추출하여 청

소년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유형을 탐색하고, 스트레스 유형에 나타난 집단별 특성과 그 특성변인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동일한 모집단으로 구성된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다양

한 프로파일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규명된다면, 청소년을 위한 지도와 상담, 스트레스 중재전략 및 프

로그램 등의 청소년복지에 한 적절한 실천적 개입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은 몇 개가 존재하며, 각 하위유형 집단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둘째, 집단유형에 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특성은 무엇인가? 

2. 문헌고찰

1)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에 한 개념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제시하지만 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

다(Lazarus and Folkman, 1984: 11-21; Sorensen, 1993: 6). 첫째, 스트레스가 자극(원인)이라고 보

는 입장으로, 개인의 신체 및 심리 적응에 변화를 필요로 하는 위협적인 생활사건, 즉 외부 환경의 자

극이나 외적인 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긍정적 자극으로서의 유스트레스

(eustress)와 부정적 자극으로서의 디스트레스(distress)로 분류된다. 둘째, 스트레스가 반응이라고 보

는 입장으로, 개인의 안정을 위협하는 외부의 환경적 자극에 해 심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적응하

려는 상태, 즉 외부 자극에 해 보이는 개인의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스트레스는 상호작용이라

고 보는 입장으로, 외부 환경의 자극과 개인의 반응 사이에서 상호작용의 결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Lazarus와 Folkman(1984: 19)은 개인이 소유한 자원을 초과하여 개인의 행복을 위협한

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 간의 특별한 관계를 스트레스라고 보았다. 이는 개인을 환경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보는 입장으로 포괄적인 스트레스 개념틀을 제공하며, 동일 사건이더라도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자원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지숙·류상희, 2003: 107).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적 원인은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상 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기도 하고 오히려 행복

감을 느낄 수도 있다(이영옥·이정숙, 2011: 54-55). 

또한 개인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모든 사건은 스트레스 요인(stressor)이 되고, 이는 개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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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계속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김광웅·박애선, 2001: 20). 스트레스는 일

반적으로 발생빈도와 발생사건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심각한 생활사건과 일상적 생활사건으로 구분된

다. 심각한 생활사건이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이혼, 질병, 해고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는 큰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생활사건을 의미한다. 일상적 생활사건은 외로움, 친구 및 가족 간의 다툼이나 약속 

어김, 돈이나 물건 분실 등의 흔히 경험하는 생활사건을 말한다. 즉, 일상적 스트레스는 심각한 생활

사건에 비해 빈번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 지각된 스트레스는 심신의 건강과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적응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Lazarus and Folkman, 1984: 24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란 환경적 자극과 개인적 반응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

한다는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청소년의 스트레스 구성요인

청소년은 각각의 발달단계에서 성취해야하는 과업과 일상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변화하

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김교헌·전겸구, 1993; 이영옥·이정숙, 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의 스트레스 구성요인은 연구 상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연구 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에 한 정의는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한 적

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따로 정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가법령정

보센터, 2016). 이 3개 법의 공통된 연령층의 청소년 집단은 초, 중, 고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발달단

계의 상들로 구성되고, 각기 다른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다른 발달과업을 가진 다층의 집단이다(임

성택 외, 2010: 25).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 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청소년들이므로, 초, 중, 고에 이르는 다층의 발달단계로써 초기 청소년, 중

기 청소년, 후기 청소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1) 

초기 청소년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에 구체적 조작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규칙을 학습하게 

되며, 근면성이 발달하고,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라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 된다. 즉, 초기 청

소년은 부모의 강력한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또래친구들과의 접촉이나 인정에 민감해지고, 학

교에서의 생활이나 학업 등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초기 청소년이 겪는 

스트레스는 개인과 가정 외의 사회적 요인으로 확 된다.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신체조건, 미래 

예측의 어려움, 부모의 가정불화, 자녀교육태도, 경제적 어려움, 가정환경에서부터 또래친구와의 관계, 

학업문제 등으로 그 영역이 확 되어 구성된다(이영옥·이정숙, 2011: 54; 조붕환, 2006; 황혜정, 2006: 

195). 

1)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초기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중학교 취
학 전·후에서 연령범위를 초등학생 4,5,6학년을 포함하고 있고(권은영·정현희, 2011; Akos, 2002). 

