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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in Family on Adolescents’ Depression

염소림, 최유석

한림 학교 사회복지학부

So-rim Yeom(sorim0815@hanmail.net), Youseok Choi(yschol@hallym.ac.kr)

 요약

이 연구의 목 은 가정내 사회  자본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향을 밝히는 것이다. 한 청소년의 

자아존 감이 가정내 사회  자본과 우울간의 계를 매개하는지를 밝히고자 하 다. 한국청소년패 조

사 (KYPS) 등학교 4학년 3차-5차 패 자료를 이용하여 2,306명의 청소년을 상으로 분석하 다. 분

석 결과, 첫째, 가정내 사회  자본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내 사회

 자본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아존 감은 가정내 사회  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을 완화시키기 해 부모-자녀 간의 긴 한 상호작용을 통한 가정

내 사회  자본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정내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부모-자녀 계의 

친 감과 신뢰, 가족기능의 강화를 한 개입의 요성을 시사한다. 한 자아존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 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우울을 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다.

■ 중심어 :∣가정내 사회적 자본∣자아존중감∣청소년 우울∣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in families on depression 

of adolescents. It also examines whether adolescents’ self-esteem medi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capital in families and depression. This study uses 2,306 adolescents drawn from 

the 3rd-5th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with high level of social capital in families are less likely to experience depression. Second, 

adolescents with high level of social capital are more likely to have high level of self-esteem. 

Third, adolescents with high level of self-esteem are less likely to experience depression. 

Lastly, social capital in families has impacts on depression through self-esteem. Thu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social capital in families to address adolescents’ depression. Developing 

intimat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is needed to increase social capital in 

families.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and services to enhance self-esteem of 

adolescents, which will prevent or address adolescents’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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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의 우울이 차 심각해지고 있다. 체 청소년

의 41.3%, 남학생은 36.5%, 여학생 46.6%가 울 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1]. 학업부담, 교우

계 등 스트 스로 인해 일반 청소년의 상당수가 우울

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 10  청소년의 질병

과 장애 원인 1 가 우울증인 것으로 나타났다[2]. 정신

질환을 지닌 사람의 반 이상은 14세 무렵에 첫 증세

가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에 한 치료를 받는다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통

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2].

그동안 청소년 우울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청소년의 스트 스, 건강, 종교, 과외활동, 학  

 가정폭력 등 우울의 원인에 한 연구[3-7], 학교생

활 부 응, 학업 단 등 우울의 결과와 련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8-10].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는 주로 

청소년의 개인  속성에 을 두었다.

본 연구는 사회  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부모와 청

소년의 계  특성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자 한다. 한 가정내 사회  자본이 우울

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자아존 감이 어

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밝힐 것이다.

Coleman[11]은 자본을 경제  자본, 인  자본, 사회

 자본으로 구분하 다. 사회  자본은 다른 자본과 

달리 구성원 간의 계 속에 존재하고 발 된다[11]. 다

양한 수 의 사회  자본이 존재하지만, 가정내 사회  

자본은 부모-자녀 간의 긴 한 화나 서로에 한 이

해를 통해서 형성된다[12]. 가정내 사회  자본이 요

한 이유는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과 부모의 개입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상당한 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12]. 이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

해 형성된 가정내 사회  자본이 청소년의 정서  발달

과 련된 우울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할 것

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 감이 사회  

자본과 우울간의 계를 매개하는지를 밝힐 것이다. 자

아존 감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자기

존 의 감정을 의미한다[13].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

은 자신감과 능력에 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정

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자아존 감이 낮은 

사람은 자주 불안을 느끼고 우울해하며 불행하다고 느

낀다. 따라서 자아존 감이 낮은 청소년은 우울증, 학교

생활 부 응, 집단 괴롭힘, 비행, 폭력, 약물남용 등 다

양한 심리사회  부 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14][15]. 가정내 사회  자본이 우울에 향을 미치는 

