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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감정조절전략이 정서적 불안정성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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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dolescents' Emotional Control Strategy on Emotional
Instability an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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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감정 조절 전략이 정서적 불안정성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울산시 청소년 1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한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청소년의 
감정 조절 전략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감정 조절 전략의 하위요인인 감정 중심 전략 요인은 정서적
불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지 중심 전략 요인은 정서적 불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감정 조절 전략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감정 조절 전략의 
하위요인인 감정 중심 전략 요인은 스트레스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지 중심 전략
요인은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정 중심 전략 요인이 높을수록 정서적 불안정성
과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정과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
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adolescents' emotional control 
strategies on emotional instability and stress. Study subjects included 124 adolescents from Ulsan city.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adolescents' emotion control strategies on job burnout, it was
found that emotion-centered strategy, a sub-factor of emotion control strateg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motional instability.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cognitive-oriented strategy factor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emotional instability.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emotion control
strategies on stress, it was found that emotion-centered strategies, a sub-factor of emotion control 
strategy, had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stres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cognitive-oriented strategy factor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stress. These results imply that higher 
emotion-centered strategies lead to lower emotional instability and stress.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preparing plans to reduce the emotional instability and stress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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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과학의 발달과 산업화로 급속한 정보화 현상으로 

인해 한국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과 대처의 연속을 
통해 많은 불균형을 경험하게 되어 심리적인 부담과 정
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
람들은 개인의 사적 공간이 확보되는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족 간의 대화나 정서적인 교류가 줄어들면서 대
인관계, 의사 표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청소
년들은 급속한 사회 환경적 변화 속에서 미처 준비를 갖
추기도 전에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인생의 전체적인 단계에서 한 발달단계인 청소년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소년기는 미숙한 아동기에서 성숙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
로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는 아동기보다 성
취해야할 발달과업이 많은 청소년기에는 부모가 가지는 
기대와 요구, 그리고 학교에서 겪게 되는 과중한 성취압
력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심한 혼란을 경험하게 된
다[1].

또한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스트레스의 요인으로는 급
격한 변화 속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 등이 있다. 따라서 지나친 입시경쟁 속에 있는 한
국의 청소년들은 서구문화권의 청소년들보다 사회 문화
적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기 때문에 내적 부적응
과 외적 부적응 증상 즉 정신문제를 더 심각하게 겪고 있
다[2]. 이러한 정신문제는 대인예민성과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감과 불안함 그리고 주의력 부족 등의 심리적 부적
응뿐만 아니라 때때로 자살행동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
인과 밀접하게 관련되기도 한다[3]. 따라서 성인에 비해 
청소년기는 감정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약하여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어려운 시
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정서적 불안정성에 대하여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감성적인 면에서 대두되는 변인
으로 정서적 불안정성은 부정적 정서인 불안과 우울, 긴
장감과 같이 개인의 행동과 사고와 감정 등에 관계가 있
는 주요 변인으로[4], 하위 요인으로는 공격성과 긴장 수
준 그리고 열등감이 있다[5]. 이는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
은 경우에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쉽게 화를 내거나 동요
하는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며[6], 스트레스에 취약하
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건의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7]. 이와 같이 청소

년들은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부정적 
정서를 겪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에 따라 정
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8], 환경적 지지의 경험을 
제공하는 환경적 체계에 따라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심리
적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9]. 즉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
서를 잘 조절하게 된다면 정신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지
만[10] 반면 정서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다면 정신병리 
문제에 관련이 될 수도 있다[11].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
신의 정서를 바르게 인식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정서적 불안정성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
해 청소년의 감정조절 전략은 또래관계 형성에 있어서 
감정을 표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표면행동과 내면
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에 대해 통제하고 관리하는 내면행
동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12]. 또한, 심리학에서 감
정조절전략으로 알려져 있는 예술 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다[13]. 이는 청소년의 문화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자
신의 성향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며[14], 자신
의 감정 욕구를 만족시켜주면서 감정적인 필요를 채워주
는 역할을 한다[15]. 이러한 감정조절전략은 주된 감정을 
바꾸기 위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다[16]. 또한, 감정조절전략은 크게 감정 중심 전략과 인
지 중심 전략으로 나뉘는데, 감정 중심 전략은 음악을 통
해 더 큰 활력과 자극을 받아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
여 환경에 개방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켜 내면적인 감정의 변화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
향이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감정조절전략 중 
인지 중심 전략은 여러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인지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기술을 말하며, 인지 
중심 전략은 일상생활의 적응이나 스트레스에 유관한 상
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17]. 또한 이러한 정서적 불안정
성은 우울과 더불어 정서조절전략을 향상시키는데 도움
이 되는 예술 활동 프로그램이 중요한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18]. 따라서 청소년들의 감정조절전략과 정서적 
불안정성, 스트레스의 관계를 밝히고 이 변인들 간의 상
호 작용 효과를 파악하며,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스트레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청소년
의 감정조절전략을 변화시킬 방향 설정이나 정책적 결정
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
해 청소년의 감정조절전략이 정서적 불안정성과 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문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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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 관련된 연구 및 정서적 불안정성과 스트레스,감정조
절전략과 관련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지만 청소년을 대
상으로 감정조절전략과 정서적 불안정성 및 스트레스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감정조절전략이 정서적 불
안정성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밝힘으로써 
교육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정서적 불안정과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서조절능력과 스
트레스를 극복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1.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감정조절전략, 정서적 불