중학생을 중기 청소년으로, 고등학생을 후기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신승배·이주열, 2011; 한성
애, 2006; Schmeelk-cone and Zimmerma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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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에 인지적, 심리적, 신체적, 생리적 

등 다양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남에 의해 적응능력을 크게 요구받는다. 또한 청소년기는 또래와의 상

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 및 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성인이 되기 위해 제반 역할을 인식

하는데 정서적 갈등과 혼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다른 시기와는 다른 특유의 스트레

스를 유발시킨다(김기순·신선순, 2011: 99; 이성  외, 2013: 56). 주위환경의 변화와 자극에 민감하

게 반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의 형성, 외모 및 신체조건, 미래에 한 진로, 학업성취문

제, 사회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친구 및 이성 관계에서의 문제, 가족문제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이

성  외, 2013; 황혜정, 2006). 

다음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구성요인은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개인요인과 인관계, 가정

환경, 학교환경 등 다양한 환경요인이 포함되고 있다. 조붕환(2006)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구성요인

을 개인문제(외모, 성격, 경쟁), 인관계(부모, 친구, 선배, 교사), 학업관련(시험, 성적, 과제, 학습내

용, 학원), 가족관련(간섭·차별·금지, 신체적·언어적 학 , 경제적 문제)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기순과 

신선순(2011)은 중학생의 스트레스 구성요인을 인관계, 학업문제, 생활정도로 분류하였다. 김광웅과 

박애선(2001)은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구성요인으로 친구문제, 가정환경문제, 부모와의 갈등문제, 학업

문제, 학교문제를 포함시켰다. 임성택 외(2010)는 초, 중, 고 청소년의 스트레스 구성요인을 부모관계, 

친구관계, 학업, 용모 및 신체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구성요인은 크게 개인요인과 가정환경요인, 학교환경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개인요인에는 청소년의 외모 및 신체적 조건(염행철·조성연, 2007; 황혜정, 2006), 미래 진로에 

한 불안이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었다(김옥희, 2010; 정승희·정영숙, 1998). 특히, 외모 및 신체적 조건

이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요인에는 가정불화(강지숙·황은희, 2012; 

권은영·정현희, 2011; 김광웅·박애선, 2001; 김기순·신선순, 2011; 민하영·유아진, 1998; 염행철·조성

연, 2007; 황혜정, 2006)와 경제적 어려움(김기순·신선순, 2011; 이영옥·이정숙, 2011; 조붕환, 2006; 

황혜정, 2006)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학교환경요인에서는 학업문제(김교헌·

전겸구, 1993; 신승배·이주열, 2011; 염행철·조성연, 2007; 황혜정, 2006)와 또래와의 관계(권은영·정

현희, 2011; 민하영·유안진, 1998; 염행철·조성연, 2007; 이영옥·이정순, 2011)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6개 지표 즉,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학업문

제, 또래친구와의 관계, 외모 및 신체적 조건, 미래 진로에 한 불안을 투입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탐색하고자 한다. 

3) 청소년 스트레스의 특성변인

청소년의 발달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불균형과 부적응이 이루어지면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Bronfenbrenner and Morris, 2006: Sorensen, 1993). 이 때 개인차가 존재하는

데, 이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변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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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개인특성은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중매체를 통하여 성, 연령, 자신의 외모, 건강상태, 이념, 안녕 

등의 개인적 배경을 비교할 수 있고, 개인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를 가

감할 수 있다(김지숙·류상희, 2003; 황혜정, 2006).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 변인으로 학교급, 성별, 주

관적 건강상태, 행복감, 가출경험, 학업성적수준을 분석에 포함하고자 한다. 

학교급에 있어서는, 초기 보다 중기 청소년이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였고(황혜정, 2006), 중기에 비

해 후기 청소년이 스트레스가 더 높은(신승배·이주열, 2011) 반면,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위휘, 

2005). 이영옥과 이정숙(2011)의 연구에서는 각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중기 청소년은 

부모, 가정, 학업, 교사와 학교 스트레스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초기 청소년은 친구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성애(2006)는 초기 보다 중·후기 청소년이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성별에 있어서, 초기 청소년은 전체 스트레스 요인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김지숙·류상희, 2003; 

황혜정, 2006), 영역별로 학업스트레스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고(조붕환, 2006), 부모, 물질에 