메카니즘에서 자아존 감은 요한 매개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부모의 심과 격려 등 가정내 사회  자본

은 청소년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고, 증진된 자아존

감이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내 사회  자본과 자아존 감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살펴볼 것이다. 부모-자녀 간 상

호작용 등 가정내 사회  자본의 증진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을 방하거나 치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

는 한국청소년패 조사(KYPS) 등학교 4학년 패  3

∼5차자료를 이용하여 2,306명을 상으로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내 사회  자본(3차), 자아존 감(4

차), 우울(5차) 등의 변인들을 시차를 달리하여 측정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변인간의 인과 계를 엄 하게 탐색

할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1. 청소년의 우울
우울(depression)은 슬  감정의 정도가 심하고 오래

되어서 병 으로 된 상태이다[16]. 우울의 증상은 일시

인 슬픔이나 우울한 기분의 경험에서 지속 인 상실

감, 무력감, 자살기도 등을 포함하는 정신병  상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우울  불안 장애는 슬픔

이나 무력감 같은 정서 상태와 더불어 집 력 감퇴, 비

실감 등의 사고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만성  피로

감, 불면, 정신 운동성 조와 같은 신체증상 한 야기

할 수 있다[17].

우울은 성인만이 경험하는 증상인 것으로 알려져 왔



가정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257

으나, 차 청소년의 우울에 한 심이 증 되고 있

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은 성숙과정에서 오는 스트

스 외에도 극심한 학업 스트 스에 노출되어 상 으

로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기 우울은 가

정생활과 학교생활의 부 응, 문제행동, 자살, 성인이 

된 후의 정서 장애와 높은 련을 맺고 있다[18]. 

청소년의 우울증 유병률은 성인에 비해 높다고 알려

져 있다. 질병 리본부 만성병조사 에서 수행한 ‘청소

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통계’[1]에 따르면 청소년의 

41.3%, 남학생은 36.5%, 여학생은 46.6%가 우울을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을 상으로 한 조사연구에

서는 우울증 유병률이 27.2%인 것으로 나타났다[19]. 

고등학생  60%가 우울상태로 나타났으며[20], 임상

 우려 수 에 도달한 청소년이 42%에 달할 정도로 

청소년 우울은 심각한 상태이다[21].

발달기에 있는 청소년의 우울 경험은 일생동안 정신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 상의 연구에서 

우울은 자살생각의 주된 요인일 뿐만 아니라[22], 처음 

우울증을 경험한 청소년의 약 60%가 다시 우울을 경험

할 정도로 재발률이 높다[23].

한 우울한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이 되었을 때 높은 

수 의 심리  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요한 

정서  어려움을 겪을 험이 우울을 경험하지 않은 아

동,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4]. 

이와 같이 아동, 청소년기의 우울은 이후의 삶에 지속

인 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을 

조기에 방하고 효과 으로 개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정내 사회적 자본
사회  자본에 한 이론  논의는 Coleman [11]과 

Bourdieu[25]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Putnam[26], 

Fukuyama[27] 등 여러 학자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Bourdieu[25]에 의하면 자본이란 이익을 산출할 수 있

는 잠재력, 는 투입자원을 동일하거나 확 된 형태로 

재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한다. 그는 자본의 세 

가지 차원인 경제, 문화, 사회의 상호작용에 해 

을 맞추고 있다. Putnam[26]은 거시  차원에서 사회  

자본을 논의한 학자로서 사회  자본은 연 (tie), 규범

(norm), 신뢰(trust) 등으로 구성되며, 사회  자본은 스

스로 강화되고 축 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 다. 한

편 Fukuyama[27]는 사회  자본을 공동체의 연 와 결

속을 유지하는 고신뢰 사회의 핵심가치라고 주장하

다. 개인이 집단에 여하거나 참여함으로써 개인과 지

역사회를 해 정 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Coleman[11]은 자본을 경제  자본, 인  자본, 

사회  자본으로 구분하 다. 사회  자본은 사람들 간

의 계를 통해 생성되는 자본으로서 사회  행 를 

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11]. 사회  자본의 요한 

구성요소인 사회  계망을 통해 정서 인 지지, 정보 

 물  자원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망을 

통해서 발 되는 사회  자본은 인간의 행동에 직

으로 향을 미치기도 하고, 사회  상호작용의 기 를 

형성하는 규범, 기 , 사회  구조를 통해 간 인 

향을 미치기도 한다[28].

