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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울이란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보편

적정서상태로정도의차이는있지만누구나겪을수있

는 심리적인 부적응을 말한다[1]. 따라서 건강한 성인뿐

만 아니라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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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 D시에서 중고등학교 청소년 1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는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평균차이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우울감은 일반
적 특성 중 성별, 학업성취도, 가족 소득 수준 및 학교급에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우울감은 가정학대 경험
과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가정학대, 
학교 폭력 요인의 설명력이 유의하였고 가정학대의 설명력이 학교 폭력 관련 요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우울감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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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variables related to violence affecting adolescents' depression. For this 
study, 1011 adolescents were surveyed in D city of Korea.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out that adolescents'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gender, academic achievement, family 
income level, school level. Second, depression, domestic violences,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s and bullying 
behaviors were positively correlated. Third, As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explanatory power of domestic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were significant for both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domestic violence was higher than school violence. Lastly, based on 
these results, the ways to reduce adolescents' depressio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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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일시적인초조감, 정서적침체감등우울의제

반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2].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우울의 심각성이

부각되고있다. 근래이루어진한조사에서전체학생중

35.8%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고[3],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에서도 58.0%인 것으로[4] 나타

나 과거에비해우울문제가심각해졌음을확인할수있

다. 그 이유로입시위주의교육, 학교폭력, 가족문제등

이지목되었는데[5,6], 이러한우울문제는자살문제로까

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

청소년들은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정서·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

스를 경험하게 되고[7, 재인용] 심리적인 부적응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면 심리적 혼

란속에갈등을느끼게되며[8] 정서적·행동적문제가외

부로 표출되기도 한다. 만일, 표출되는 문제가 외현화된

다면이러한문제는공격성·비행으로나타나고내재화된

상태로 통제된다면 불안·우울감으로 나타나게 된다[9].

따라서 청소년기는 그들이 겪게 되는 신체의 급격한 변

화로 인한 정서적 불안전성을 적절하게 해소해야 할 매

우 중요한 시기라 할 것이다.

한편, 폭력행위란 직접적 신체적인 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 정서적 폭력, 위협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10].

이러한 폭력 행위는 폭력 유형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자

존감, 정신건강등정서적측면에부정적영향을미쳐심

리적인부적응을유발한다[11]. 특히 국내의경우청소년

들의학교폭력행위는점차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

났으며, 흉포화및저연령화등의현상도보이고있는것

으로 나타났다[6]. 하지만 이러한 폭력행위는 우울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폭력 행위 근

절을 위한 대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까지이루어진청소년의우울에대한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예측변인으로 건강, 학교생활, 가정환경, 학대·

가정폭력, 종교, 과외활동에주목하였던연구가대부분이

었는데[12], 특히 폭력 피해 경험이 우울에 장·단기적으

로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청

소년들은 생활 대부분을 집과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청소년이 겪는 폭력 피해는 집에서 겪게 되는 가정학대

와 학교에서 겪게 되는 학교폭력 피해로 나누어 살펴야

할 것이다.

가정학대가 청소년의 우울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은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김지영 등[13]

은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가정학대 경험이 이들의 우울

및자살생각에유의한영향을미쳤음을밝혔고 Afifi 등

[14]은 더 나아가 직접적인 자살 시도에 매우 유의한 변

수임을 밝혔다. 따라서 가정학대 경험은 자살 생각 뿐만

아니라 자살 시도, 즉 행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직접적인 가정학대는 아니지만 부

부간의불화도청소년의학대와매우밀접한관련이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5, 재인용], 특히 정서적 학대와

큰관련성이있었고[16], 궁극적으로외상후스트레스장

애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따라서직접적인학대뿐아니라부부간의불화등

간접적인정서적학대도청소년들의우울에장기적인영

향력이 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도 청소년의 우울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미[18]의 연구에서

학교폭력 피해는 우울 및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밝혔고 이은희 등[19]의 연구에서도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이나 폭력 피해자들은 자존감 감소, 공포감,

스트레스, 우울, 자살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학교폭력피해경험은학교폭력가해경험과매

우밀접한연관이있다[20]. Olweus[21]는 학교폭력자체

를 폭력 가해 행위와 폭력 피해 두 가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보았다. 즉, 학교폭력행위는학교폭력피해와가

해양측면을모두포함하기때문에동시에논해야한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가해 경험도 가해자의 우

울에영향을미치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신복기등

[6]에 의하면학교폭력가해는가해자의우울및자살로

진행된다고 하였고김정란 등[22]의 연구에서도 학교 폭

력가해가그들의우울감및자살생각에유의한영향력

이있음을밝혔다. 이는학교폭력의피해와가해는시작

과 끝이 모호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이루어 역동적인 관

계를이루고있기때문인데[23,24], 구체적으로폭력피해

경험은 그들의 공격성을 상승시키고[18] 이는 다시폭력

가해행위에직접적인영향력을미치게되며[25], 이들은

교우관계의실패로다시폭력피해를경험하게된다[26].