안정성,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감정조절전략은 정서적 불안정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의 감정조절전략은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05월 14일부터 2020년 07월 23

일까지 울산광역시의 청소년 1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
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에 대
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 총 130부의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 자료로 적절하
지 않은 설문지 8부를 제외한 122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
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3문항, 

감정조절전략 13문항, 정서적 불안정성 33문항, 스트레
스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
한 내용은 성별, 학년, 음악활동시간 등으로 구성하여 조
사하였다. 청소년의 감정조절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이정
실[19]이 사용한 감정조절전략의 측정도구는 하위요인 
감정 중심 전략 6문항, 인지 중심 전략 7문항 총 13문항
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정서적 불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박선미[20]가 사용한 

정서적 불안정성의 측정도구는 하위요인 공격성 11문항, 
긴장수준 11문항, 열등감 11문항 총 33문항으로 구성하
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박선미[20]가 사용한 스트레
스 측정도구 35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3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감정조

절전략의 전체 신뢰도는 .933으로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감정조절전략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감
정 중심 전략 .875, 인지 중심 전략 .941로 신뢰도가 높
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정서적 불안정성의 전체 신뢰
도는 .924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공격성 .936, 긴장수준 .863, 열등감 .865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스트레스의 신뢰도 또한 
.986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 α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 이상으로 신
뢰성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인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Cl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Emotion 
control 
strategy

Emotion-driven 
strategy 6 .875

.933
Cognitive-driven 

strategy 7 .941

Emotional 
instability

Aggression 11 .936
.924Tension level 11 .863

Complex 11 .865
Stress 35 .986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 α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
여 알아보았으며, 청소년의 감정조절전략이 정서적 불안
정성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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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청소

년의 성별은 남학생 53명(43.4%), 여학생 69명(56.6%)
으로 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고등학
생이 82명(67.2%)으로 중학생 40명(32.8%) 보다 더 많
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활동시간 별로 살펴보
면, 2시간이 49명(40.2%)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1시간 이하가 31명(25.4%), 3시간이 23명(18.8%), 4시
간 이상이 19명(15.6%)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자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Clssification Total(N=122)
Frequency Ratio(%)

Sex Male 53 43.4
Female 69 56.6

Education Middle school 40 32.8
High school 82 67.2

Music 
activity 

time

Less than 1 hour 31 25.4
2 hours 49 40.2
3 hours 23 18.8

More than 4 hours 19 15.6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3.2.1 감정조절전략에 대한 기술통계
청소년의 감정조절전략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

로 측정하였으며, 감정조절전략 요인의 전체는 M=3.90
으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
보면, 감정 중심 전략(M=3.94) 요인이 인지 중심 전략
(M=3.86)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감정조절전
략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Emotion 
control 
strategy

Emotion-
driven 

strategy
122 1.00 5.00 3.94 .99

Cognitive-
driven 

strategy
122 1.00 5.00 3.86 1.04

Total 122 1.00 5.00 3.90 .98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for emotion control 
strategies

3.2.2 정서적 불안정성에 대한 기술통계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정성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

도로 측정하였으며, 정서적 불안정성 요인의 전체는 
M=2.86으로 평균 점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
인별로 살펴보면, 열등감(M=3.01) 요인이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긴장수준(M=2.93), 공격성(M=2.65) 순으로 나
타났다.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정성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
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Emotio
nal 

instabili
ty

Aggression 122 1.00 5.00 2.65 .90
Tension 

level 122 1.00 5.00 2.93 .98

Complex 122 1.00 5.00 3.01 .82
Total 122 1.00 5.00 2.86 .84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n emotional instability