Coleman[11]은 사회  자본의 역과 련하여 가족 

구성원의 존재와 구성원 간의 친 함과 유 감에 기반

한 가정내 사회  자본과 가정외 사회  자본으로 구분

하 다.1) 이 연구에서는 주로 Coleman[11]의 사회  

자본에 한 논의 에서 가정내 사회  자본의 역할을 

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Coleman[11]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회  자본이 자녀의 인  자본을 증진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 다. 부모는 자녀에 

한 정서  지지, 재정  지원, 생활지도 등 기본 인 

자원을 제공한다. 

부모 간에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과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녀교육에 깊게 개입하고 지원

하는 부모는 그 지 않은 부모에 비해, 가정내 사회  

자본을 효과 으로 활용한다. 이들은 부모-자녀 간의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투자한다. 자녀와 화

를 더 많이 한다거나, 숙제를 도와주거나, 학교행사에 

더 많은 심을 보인다. 가정내 부모-자녀 간의 긴 한 

계를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사회  자본이 증가된다. 

1) 가정외 사회  자본은 다시 학교 사회  자본과 지역사회 사회  자

본으로 구분하 다. 학교 사회  자본은 학교내 구성원 간의 계,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사회  자본

은 지역내 부모간의 사회  계, 연결망의 긴 성, 부모와 지역사

회 내에 존재하는 규범과 가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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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  자본의 측정지표로서 양부모의 존재, 

자녀의 수, 자녀에 한 부모의 기 , 자녀와의 화빈

도 등을 들고 있다[12][30]. 이 연구에서는 가정내 사회

 자본을 부모와 자녀간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성장 

발달에 향을 미치는 부모의 실제 인 여로 정의한다.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존 감이란 자신이 유능하고, 요하며, 성공

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35]. 청소년기는 자아존

감 형성에 매우 요한 시기이다. 자아존 감이 높은 

청소년은 모든 일에 활동 이고 자기표 을 잘 하며 성

공 인 사회활동을 한다. 반면에 자아존 감이 낮은 청

소년은 소심하고 억압되어 있으며, 자기 심 이거나 

원활하지 못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친구로부터 소외되

는 경우가 많다[36]. 정 이고 높은 자아존 감은 개

인의 자신감 형성, 창조성과 생산성 증진에 필수 인 

요소이다. 반면 부정 이고 낮은 자아존 감은 개인의 

자신감 하  무능력감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37].

Harter[38][39]는 연령에 따라 자아존 감에 한 척

도를 다르게 개발하 다[31]. 를 들어 청소년의 경우, 

사회  능력, 직업능력, 학업능력, 운동능력, 신체외모, 

매력, 품행 등의 역에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한 

평가를 측정하 다[31]. 이와 같이 자아존 감이란 개

인이 자신의 성취, 타인의 우, 신체  특징 등 다양한 

속성에 해 스스로 지각하고 단하는 평가 , 감정  

태도를 의미한다[40]. 따라서 이 연구에서 자아존 감

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가치를 정 으로 단하는 

정도라고 정의한다.

4. 가정내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우울의 관계
4.1 가정내 사회적 자본과 우울의 관계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축 된 가정내 

사회  자본이 청소년 우울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다. 청소년 우울과 련된 요인 의 하나로 부모와의 

계 요인이 있다.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 의 인간 계를 형성한다. 부모는 자녀의 성격, 자아

개념  행동수행 능력에 이르기까지 범 한 향을 

미친다[41]. 