따라서 이러한 역동적 관계가 우울감에 동일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일련의연구로미루어보면, 청소년들이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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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겪게되는폭력피해경험모두그들의우울감

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언급했던 선행연구들은 변수 간 관계 및 직접적 효과에

만관심을두었고가정과학교에서겪게되는폭력피해의

상대적인 비교를 시도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성별에 따

라 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영향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폭력 경험을 가정학대

경험, 학교 폭력 피해 및 학교 폭력 가해로 나누어, 우울

감에 대한 이러한 요인들의 설명력을 성별로 비교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연구 문제를 첫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가정학대 피해, 학교 폭

력 피해 및 가해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성별에

따른가정학대피해, 학교폭력피해및가해의설명력은

어떠한가?로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점차 심각해

져가는 청소년들의 우울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충청남도 D시의전체중학교, 고등학교에

서학년별 1개반을표집하여조사하였고, 조사원이직접

대상 학교에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동의를

얻은후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4월 15일부터 5

월 15일까지 1개월이다. 회수한설문지중불성실하게응

답하였거나 공란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1,011

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성별분포는남학생이 465명(46.9%), 여학

생이 526명(53.1%)로여학생이많았고, 학교급분포는중

학생이 467명(49.3%), 고등학생이 480명(50.7%)으로 서

로비슷하였다. 이들의연령범위는 13-19세였으며평균

연령은 중학생이 13.7세(SD=.86), 고등학생이 16.3세

(SD=1.39)였다, 한편, 학업성취도는 ‘상’이 184명(18.8%),

‘중’이 518명(53.0%), ‘하’가 276명(28.2%)로 ‘중’이 가장

많은분포를보였고가족형태는 ‘양부모’가 822명(83.3%),

‘편부모’가 109명(11.1%), ‘조손가족 및 기타’가 55명

(5.6%)로 ‘양부모’형태가 월등히 많았다. 끝으로 가족 소

득수준을 보면 ‘상’이 318명(32.4%), ‘중’이 535명(54.6%),

‘하’가 127명(12.9%)로 ‘중’이 가장 많았고 ‘상’, ‘하’ 순으

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2.2.1 가정 학대 경험
배미희[27]의 가정폭력경험 척도를 본 연구대상과 목

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가정학대 경험이란 부

모로부터자녀가직접적폭력을경험하는것으로자녀학

대를의미한다[]. 이척도는지난 1년동안부모로부터경

험한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 경미한 신체적 폭력, 심

각한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며 가정폭력, 즉 청소년이 경

험하게되는자녀학대의정도를측정할수있이며 4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5점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가정학대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2.2.2 학교폭력 경험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법과 조주영[28]이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본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하였고 관련

전문가 2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거쳐 최종 척도를 완성하

여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8가지의 학교폭력

즉, 유형인 언어폭력, 신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강요,

성폭력, 사이버 폭력을 가해경험 7문항, 피해경험 7문항

으로측정하도록구성되어있으며총 14문항이다. 총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높을수록학교폭력피해경험, 가

해경험이 각각 높아짐을 의미한다.

2.2.3 우울감
우울감은 SCL-90의 하위척도로 Choi[29]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총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높을수

록우울감이높음을의미하며본연구에서이척도의 신

뢰도 Cronbach's α는 .930으로 나타났다.

2.2.4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성별, 연령, 학교급, 학업성취도, 가족형태,

가족소득 수준을 측정하였다.

2.3 자료분석
SPSSWIN 23.0 프로그램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연

구대상의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도, 가족형태, 가족소득

수준에 따른 우울감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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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를실시하였고, 연구에사용된주요변인간의상

관관계를파악하기위하여상관분석을실시하였다. 또한

우울감에미치는변인의영향력을비교하기위하여성별

에 따라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
청소년의일반적특성에따른우울감은 <Table 1>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감이

유의하게 높았고(t=-6.592, 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고등학생이중학생보다유의하게높았다(t=-4.457, p<.001).