한 스트레스는 남학생이, 외모에 한 스트레스는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염행철·조성연, 2007; 황

혜정, 2006). 이는 초기 청소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활동량이 많고 산만하여 부모로부터 스트

레스를 더 지각하기 때문이다. 중기 청소년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

는데(김교헌·전겸구, 1993; 김기순·신선순, 2011; 장영애·손영미, 2006; 황혜정, 2006), 이는 여학생이 

사춘기적 변화가 심하고 학업성적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예측하였다. 후기 청소년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부모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데, 이는 부모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거는 기

감이 높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부모와 더 많이 부딪힐 확률이 높았다(김광웅·박애선, 2001). 중·후기

(신승배·이주열, 2011) 또는 초기에서 후기 청소년(한성애, 2006)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

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청소년 자신이 지각하는 건강상태를 묻는 것이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중·후기 

청소년이 초기 청소년에 비해 건강취약집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안진상·김희정, 2013). 학

교급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고, 스트레스를 많이 느

낄수록 청소년 자신이 지각하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다. 

행복은 행복감,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삶의 질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행복은 인간의 삶에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특히, 어린 시절의 행복했던 경험은 남은 

생애주기에 걸쳐 긍정의 힘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며, 일상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중요 변인이다(김

연화, 2010; Park, 2004; McCullough et al., 2000). 김연화(2010)는 초기 청소년(초6)이 중기 청소년

(중3)에 비해 행복감이 더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초기에서 중·후기 청소년이 되면서 다양한 경험의 

발달 및 점점 가중되는 학업부담, 사회적 기 감 등이 반영되는 현실을 지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학업과 경제관련 스트레스 순으로 행복감에 관한 상관이 있었다. 

가출경험과 관련하여, 청소년은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지나친 기 와 간섭, 경제적 어려움, 학교성

적, 친구관계 등 다양한 수준의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가출충동이나 가출행위를 일으킨다

(김은주, 2011). 청소년의 가출은 각종 비행과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폭력, 절도, 약물중독, 성매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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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각종 비행이나 범죄의 온상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강하여 청소년 문제를 심화시킨다. 뿐만 아

니라 청소년 자신과 그 가족에게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킴으로써 가족의 역기능을 강화시키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악순환을 고리가 이어진다(김경희 외, 2007). 

학업성적은 청소년에게 상급학교로의 진학과 진로, 교사와 또래 관계의 변화, 새로운 역할 등에 하

는데 있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권은영·정현희, 2011). 어떤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업성적이 

스트레스에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중학생의 학업성적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지숙·류상희, 2003; 황혜정, 2006). 청소년은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으며(장영애·

손영미, 2006), 청소년 자신이 지각하는 성적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가 있다. 특히 자신의 성적

을 하위권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은 상위권 청소년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위휘, 

2005). 

환경특성 변인으로는 가정환경을 분석에 포함한다. 가정환경은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개

인에게 미치는 가장 기초적이고 직접적인 환경이다(김지숙·류상희, 2003). 일반적으로 부모의 부부관

계나 양육태도, 부모 애착과 지지, 가정의 분위기나 경제적·문화적 상태 등의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스

트레스와 관계가 있다(권은영·정현희, 2011; 안혜원·이재연, 2009; Schmeelk-Cone and Zimmerman, 

2003; Seiffge-Krenke et al., 2009). 특히, 가정의 경제적 상태, 즉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를 

상으로 가구소득, 부모교육수준, 부모직업, 주택소유 여부 등을, 학생을 상으로 본인의 진학희망 

교육수준과 학업성취도(성적),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 등을 의미하지만 연구문제, 측

정문제, 데이터 속성 등에 따라 연구자가 판단하여 적절한 변인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강유진·

문재우, 2005; 강영호 외, 2005). 말하자면, 집안의 경제 사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스트레스

를 많이 받는(이근복·정우석, 2007)은 반면, 가족의 경제사정이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거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한다(황혜정, 2006). 

이상으로, 스트레스는 청소년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황

혜정, 2006),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탐색하여 이들의 특성과 그 차이를 확인한 연구

는 아직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겪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선행연구와 

생태학적 모델을 근거로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변인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이 자료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9,521명의 학생들을 상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상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으로, 이들을 청소년으로 본다.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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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수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잠재프

로파일 분석을 수행하였다. 