3.2.3 스트레스에 대한 기술통계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

정하였으며, 스트레스 요인은 M=2.23으로 평균보다 약
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스
트레스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Stress 122 1.00 5.00 2.23 1.09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n stress

3.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감정조절전략, 정서적 불안정성, 스트레스와

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이 인식하는 감정조절전
략과 정서적 불안정성은 다소 낮은 수준의 음의 상관관
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368, p<.01). 반면, 
감정조절전략과 스트레스 요인은 낮은 수준의 음의 상관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204, p<.01). 한편 
정서적 불안정성과 스트레스 요인은 다소 낮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359, 
p<.01).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 유의 수
준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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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
dent 

variabl
e

Independe
nt 

variable

Unnormalizatio
n factor

Standard
ization 
factor t/p

Toler
ance 
limit

B Standar
d error β

Emoti
onal 

instabi
lity

Constant 3.385 .318 10.639***

Emotion-
driven 

strategy
-.115 .161 -.135 -1.713* .234

Cognitive-
driven 

strategy
.052 .153 .064 .341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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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The Influence of Emotion Control Strategies 
on Emotional Instability

Classification
Emotion 
control 
strategy

Emotional 
instability Stress

Emotion control 
strategy 1

Emotional 
instability -.368** 1

Stress -.204** .359** 1
**p<.01

Table 6.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3.4 감정조절전략, 정서적 불안정성, 스트레스와의 
관계

3.4.1 감정조절전략이 정서적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감정조절전략이 정서적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정서적 불안정성에 대한 감정조절전략의 설명력
을 의미하는 R2값이 .375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27.5%
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654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
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11.425,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조절전략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감정 중심 전략(β
=-.135, p<.05) 요인은 정서적 불안정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조절
전략의 하위요인인 인지 중심 전략(β=.064, p>.05) 요인
은 정서적 불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감정조절전략 하위요인인 
감정 중심 전략 요인이 높을수록 정서적 불안정성이 낮

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감정조절전략
이 정서적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3.4.2 감정조절전략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감정조절전략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조절전략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이 .217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21.7%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549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
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12.372,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조절전략의 하위요인별
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감정 중심 전략(β=-.173, p<.05) 
요인은 스트레스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인 인지 중
심 전략(β=.115, p>.05) 요인은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감정조
절전략 하위요인인 감정 중심 전략 요인이 높을수록 스
트레스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감
정조절전략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Depend
ent 

variabl
e

Independe
nt 

variable

Unnormalization 
factor

Standard
ization 
factor t/p

Tolera
nce 
limit

B Standar
d error β

Stress

Constant 3.752 .414 9.072***

Emotion-
driven 

strategy
-.143 .209 -.173 -1.002* .234

Cognitive-
driven 

strategy
.105 .199 .115 .026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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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The effect of emotional control strategies 
on stress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감정조절전략, 정서적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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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감정조절전략이 정서적 불안정성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감정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인 감
정 중심 전략 요인은 정서적 불안정성에 부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조절전략
의 하위요인인 인지 중심 전략 요인은 정서적 불안정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
소년의 감정조절전략 하위요인인 감정 중심 전략 요인이 
높을수록 정서적 불안정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감정조절전략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 감정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인 감정 중심 
전략 요인은 스트레스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인 인
지 중심 전략 요인은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감정조절전략 하위
요인인 감정 중심 전략 요인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
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조절전략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을 돕는다는 선행연구의 감정조절전략이 스트레스에 유
관한 상관이 있다[17]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정서적 
불안정성은 정서조절전략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예술 활동 프로그램이 중요한 상관이 있다[18]는 선행연
구들의 결과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감
정조절전략 하위요인인 감정 중심 전략 요인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청
소년의 감정조절전략 하위요인인 인지 중심 전략 요인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서성의 안정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
고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
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아울
러 부차적으로 최근 청소년에게 크게 부각되는 변인이 
감정조절전략으로 정서적 불안정성과 스트레스의 영향관
계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변인인 감정중심조절전략을 
통해 정서적 불안정성,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학교부적
응 문제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례 연구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개인 변인

을 파악하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정조절전략과 정서
적 불안정성, 스트레스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연
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본 연구는 조사 대상과 조사 
지역, 방법에 한계 및 제한점이 있으므로 비교 집단간 연
구와 표본지역 확대로 폭 넓은 실천방안을 위한 세부화
된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청소년의 정서 및 감정 조절의 향상을 맞춤형 프
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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