부모-자녀 계가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향을 밝

힌 연구에 따르면, 부모-자녀 계가 정 일수록 자

녀의 우울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2][43]. 한, 

부모가 자녀에게 무 심하거나 자녀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자녀의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44].

한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가정

내 사회  자본은 청소년이 학교생활 등 외부환경에서 

받는 스트 스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30]. 부모

의 애정과 심, 효과 인 감독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

신의 스트 스를 토로하고 해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내 사회  자본의 

하 요인인 부모의 애정과 심, 부모와의 화정도, 부

모 감독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을 것이다.

4.2 가정내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가정내 사회  자본 변수 에서 부모-자녀간 의사

소통의 빈도는 자녀의 자아존 감 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기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의 애정과 심을 확인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자신에 한 반응을 즉각 으로 

인식하고 자신에 해 고찰할 기회를 갖게 된다.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아존 감을 포함한 개인의 성

격과 행동양식을 형성하는데 매우 요한 사회  자본

이다.

자아존 감은 부모의 양육태도의 향을 받는다. 부

모의 수용 이고 따뜻한 양육방식은 자녀의 자아존

감에 정 인 향을 미친다[45]. 부모의 자녀에 한 

정서  지지 등 가정내 사회  자본은 자녀의 자아존

감에 정 인 향을 다. 이와 같이 부모의 심은 

자녀의 자아존 감을 형성하는데 요한 요인으로 작

용한다[46]. 

부모의 경제  지 는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 감 형

성에 정 인 향을 끼친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력이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은 직 이기 보다는 부모

와 자녀사이의 한 상호작용, 즉 사회  자본을 통

해 간 으로 이루어진다[33]. 따라서 가정내 사회  

자본 수 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 감이 높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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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
청소년기의 자아존 감은 인 계  삶의 응문

제와 긴 한 련을 맺고 있다[31]. 청소년기는 정체감 

기의 시기이다. 청소년은 자아상의 혼란을 경험하며, 

때로는 낮은 자아존 감을 갖는다[47]. 낮은 자아존

감은 불안이나 우울과 정 인 상 계를 보인다[48]. 

한 우울한 사람은 부정 인 인지도식(negative 

schema)을 통해 자신을 부정 으로 평가하고, 무가치

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49]. 따라서 낮은 자아존

감은 우울징후 의 하나로 간주된다[48].

자아존 감은 청소년 우울에 직  향을 미치는 

요한 측변인이다[50]. 낮은 자아존 감을 지닌 청소

년은 불안하고 우울하여 낮은 성취수 을 보인다[51]. 

반면 자아존 감이 높은 청소년은 래 계 등 인

계가 원만하고, 자아실  욕구와 성취동기가 높다[31]. 

한 학교생활 등 외부환경의 스트 스에 해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다[31]. 따라서 자아존 감이 높을수

록 우울은 낮아질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가설 
이 연구에서는 가정내 사회  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밝힐 것이다. 한 자아존 감이 가정내 사회  

자본과 우울 간의 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가정내 사회  자본이 높을수록 우울 수 이 

낮을 것이다.

가설 2. 가정내 사회  자본이 높을수록 자아존 감

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을 것이다.

가설 4. 자아존 감은 가정내 사회  자본과 우울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2.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 조사(KYPS)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한국청소년패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NYPI)에서 2004년 4월 1일 기  국 등학생 

4학년 2,844명과 부모를 매년 추 조사한 패 자료이다

[52]. 본 연구에서 2006-2008년도에 조사된 한국 청소

년 패 조사(KYPS) 3차-5차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

다. 응답자는 2008년 기 으로 학교 2학년이며, 3차

-5차 기간 동안 부모와 아동이 모두 응답한 2,306명을 

분석에 사용하 다.