2) 분석자료

(1) 스트레스 지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란 학업, 또래관계,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외모 및 신체조건, 

미래(진로)에 한 불안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탐색하기 위하여 6개 지표(학업

문제, 가정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및 신체조건, 미래에 한 불안)로 구성하고, 4

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α)는 .756으로 나타났다. 

(2) 특성변인 

청소년의 스트레스 유형을 분석한 이후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성변인을 이

용하였다. 특성변인은 학교급, 성별(여학생=0), 주관적 건강상태, 행복정도, 가출경험(없음=0), 학업

성적수준, 가정의 경제사정이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행복정도는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학업성적수준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수준이 

높음을 의미하여, 가정의 경제사정은 리커트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상황이 좋음을 의미한

다. 특성변인에 한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특성 구분 명 % 특성 구분 명 %

성별
남 4,789 50.3

학교급

초등학교 2,894 30.4

여 4,732 49.7 중학교 3,067 32.2

가출
경험

무 9,041 95.2
고등학교 3,560 37.4

유 460 4.8

주관적 건강상태 최소=1, 최대=4, M=3.04, sd=0.645

행복정도 최소=1, 최대=4, M=3.01, sd=0.678

학업성적수준 최소=1, 최대=5, M=3.04, sd=1.007

가정의 경제사정 최소=1, 최대=7, M=4.51, sd=1.213

<표 1>  특성변인에 한 기술통계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탐색하고, 프로파일에 나타난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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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분석프로그램은 Mplus 5.21과 SPSS 20.0을 활용하였다. 먼저, 청소

년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탐색하기 위하여 6가지 지료를 모형에 투입하여 잠재프로파일(LPA: 

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고, 프로파일을 탐색한 후에는 각 프로파일에서 나타난 집단별 특성

을 분산분석 및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적용하는 2단계로 진행되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평균과 분산의 독특한 프로파일 추정하는데 탁월하며(Muthén and Muthén, 

2000), 잠재프로파일 간의 구별을 최적화하고 모수치의 추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Michael and Graham, 2008). 즉, 전통적인 집단분류 방법과 비교하여 등분산의 가정과 같은 척도에 

따른 제약이 없으며,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모집단에 한 통계적인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Iwamoto et al., 2010; Luyckx et al., 2008)에서 추천하는 3가지 준거

(criteria)를 사용할 것이며, 첫째, 정보적합도(information index)중에서 우수하다고 밝혀진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와 SSABIC(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을 이용하여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계층의 수를 확인할 것이다. BIC와 SSABIC는 지수가 낮

을수록 적합도가 좋다.2) 둘째, 립가설과 영가설 간의 통계검증을 실시하는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를 활용할 것이며, BLRT는 p<0.05일 때, 립가설을 지지한다. 셋째, 잠재프로파

일의 계층에 한 실질적인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본 비 계층의 최소비율을 적용할 것이다. 최

소비율은 선행연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Jung과 Wickrama(2008)은 모든 계층이 표본 수의 최소 5% 

이상을 기준으로 보았고, Hill 외(2000)는 표본 수의 1%이상이면 계층별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4. 연구결과

1) 스트레스 유형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1) 잠재프로파일 모형 결정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탐색하기 위하여 먼저,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적용하여 잠재

계층을 결정하였고, 다음으로 결정된 잠재계층의 집단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프

로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개~6개 하위

유형(계층)을 가진 모형이 측정되었다. 주어진 조건별 결과를 살펴볼 때, 1개~6개 하위유형의 솔루션

을 통틀어서 부수적·개념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최종 하위유형 수를 결정하였다.

2) 많이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중에서 AIC, Entropy 지수는 모형 설계에서 낮은 정확도 및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사용하지 않았음(권재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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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BIC saBIC LMR BLRT
잠재계층 분류율 %

1 2 3 4 5 6

1-class 156047.644 156009.510 na na 100

2-class 148116.074 148055.695 0.0000 0.0000 47.0 53.0 　

3-class 144651.745 144569.121 0.2580 0.0000 0.3 49.1 50.6 　

4-class 130061.204 129956.335 0.0000 0.0000 56.3 12.4 0.3 31.0 　

5-class 126731.169 126604.055 0.0280 0.0000 30.4 31.0 0.3 12.4 25.9 　

6-class 140034.871 139885.513 0.2220 0.0000 40.2 46.8 0.2 12.6 0.1 0.1

 n=9,521 / na = not applicable. 