또한학업성취도에따라서는 ‘상’, ‘중’, ‘하’ 집단순서대로

우울감이 높아졌고(F=16.745, p<.001), 가족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하’ 집단이 ‘상’, ‘중’ 집단보다 우울감이 더 높

았다(F=15.279, p<.001). 그러나 가족형태에따라서는우

울감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593, p=.553).

Depression

N
Mean
(SD)

t , F,
Duncan

Gender
Male
Female

465
523

2.17
( .85)
2.53
( .87)

-6.592***

School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466
479

2.25
( .90)
2.50
( .83)

-4.457***

Academic
Achieveme
nt

High
Middle
Low

183
518
274

2.15
( .93)
2.31
( .84)
2.60
( .89)

16.745***
A
B
C

Family
type

Intact parent
Single parent
Grandparent
rising, etc

819
109
55

2.36
( .87)
2.43
( .90)
2.28
(1.00)

.593

Income
level

High
Middle
Low

318
534
126

2.23
( .90)
2.36
( .84)
2.73
( .89)

15.279***
A
A
B

*** p<.001

<Table 1> Differences in depres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011>

3.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주요변인간상관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가

정학대경험과학교폭력피해경험, 학교폭력피해경험,

우울감모든변수간에정적상관관계가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피해경험과학교폭력가해경험(r=.540, p<.01)

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다음으로 가정학대 경

험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r=.314, p<.01),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우울감(r=.260, p<.01), 가정학대 경험과 우울감

(r=.236, p<.01), 가정학대 경험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

(r=.195, p<.01), 학교폭력 가해 경험과 우울감(r=.133,

p<.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분석 결과 주요 변

인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 2. 3. 4
1. Domestic violence 1
2.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314** 1

3. School Bullying
Behaviors

.195** .560** 1

4. Depression .236** .260** .133** 1
Mean 1.33 1.18 1.12 2.36
SD .55 .36 .29 .88

** P<.0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3.3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
1단계에서는청소년의연령과학교급, 학업성취도, 가

족형태, 가족 소득수준, 2단계에서는 가정학대 경험, 3단

계에서는학교폭력피해경험및가해경험을각각투입

하여 성별에 따른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

자 하였다.

3.3.1 남학생의 우울감
남학생의 우울감에 대한 관련 변인의 위계적 회귀분

석결과를 <Table 3>에제시하였다. 일반적특성인연령

과 학교급, 학업성취도, 가족형태, 가족소득 수준은 남학

생의 우울감을 6.2% 설명하였고, 가정학대 경험은 전체

설명력을 5.6% 증가시켰으며, 학교폭력 요인인 피해 경

험과 가해 경험은 전체 설명력의 4.8%를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전체 3단계의위계적회귀분석에포함된

8개의 변수는남학생의우울감을 16.6%설명하였으며, 8

개의변수중학교폭력피해경험의영향력이가장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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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대 경험, 가족소득 수준, 학업성취도 순으로 나타

났다. 즉, 학교폭력피해경험이많을수록, 가정학대경험

이많을수록, 가족소득이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낮을수

록 우울감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종모델에서연령, 학교급, 가족형태, 학교폭력가해경

험의 영향력은 없었다.

Boys' depression
B (β) B (β) B (β)

Step 1: General
characteristics

Age
School

level(1=high school)
Academic

achievement
Family

form(1=intact)
Family income
level

-.009
(-.017)
.200

( .116)
-.204

(-.167)**
-.118
(-.079)
-.181

(-.136)**

.006
( .011)
.198

( .115)
-.149
(-.122)*
-.103
(-.069)
-.169

(-.127)**

-.007
(-.013)
.227

( .132)
-.159

(-.130)**
-.092
(-.061)
-.178

(-.133)**
Step 2: Domestic

violence
.378

( .240)***
.271

( .172)***
Step 3: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Bullying
behavior

.376
( .176)**
.176

( .072)

F
R2 change

5.444

.062***

9.150

.056***

10.095

.048***

R2
.062*** .118***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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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Variables influencing boys' depression
                                     <N=465>

3.3.2 여학생의 우울감
여학생의 우울감에 대한 관련 변인의 위계적 회귀분

석결과를 <Table 4>에제시하였다. 일반적특성인연령

과 학교급, 학업성취도, 가족형태, 가족소득 수준은 여학

생의 우울감을 6.1% 설명하였고, 가정학대 경험은 전체

설명력을 5.9% 증가시켰으며, 학교폭력 요인인 피해 경

험과 가해 경험은 전체 설명력의 3.3%를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전체 3단계의위계적 회귀분석에포함된

8개의 변수는여학생의우울감을 15.3%설명하였으며, 8

개의변수중가정학대경험의영향력이가장컸고, 학업

성취도, 학교폭력피해경험순으로나타났다. 즉, 가정학

대경험이많을수록, 학교폭력피해경험이많을수록, 학

업성취도가낮을수록우울감이높아지게된다는것을알

수 있다. 하지만 최종 모델에서 연령, 학교급, 가족형태,

가족소득, 학교폭력 가해 경험의 영향력은 없었다.