3. 변수의 정의와 측정
3.1 독립변수: 가정내 사회적 자본
본 연구에서는 가정내 사회  자본을 부모-자녀 간

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성장발달에 향을 미치는 

부모의 실제 인 여로 정의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Coleman의 사회  자본에 기반하여 가정내 사회  자

본을 측정하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부모의 교육

 심과 참여[31], 부모와의 화[32][33], 부모의 통

제와 훈육[31], 교육  지원[32], 부모의 교육  기

[31-34] 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가정내 사회  자

본을 측정하 다[31].

이 연구에서는 분석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가정내 사

회  자본은 1) 부모의 애정과 심(3문항), 2) 부모와

의 화(3문항), 3) 부모의 감독(4문항)으로 구분하여, 3

개 역 10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 모든 문항은 5  척

도로 측정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사회  자본 수

이 높도록 구성하 다. 신뢰도 검사결과, 사회  자본의 

Cronbach’s alpha 값은 0.875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

다. 회귀분석에서는 가정내 사회  자본을 측정한 10개 

문항의 평균 수를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3.2 매개변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이 연구에서 자아존 감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정 으로 단하는 정도라고 정의한다. 자아존 감 척

도는 Rosenberg[13]가 1965년에 개발하고, 병재[53]

가 번역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RSES)을 활

용하 다. 자아존 감 척도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평균 수를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모든 문항은 

5  척도로 측정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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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도록 구성하 다. 자아존 감의 Cronbach’s alpha 

값은 0.772로 나타났다.

3.3 종속변수: 청소년 우울
본 연구에서 청소년 우울은 청소년이 평상시에 느끼

는 외로움, 슬픔, 불안으로 정의한다. 청소년 우울은 6

개 문항으로 측정하 으며, 회귀분석에서는 6개 문항 

평균 수를 이용할 것이다. 모든 문항은 5  척도로 측

정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우울수 이 높도록 구성

하 다. 청소년 우울의 Cronbach’s alpha 값은 0.855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통제변수
가정내 사회  자본과 청소년 우울에 향을 미칠 것

으로 상되는 연구 상자의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

하 다. 연구 상자의 개인 특성과 가구 특성을 통제변

수를 선정하 다. 조사 상자의 스트 스 정도, 성별

(남, 녀), 양친 동거여부, 형제 유무, 주택소유형태(자가, 

세, 월세, 기타),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월평균 가구

소득(만원)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 다. 이 에서 스

트 스는 16개 문항, 5  척도로 측정하 다. 16개 문항

의 평균 수를 이용하여,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구성하 다.

4. 자료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가정내 사회  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

다. 첫째,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가정내 사회  자

본, 자아존 감, 우울의 수 을 밝히기 해 빈도분석을 

수행하 다. 둘째, 가정내 사회  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상 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셋째, 자아존 감이 가정내 사회  자본과 우울을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하여 Sobel test를 수행하 다.

IV. 분석 결과

1. 일반적 특성 

[표 1]은 응답자 2,306명의 일반  특성을 나타낸 것

이다. 남학생은 52.6%, 여학생은 47.4%로 나타났다. 부

모와의 동거여부를 살펴보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97.7%를 차지하 다. 형제가 있는 경우는 93.1% 다. 

주택소유형태를 보면, 자가주택인 경우가 75.8%, 세

가 18.1% 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30-44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60만원 이상인 

경우도 13.0% 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300만원

-449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3%, 150-299만원이

라고 응답한 비율이 28.3% 다.

스트 스를 살펴보면, 16개 문항의 평균값은 2.40으

로 나타났다. [표 1]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숙제나 시

험’, ‘학교 성 ’에 따른 스트 스가 각각 3.03, 2.94로 높

은 수 을 보 다. 반면 ‘친구의 놀림이나 무시’에 따른 

스트 스는 1.74로 가장 낮은 수 을 보 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306)
조사 상자