<표 2>  잠재 로 일분석의 모형 합도

<표 2>에 제시된 4가지 적합도 지수와 잠재계층 분류율에 따라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3계층과 6계

층 솔루션은 LMR에서 립가설이 채택되지 못하였으며, 4계층과 5계층은 잠재계층 분류율에서 1%

미만인 층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5가지 준거에 가장 부합되는 2개 계층 솔루션이 최종적으로 선택

되었다. 선택된 2개 계층 솔루션은 BIC와 saBIC 모두 1계층 솔루션보다 수치가 적었고, LMR과 

BLRT 또한 이 솔루션을 지지하고 있으며(p<.000), 잠재계층 분류율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프로파일 집단별 특성

초·중·고 청소년들의 6가지 지표에 따라 각각 스트레스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 모

두 같은 하위유형의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의 6가지 지표에 따라 확인된 스트

레스 프로파일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스트레스 프로파일의 각 하위유형 

집단의 특성을 관찰하여 집단을 명명하였다. 집단명 부여 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

하여 집단을 간략화 시켰다. 

<그림 1>에서 유형 1은 ‘저위험 집단(47.0%, 4,473명)’으로 정하였다. 이 집단은 학업문제, 가정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및 신체조건, 미래에 한 불안의 6개 지표에서 모두 낮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집단에 비해 6가지 지표가 모두 낮게 나타나 스트레스가 낮은 저위험 집단으

로 명명하였다. 유형 2는 ‘상 적 위험집단(53.0%, 5,048명)’으로 정하였다. 이 집단은 학업문제, 가정

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및 신체조건, 미래에 한 불안의 6개 지표에서 모두 저

위험 집단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 적 위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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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체 청소년에 한 로 일 집단(잠재 로 일분석 결과)

결정된 초·중·고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의 6가지 지표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는 <표 3>과 같

다. 6가지 지표에 따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전체 청소년에서 프로파일 집단별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그러므로 초·중·고의 세 집단 모두에서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2계

층의 프로파일이 적합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
    

지표

초등학생
(n=2,894)

중학생
(n=3,067)

고등학생
(n=3,560)

전체 청소년
(n=9,521)

저
위험
집단

상대적
위험
집단

t
저
위험
집단

상대적
위험
집단

t
저

위험
집단

상대적
위험
집단

t
저

위험
집단

상대적
위험
집단

t

학업문제
2.08
(.927)

3.08
(.795)

-26.082***
2.62
(.941)

3.35
(.744)

-23.178***
2.90
(.844)

3.39
(.651)

-19.199***
2.29
(.921)

3.31
(.722)

-60.375***

가정불화
1.45
(.734)

2.38
(1.022)

-26.589***
1.34
(.603)

2.25
(.986)

-31.584***
1.35
(.619)

2.17
(.873)

-31.992***
1.38
(.689)

2.04
(.937)

-38.539***

또래와의
관계

1.46
(.709)

2.59
(1.098)

-31.909***
1.44
(.632)

2.52
(.942)

-38.002***
1.39
(.579)

2.35
(.785)

-41.213***
1.41
(.676)

2.23
(.921)

-49.430***

경제적인 
어려움

1.16
(.410)

1.96
(1.135)

-27.755***
1.23
(.454)

2.06
(1.061)

-29.611***
1.31
(.542)

2.27
(.855)

-39.495***
1.18
(.432)

1.97
(.959)

-50.649***

외모 및 
신체조건

1.34
(.594)

2.60
(1.023)

-40.476***
1.59
(.670)

2.77
(.959)

-40.100***
1.72
(.702)

2.71
(.815)

-38.867***
1.39
(.592)

2.56
(.900)

-73.647***

미래에 대한 
불안

1.26
(.526)

2.50
(1.043)

-41.747***
2.00
(.866)

3.14
(.893)

-35.443***
2.71
(.875)

3.43
(.661)

-27.862***
1.62
(.774)

3.15
(.832)

-92.962***

평균(표준편차), ***p<.001

<표 3>  지표에 따른 스트 스 로 일의 집단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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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스트레스 집단유형별 특성 예측