Girls' depression
B (β) B (β) B (β)

Step 1: General
characteristics

Age
School level(1=high
school)
Academic

achievement
Family

form(1=intact)
Family income
level

.022
( .044)
.078

( .045)
-.258

(-.203)***
.033

( .019)
-.059
(-.046)

.019
( .0132)
.144
( .084)
-.244

(-.192)***
.030

( .018)
-.041
(-.032)

.014
( .029)
.204

( .119)
-.229

(-.180)***
.000
( .000)
-.046
(-.036)

Step 2: Domestic
violence

.383
( .246)***

.312
( .200)***

Step 3: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Bullying behavior

.342
( .118)*
.344

( .093)
F

R2 change
5.961
.061***

10.366
.059***

10.230
.033***

R2 .061*** .120*** .153***
* p<.05, *** p<.001

<Table 4> Variables influencing girls' depression
                                       <N=526>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특성에따른차이검정결과성별과학교

급, 학업성취도 및 가족 소득수준에 따라 우울감의 차이

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우울감이높게나타났는데이와같은결과는

대부분의선행연구결과와일치한다[30,31]. 그 이유로강

초록 등[32]은 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 문제를 지적한 반

면, Smaill 등[33]은 여성의 성 역할 특성 자체로 설명하

였다. 즉, 여성은수동성, 자기희생, 자존감결여등의역

할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우울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다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34], 이는 진로및상급학교 진학문제때문으

로풀이된다. 이창식등[35]의 연구에서도고등학생이중

학생, 초등학생에 비하여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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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본연구결과와맥락상일치하고있다. 또한학업성

취도에 따라 우울증 수준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

는청소년들의생활에서학업성취도가매우유의하기때

문이다. 가족 소득수준에 따라서 살펴보면 하집단이 상,

중집단에 비하여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직접적 환경이라 할수 있는 부의 직업, 월소득, 모의 직

업유무등이청소년우울과밀접한관계를지니고있다

는 정용철[3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빈곤 가정의 청소

년들이경제적인문제로인하여심리사회적부적응을겪

게되기때문으로설명된다[37]. 따라서청소년들의우울

감을낮추기위해서는그들의학교급과학업성취도수준

및 가정환경 등 심리사회적, 생태적 환경을 모두 고려한

개별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상관분석결과가정학대, 학교폭력피해및가해

경험, 우울감은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감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가정학대, 학교폭력은관련성이밀접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므로청소년의우울감을낮추기위하여가정과학교

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행위를 동시에 낮추어줄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위계적회귀분석결과남학생, 여학생모두가정

학대, 학교 폭력 요인의 설명력이 모두 유의하였고 기존

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13,18].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우울감을 낮추기 위하여는 가정뿐만 학교 내에서 폭력

근절 대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만 그 결과

는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우울감은 자살시도의 중요한

예측변인이다[4]. 따라서청소년의자살률을낮추기위한

대책으로우울감을낮추어줄폭력예방교육이매우유의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정과 학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정학대와학교폭력요인의설명력을비교해보

면남학생, 여학생모두가정학대의설명력이더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교환경에 비해

가정환경이 1차적인 환경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들

은아직신체적, 심리적으로성장하고있는시기이기[38]

때문에가정이학교보다는더중요하기때문으로도설명

할 수 있다. 이는 폭력 대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초기에는가정학대예방에주력할필요가있겠고소기의

성과를거두었을때학교폭력예방에관심을가져야할

것이다.

끝으로본연구의한계와후속연구를위한제언은다

음과같다. 첫째, 본연구는청소년들이경험하는폭력을

성별로 나누어 각 집단의 우울감 차이를 비교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성별뿐만 아니라 학교급에 따

라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차후 연구에서 다

루어야할것이다. 둘째, 본연구는청소년의우울감에대

한 가정과 학교폭력의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하지만 왜

가정 폭력이 학교 폭력에 비하여 설명력이 더 높았는지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

는 그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것이다. 셋째, 본 연

구의 대상은 충남 서북부 지방 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지역마다 폭력 경험, 우울감 차이는 있을 것이

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

서는 전국적 단위의 포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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