변수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212 52.6
여 1,094 47.4

부모와의 
동거여부

예 2,104 97.7
아니오 49 2.3

형제 유무 있음 2,145 93.1
없음 159 6.9

주택
소유
형태

자기집 1,734 75.8
전세 413 18.1
월세 107 4.7
기타 33 1.4

월평균 
사교육비

0-14만원 518 22.8
15-29만원 553 24.4
30-44만원 642 28.3
45-59만원 263 11.6
60만원 이상 294 13.0

월평균 
가구소득

0-149만원 112 5.3
150-299만원 603 28.3
300-449만원 942 44.3
450-599만원 285 13.4
600만원 이상 186 8.7

평균 표준편차
스트레스 2.40 0.71

 * 결측치로 인해 빈도 합계는 분석사례수와 일치하지 않음

2.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우울 수준 
[표 2]는 가정내 사회  자본, 자아존 감, 우울의 평

균수 을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의 가정내 사회  자본



가정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261

가정내 
사회  자본

자아존 감 우울

가정내 사회적 자본 1
자아존중감  .255** 1
우울 -.125** -.301** 1

은 평균 3.64로 나타났다. 가정내 사회  자본의 하

역인 ‘부모의 애정과 심’은 3.77, ‘부모와의 화정도’

는 3.58, ‘부모의 감독정도’는 3.60으로 나타났다. 1차 청

소년 패 자료를 이용한 기존 연구에서 부모애착은 평

균 3.76, 부모감독은 3.42로 나타났다[30]. 본 연구의 조

사결과는 기존 연구와 체로 유사한 수 이다.

표 2. 가정내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우울수준 (n=2,306)
변수 평균 표 편차

가정내 사회적 자본 3.64 .704
  부모의 애정과 관심 3.77 .809
  부모와의 대화  3.58 .904
  부모의 감독 3.60 .882
자아존중감 3.44 .669
우울 2.31 .837

6개 문항으로 측정한 자아존 감 평균은 3.44로 간

보다 조  높은 수 을 보 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는 

자아존 감 평균 3.46인 결과와 매우 유사한 수 이다

[54].

6개 문항으로 살펴 본 응답자의 평균 우울 수 은 

2.31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청소년패  5차자료를 이용

한 기존 연구[54]에서 조사한 우울불안 평균 2.37과 매

우 유사한 수 이다. 

3. 가정내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청소년 우울 
간의 상관관계

가정내 사회  자본, 자아존 감, 청소년 우울 간의 

상 계를 밝히기 해 Pearson 상 분석을 수행하

다[표 3]. 분석결과, 가정내 사회  자본과 우울의 상

계수는 -.125로 가정내 사회  자본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부 인 계를 보 다. 

표 3. 가정내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우울의 상관관계 
(n=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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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존 감과 우울의 상 계수는 -.301로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우울수 이 낮은 부 인 계가 나타났

다. 가정내 사회  자본과 자아존 감 간의 상 계수는 

.255로 가정내 사회  자본이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증가하는 정 인 계를 보 다. 

4. 회귀분석: 가정내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정내 사회  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고, 자아존 감이 그 향을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하

여, Baron and Kenny[55]가 제안한 4단계 분석을 수행

하 다[표 4]. Baron and Kenny[55]의 분석방법은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의 하나

이다. 한 Sobel test를 활용하여 매개 효과가 있는지

를 검증하 다[표 5].

4.1 가정내 사회적 자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모델1)

[표 4] 모델1은 가정내 사회  자본이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 가정내 사회

 자본의 수 이 높을수록, 자아존 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216, p<.000). 한 스트 스 수 이 높을

수록 자아존 감 수 은 낮게 나타났다(b=-.236, 

p<.000).  

4.2 가정내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모델2)
가정내 사회  자본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우울

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모델2), 가정내 

사회  자본수 이 높을수록, 우울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099, p<.000). 

한편, 스트 스 수 이 높을수록 우울 수 도 높게 

나타났다(b=.547, p<.000). 성별에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우울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262, 

p<.000).