청소년의 스트레스 특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준거집단으로 저위험 집단을 적용한 이항로지스틱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연구모델의 적합도 검증에서 모델카이제곱이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저위험 집단을 기준으로 상 적 위험집단과 비교하면, 초등학생과 전체 청소년에서는 여학생이 남

학생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와 행복정도가 낮을수록, 가출경험이 있을수록, 학업성적수준과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낮을수록 상 적 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생은 가출경험

과 학업성적수준에서, 고등학생은 학업성적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의 사례수가 같기 때문에 Wald의 크기에 의해 각 회귀계수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초등학생에서는 저위험 집단에 비해 상 적 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복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가정의 경제사정 순으로 나타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행복정

도, 성별, 가정의 경제사정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청소년에서는 행복정도,  가정의 경제사정,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청소년에서 모두 저위

험 집단에 비해 상 적 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복정도로 분석되었

다.3)

변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청소년

B Wald Exp(B) B Wald Exp(B) B Wald Exp(B) B Wald Exp(B)

성별 -.302 10.464 .739** -.857 105.323 .425*** -.861 131.664 .423*** -.674 200.812 .510***

주관적 
건강상태

-.483 36.592 .617*** -.484 46.312 .617*** -.428 43.018 .652*** -.582 199.226 .559***

행복정도 -.919 159.608 .399*** -1.145 230.788 .318*** -.978 187.192 .376*** -1.164 712.577 .312***

가출경험 .453 4.211 1.572* .165 .776 1.180 .359 4.080 1.432* .238 4.036 1.268*

학업성적수준 -.184 10.817 .832** -.049 1.381 .952 -.009 .056 .991 -.146 33.629 .864***

가정의 
경제사정

-.188 20.945 .829*** -.322 62.509 .724*** -.390 115.206 .677*** -.319 212.397 .727***

-2Log우도= 2822.6
     X2=411.368***

-2Log우도= 3,450.5
     X2=681.231***

-2Log우도= 4,196.2
     X2=690.826***

-2Log우도= 10,515.6
     X2=2,516.329***

준거집단: 저위험 집단, 성별(여=0), 가출경험(없음=0)

<표 4>  청소년의 스트 스 집단유형별 특성 

 

3) Wald 검증은 로지스틱 회귀계수의 절 값이 큰 경우에 표준오차도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
도비 검증(Log likelihood ratio test)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회귀계수의 절
값이 크지 않기 때문에 Wald 검증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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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탐색하여 각 집단 유형의 특징을 파악하고, 

집단별 특성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실천적 개입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적합도 지수와 잠재계층 분류율, 해석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의 스트레스 프로

파일은 ‘저위험집단(47.0%, 4,473명)’과 ‘상 적 위험집단(53.0%, 5,048명)’의 2개 잠재계층집단으로 추

출되었다. ‘상 적 위험집단’은 초·중·고 청소년의 과반수이상이 학업문제(성적), 미래에 한 불안, 외

모 및 신체조건, 또래와의 관계,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등의 6개 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고, ‘저위험집단’은 6개 지표에서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청소년이 전반적인 일상생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있거나, 낮은 수준이지만 스트레

스를 받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초기 청소년 때부터 이미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하

고 있는 것이 보편화 되어왔고, 학업문제 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상황이 심화되면 상 적 위험집단

에 들어갈 확률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회·문화적인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초기 청소년 때부터 이미 과열된 입시위주의 학업문제에 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김교헌·전겸구, 1993; 신승배·이주열, 2011; 염행철·조성연, 2007; 황혜정, 2006)과

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미래(진로)에 한 스트레스도 상당하였다. 청소년 시기에 특히, 고교 졸업 

후 미래에 한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경험하였을 때 자살과 같은 문제행동 양상을 보이는 연구(김옥

희, 2010)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외모 및 신체조건에 한 스트레스도 상 적 위험집단에서 두드러지

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다른 연구(염행철·조성연, 2007; 황혜정, 2006) 결

과와 일치한다. 이는 최근 외모 중시로 사회·문화적 태도가 은연중에 외모에 한 사회적 기준을 추종

하도록 강화시킨다(조윤주, 2009; Morade et al., 2005). 때문에 외모 지상주의라는 고정관념을 개선할 

필요가 요구되어진다. 가정불화는 초·중·후기 청소년 부분이 발달과정 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다른 선행연구들(강지숙·황은희, 2012; 김광웅·박애선, 2001; 김기순·신선순, 2011; 민하영·유아진, 

1998; 염행철·조성연, 2007; 황혜정, 2006)의 결과를 지지하여 부모와의 관계 개선이 요구된다. 가정

의 경제적 어려움 또한 기존 연구(김기순·신선순, 2011; 이영옥·이정숙, 2011; 조붕환, 2006; 황혜정, 

2006)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부분의 선행연구(권은영·정현희, 2011; 민하영·유안진, 

1998; 염행철·조성연, 2007; 이영옥·이정순, 2011)는 중·후기 청소년에 비해 초기 청소년이 스트레스

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어릴수록 친구와의 관계 형성과 유지의 어려움으로 소외뿐만 아니라 놀림, 위

협, 공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쉽게 경험한다. 그러므로 초기 청소년 때부터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요구되어진다.

둘째, 청소년의 스트레스 특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저위험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이항로지스틱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학교급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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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높아질수록, 행복 정도가 낮을수록,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

와 가정의 경제적 사정, 학업성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출경험이 있을수록 상 적 위험집단에 속할 가

능성이 높았다. 다른 선행연구(장영애·이영자, 2015)에서는 행복 정도가 낮을수록 청소년이 스트레스

를 높게 지각하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초기에서 후기 청소년으로 올라갈수록 행복 정도가 낮아지는데, 

그 이유는 학업부담, 사회적 기 , 다양한 경험 등을 지각하기 때문이다(김연화, 2010). 성별에 있어서

는, 여학생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선행연구결과(신승배·이주열, 2011; 한성애, 

2006)와 일치한다. 특히, 중기 청소년의 여학생이 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하는데, 그 이유는 사춘기

적 변화가 남학생에 비해 더 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발달단계별, 성별을 고려하여 맞춤형 스트레

스 관리 및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계획과 개입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을

수록 청소년의 스트레스 경험이 높았는데, 이는 학교급이 상승할수록 스트레스를 느끼고 청소년의 주

관적 건강상태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안진상·김진상, 2013; 이봉숙 외, 2013)와 상호방향이 다르다. 

이에, 학교의 교과과정에 정규시간을 확보하여 운동량을 늘려주거나 클럽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집안의 경제사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가 높다는 선행연구(이근복·정우석, 2007; 위휘, 2005; 한성애, 2005)와 일맥상통한다. 이는 

학교나 사회기관에서 가정환경 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가정형편이 어떠한지 확인하여 도움 필요시에는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사회 관련 기관 등의 사례관리통합서비스망을 활용해

야 할 것이다. 한편, 학업성적은 공부압력으로 인한 학업부담에 때문에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연구결과(장영애·손영미, 2006)와 일치한다. 학입시 위주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의해 

지나치게 학업성적만을 강조하는 것은 청소년이 극적인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을 위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필요가 있다. 가

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높은 결과는 김경희 외(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복합적인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된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들과의 상담과 예방교육이 필수적으

로 이루어져야 함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연구적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본 연구결과와의 유사점은 청소년들이 주로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 변인을 파악하여 스트레스 처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것이며, 차이점은 본 연구의 

결과가 단순히 청소년의 스트레스의 영향 관련 요인이나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인과관계나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던 기존 연구를 보완한 것이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회귀분석 등은 

변수 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으로 변수와 변수와의 관계가 모집단 내에서 동질적임

을 기본가정으로 설정하여 연구 상이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변수 간의 평균적인

(nomothetic) 관련성에 주목하였다(손원숙·김경희, 2011). 그러나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사람 중심적 접

근(person-centered approach)으로 연구 상이 가질 수 있는 특수성에 초점을 두어 모집단 내에서 이

질적인 특성 차이를 보이는 하위집단 유형을 구분하고, 그 집단유형별 특성변인을 확인한 것이다. 그

러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상 적 위험집단과 저위험 집단이라

는 2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스트레스 관련 특성변인이 저위험 집단에 비해 상 적 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설명함으로써 유형별 집단에 따른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적 측면에서 실천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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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위한 근거를 수립하는데 의의가 있다하겠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집단 유형별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차별화하

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 경험은 남은 생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

기 청소년 때부터 행복, 성별, 건강상태, 가정의 경제적 사정, 학업성적, 가출경험 등을 고려하여 상

적 위험집단과 저위험 집단 유형별로 전문집중형의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 교육과 프로그램을 실시해