4.3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모델3)
가정내 사회  자본을 제외하고, 자아존 감을  독립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모델3), 자아존 감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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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회귀분석: 가정내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n=2,306)
자아존 감(모델1) 우울(모델2) 우울(모델3) 우울(모델4)

b s.e. b s.e. b s.e. b s.e.
 가정내 사회적 자본 0.216 0.021 *** -0.099 0.024 *** -0.051 0.024 *
 자아존중감 -0.235 0.025 *** -0.223 0.025 ***
 스트레스 -0.236 0.021 *** 0.547 0.024 *** 0.499 0.024 *** 0.494 0.024 ***

 남학생(여학생) 0.021 0.029 -0.262 0.033 *** -0.245 0.032 *** -0.258 0.032 ***
 양친동거(아님) 0.15 0.103 -0.072 0.118 -0.033 0.116 -0.038 0.116
 형제 있음(없음) -0.033 0.059 -0.126 0.067 -0.132 0.066 * -0.133 0.066 *
 주택소유(자가)
  전세 0.017 0.038 0.02 0.044 0.025 0.043 0.023 0.043
  월세 -0.127 0.076 -0.02 0.086 -0.044 0.085 -0.048 0.085
  기타 0.187 0.136 0.171 0.155 0.202 0.152 0.213 0.152
 사교육비(30-44만원)
  0-14만원 -0.033 0.042 0.015 0.048 0.005 0.047 0.008 0.047
  15-29만원 0.007 0.039 -0.04 0.045 -0.037 0.044 -0.039 0.044
  45-59만원 0.019 0.048 -0.027 0.055 -0.027 0.054 -0.023 0.054
  60만원이상 0.013 0.048 0.018 0.055 0.01 0.054 0.021 0.054
 가구소득(300-449만원)
  0-149만원 -0.101 0.089 0.015 0.101 -0.008 0.1 -0.007 0.099
  150-299만원 -0.061 0.035 0.005 0.04 -0.008 0.04 -0.009 0.04
  450-599만원 0.063 0.043 -0.003 0.049 0.009 0.049 0.011 0.049
  600만원이상 -0.054 0.053 -0.091 0.06 -0.109 0.059 -0.103 0.059
 상수 3.235 0.106 *** 1.477 0.121 *** 2.038 0.123 *** 2.199 0.144 ***
 R2 0.133 0.264 0.291 0.292
* p<.05, ** p<.01, *** p<.001, 괄호 안은 더미변수에서 기준범주를 나타냄

을수록 우울 수 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235, 

p<.000). 반면 스트 스 수 이 높을수록 우울수 도 

높게 나타났(b=.499, p<.000). 성별에서도 남학생이 여

학생에 비해 우울수 이 낮게 나타났다(b=-.245, 

p<.05). 한 형제가 있는 경우, 우울수 이 더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b=-.132, p<.05). 

4.4 가정내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모델4)

가정내 사회  자본과 자아존 감을 동시에 투입하

여 분석한 결과(모델4), 가정내 사회  자본 수 이 높

을수록 우울수 은 낮게 나타났다(b=-.051, p<.05). 이

는 가정내 사회  자본이 우울에 직 인 향도 미친

다는 을 보여 다. 한편 자아존 감 수 이 높을수록, 

우울수 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223, p<.000).

앞서 분석과 마찬가지로 스트 스 수 이 높을수록, 

우울수 도 높게 나타났다(b=.494, p<.000).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형제가 있는 경우에도 우울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존 감이 가정내 사회  자본과 우

울간의 계를 매개하는지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한 결

과는 [표 5]와 같다. 

가정내 사회  자본이 자아존 감을 통해 우울에 

향을 미치는 간 효과를 검증한 Sobel test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6.939, p<.000). 