야한다. 즉, 우리나라 교육제도 및 사회·문화적인 환경 상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에게 성취감과 자신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집단유형별로 맞춤형 상담·지도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자신감 향상 및 역량강

화 프로그램(예, 자기주도적 학습, 피어티칭, 스터디그룹, 창의적 문제해결 등의 프로그램) 등의 개발

과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상 적 위험집단과 저위험 집단 유형에 따라 실외놀이 및 치

료 레크리에이션 원리를 활용한 여가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발달에 따른 집단 유형별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21세기 초기 청소년은 

그 이전의 초기 청소년과는 달리 실외놀이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적용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므로,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실외놀이 문화의 확산과 스트레스를 관리 및 예방 교육을 이끌어

줄 전문 인력의 양성과 강화가 필요하다하겠다. 

셋째,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또래관계와 또래부모관계의 증진을 기준으로 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oleman(1988)에 연구에 의하면, 학교 간의 차이보다도 또래관계와 또래의 부

모들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며,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 청소년 때부터 개개인의 서로 다른 사회적 욕구에 의한 친구관계

를 인정해주고 상호 이해와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래관계 및 또래부모 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을 개발 및 운영해 나가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정한 친구란 어떤 존재이며, 서로 돕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해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성인은 친구관계의 질을 제고해 또래관계와 또래부모관계의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나가야 한다. 

넷째, 가정과 학교, 관련 기관의 인적·물적 환경이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 통합기관 및 지역사회 통합 팀접근 방식을 통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스

트레스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관련 기관에서 별도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 통합기관이나 지역사회 통합 팀접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례관리 서비스 접근방법이 필

요하다하겠다. 이는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유익한 성인, 즉 부모나 친구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 자원

봉사자를 포함하는 성인과 청소년과의 관계형성이, 서로 윈-윈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관리와 예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한국청소년스트레스관리본부 및 예방협회나 

기관의 설립, 운영 등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다섯째, 스트레스 문제에 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스트레스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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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이고 행정적 뒷받침을 해

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청소년의 프로파일 유형에 맞는 교육, 훈련, 상담, 치료 등이 적극 확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여섯째, 국가적 차원에서의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노

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 초기청소년 때부터 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질병과 범죄 등의 상황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외모 및 성적 지상주의라는 고정관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외모 및 성적

에 한 사회적 기준을 추종하도록 강화시키는 사회·문화적 태도가 청소년 자신의 가치관 정립과 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신승배·이주열, 2011; 조윤주, 2009; Morade et al., 2005), 고정관념을 

개선하려는 공익광고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분석에 있어서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스트레스 요인과 다른 특성 변인을 2차 자

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자료)에서 활용하였기 때문에 변수의 선정과 검증이 제한적이었으며, 후

속연구에서는 측정 자료의 수정·보완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횡적 자료를 기반으로 초·중·후기 청소년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분석하였는데, 이

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조절변수나 매개변수의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초·중·후기 청소년의 스트레스 변화 양상을 통한 

특성 변인과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개인적 측면에서 초·중·후기 청소년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탐색하였는데, 농어촌

과 도시의 지역적 측면의 특수성을 고려한 초·중·후기 청소년의 스트레스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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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file Analysis of Types of 

Adolescents’Stress

Lim, Chae Young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Yeum, Dong Moon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Jung, Hyun Tae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tress profile that adolescent 

perceives by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LPA),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variable per groups that appeared in profile. By using the 

cross-section data of ‘A survey on the human right of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 in 2013’ issu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LPA concerning 

the stress type was conducted and surveyed 9,521 adolescents from four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to seniors in high school nationwid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wo class type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goodness-of-fit index and latent class classification rate. Type 1 is named 

low-risk group as they show low level, whereas type 2 is named relative risk 

group as they show high level. In order to predict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stress, the study conducte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the 

basis of low-risk group. There is higher probability to belong to relative risk 

group, the more they are female students than male students, the less their 

subjective health condition and happiness, the more runaway experience, the less 

school grades and the less economic affluence in their household. The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ts limitation and direction of follow-up research were suggested. 

Key words: adolescent, stress, type, Latent Profile Analysis(LPA)

〔논문 접수일 : 16. 05. 02, 심사일 : 16. 05. 09, 게재 확정일 : 16. 05.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