이는 자아존 감이 가정내 사회  자본과 우울 간의 

계를 매개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 5. 자아존중감 Sobel test
간 효과 b SE P-value

가정내 사회적 자본  → 
자아존중감  → 우울 -6.939 0.007 0.000

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 은 가정내 사회  자본이 청소년의 우

울에 미치는 향을 밝히는 것이다. 한 청소년의 자

아존 감이 가정내 사회  자본과 우울을 매개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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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탐색하 다. 이를 해 한국청소년패 조사(KYPS) 

등학생 4학년 3차-5차 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가정내 사회  자본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우울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을 지지하

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체로 일치하는 

것이다[30][41][42].

가정내 사회  자본은 우울에 직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청소년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고 자아존

감이 우울을 감소시키는 간 효과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낮은 자아존 감이 불안이나 우울과 정 인 

상 계를 보인다는 연구[48][49]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지닌다. 첫

째, 부모-자녀간의 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가

정내 사회  자본이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가정내 사회  자본도 우울 수

을 낮출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에서

는 주로 거시  측면의 사회  자본의 기능과 효과에 

을 맞추어 민주주의, 경제발 의 토 로서 사회  

신뢰 증진 등에 심을 기울여 왔다[26][27]. 그러나 미

시  측면에서 가정내 사회  자본을 활용한다면 청소

년의 우울을 방,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정내 사회  자본이 직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존 감을 통하여 우울에 향을 주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가정내에서 부모의 애정과 심, 화, 

감독 등과 같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자

아존 감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요

하다.

한 아동,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족내 사회  자본과 

자아존 감은 일 되게 유지되는 특성을 보인다. 아동, 

청소년기에 가족내 사회  자본을 획득하고 정 인 

자아존 감을 형성하는 것이 요하다[31]. 따라서 부

모가 자녀에게 좀 더 심을 갖고 화를 많이 하거나,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자녀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 가족치료 로그램

을 통해 안정 인 가족 계를 유지한다면 청소년의 우

울을 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정

내 사회  자본을 통해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

에 각종 상담기  등에 비해, 상 으로 은 비용으

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기 해 실천 장에서 

청소년의 자아를 성장시키고 자신을 정 으로 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자아존 감 향상 로그램을 확

하는 제도  노력이 요청된다. 를 들면, 강  

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56]. MBTI검사, 자신

의 장단  찾기, 강  찾기 등을 통해 자신이 괜찮은 사

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자신의 강 을 개발하

여 자아존 감을 높일 수 있다. 한 인지행동 치료 

로그램, 성인아이 역할극, 공감 훈련 등 다양한 사회복

지 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56].

넷째,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심을 보이고, 화 

시간을 늘리는 등 부모-자녀 간 가정내 사회  자본을 

높일 수 있게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

도 요하다. 부모-자녀 로그램  캠  등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친 한 부모-자녀 계를 유지할 수 있

을 것이다.

를 들면, 부모-자녀의 계 개선을 해 부모와 자

녀가 화의 장을 열 수 있는 로그램, 서로 역할을 바

꿔서 이해할 수 있는 놀이 로그램, 고민을 공유하는 

로그램, 부모와 같이 배울 수 있는 로그램 등을 통

해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털어 놓고, 소통할 수 있다면 

가정내 사회  자본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가정내 사회  자본을 높이고, 자아  존 감

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청소년의 자신에 한 신뢰감이 

향상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소 히 여기고, 기분

에 한 통제기능을 증진하여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한국청소년패 조사 3차-5차 데이터의 등학교 6학년

을 상으로 추 하여 조사하 다. 이러한 특정 연령층

의 청소년을 상으로 한 것이므로, 청소년 체에 

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2차자료 분석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가정내 사

회  자본에 한 측정에서 설문 문항의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정내 사회  자본에 한 다양하고 

엄 한 측정을 한 설문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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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정내 사회  자본이외에도 친구 계, 학교

계, 지역사회 계 등 다양한 계  요인이 우울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

울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독립변인을 조사하여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 감이 가정내 사회  자

본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는지에 주목하 다. 

그러나 자아존 감이 사회  자본과 우울의 계를 조

하는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아존 감이  조 효과를 보이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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