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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진로스트레스, 분노표현방식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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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스트레스와 분노표현방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펴보고자 함에 있다. 연구대상은 대구․경북의 고등학생 300명으로 1학년 31명, 2학년 150명, 3학년
이 77명이 참가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258명의 설문지를 분석하
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빈도와 백분율,
Cronbach's a 계수, 그리고 Pearson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고
등학생의 진로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와는 부적상관을, 분노표현방식의 하위변인 중 분노억제, 분
노표출, 분노조절이 진로스트레스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진로스트레스와 분노표현방식의 하
위요인 중 분노억제가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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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사건을 경
험하게 되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 속에서 갈수록 소외감과 긴장감을 지니고 살아가
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내적 갈등과 함께 여러 유형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
은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 학업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높은 기대, 진로에 대한 정서적 불안,
경쟁적인 또래관계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가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고등학생들은 학교교육의 대부분을 입시교육과 같은 과도한 입시경쟁의 부
담과 공부에 대한 압박감의 결과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대학진학이나 진로선택이라는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다(송민석, 2011). 이러한 한국사회
의 특성으로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진로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53.21%로 가장 많
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부일보, 2011. 11.21). 또한 중국 상하이 사회과학원 청소년
연구소가 연구한 한․중․일 고교생들 중 한국 고교생이 학업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11. 4. 20). 청소년기는 발달적 변화로 인해
많은 긴장과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시기보다 특별히 더 변화에 대한 적응이 요구
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정애리, 2009). 이러한 스트레스는 청소년
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며 많은 청소년들은 가출, 자살충동, 음주, 흡연, 약물남용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이 위험 수위에 와 있다(이보영, 2007).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는 연구조사(연세대 사회발전
연구소, 2012)처럼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대책연구가 시
급하다.
청소년기는 부적절하게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심각한 부적응 상태를 겪는 경우가 상당히
높다(고미영, 1999). 분노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로 분노
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의 정신건강 및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다(장혜주, 2011). 분노의 적절한 표현방식을 학습해 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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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 자신이 삶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무력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부적응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분노가 타인과의 관계에
서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경우 청소년들은 집단따돌림이나 또래괴롭힘과 같은 문제의 피해자
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학교가기를 두려워하고 우울과 스트레스,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
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최근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청소년의 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예측인자로 분노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급성장과 내분비계의 변화로 감정의 극심한 동요를 겪는 시기이며(구
현영 외, 2006), 부적응적이고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나타내
는 분노표현 방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충동적 기질을 잘 다루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심각한 부적응 상태를 겪는 경우가 상당히 높다고 하였으
며(고미영, 1999),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이 삶을 변화시키는 데 무력하다고 느낀다고 하였다(김태희, 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업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김혜원, 조성연, 김민, 2010). 특히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
생의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부에 대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정나은(2009)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우리사회에 뿌리 깊이 존재하는 성공과 성취에 대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
였다. 실제로 상당수의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기 보다
는 학벌위주의 사회분위기에 합격위주의 대학진학을 하고 있으며 뒤늦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강원덕, 안귀여루, 2010). 이러한 문제는 전공과 적성간의 불일치와 불
투명한 취업과 같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진로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불안은 스트레스로 나타나며 스트레스의 강도에 따라 타인에
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며 분노의 감정을 느끼며 언어나 신체로 공격하여 해를 가하려
고 하는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변보기, 강석기 2002). 이러한 스트레스에 의한 적대감은 대인
관계를 방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함께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또한 많은 연구들이 스트레스 경험은 분노 경향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분노와 스트레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정동하, 정미현, 2011; Hatcher, 2011;
Turner, Russell, Glover, & Hutto(2007). 즉,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수준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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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Aseltine, Gore, & Gordon, 2000),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표현도 더 많이 하게 되
는 것이다(Lam, 1999). 이러한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주관적 정서 상태이므로 개인이
욕구불만을 느끼고 학업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손상과 같은 부정적
인 역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특히, 박지영(2010)과 Konishi와 Hymel(2009)은 비행청소년들의 통제되지 않는 분노로 인
한 폭력, 따돌림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심
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또래괴롭힘 현상은 분노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Khoo
와 Bishop(1997)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회피적 행동을 많이 하며, 회피적 행동
을 매개로 하여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 즉,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Suldo, Shaunessy, 및 Hardesty(2008)는 분노에 관한 대처 행동과 긍정적 평
가 대처행동의 조절효과를 밝혔는데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과 같은 분노 행동을 많이 사용한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충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부정적
대처행동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진로선택
의 시점에서 받는 분노의 표현방식은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는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공부와 진로로 인한 스트
레스로부터 상당부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분노로 표출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진로스트레스를 관련변수가 아닌 통제변수로 하여 분노를 표현하는 방
식이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
서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박지
영, 2010; Khoo, Bishop, 1997; Konishi, Hymel, 2009), 스트레스로 인해 표현되는 분노방식이
아닌 일상적인 분노의 경험에서 표현되어지는 방식이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본 연구는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에 적절한 분노
표현 기술을 터득하고 부절절한 분노 표현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
성하고 합리적이고 적응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향후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
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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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진로스트레스, 분노표현방식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
가?
<연구문제 2> 분노표현방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분노표현방식
분노는 개인의 신념체계에 의해 사건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
(Averill, 1983)이며, 개인의 화가 나는 느낌에 대한 개인의 행동양식을 분노표현이라 한다.
분노는 인간의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정서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분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분노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분노를 표현하는 행동에 의해 나타난다(Biodeau,
1992). 이러한 분노를 Spieberger 등(1983)은 분노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분노에 대
처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각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성격 특성에 따라 개인이 인지하
는 위협에 대한 반응이 다르며 그 반응에 따라 분노를 얼마나 자주, 언제 그리고 어떠한 방식
으로 표현하는지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분노표현방식을 연구한 선행연구들(고미영, 1999; 권혜진, 1995; 김태희, 2007)은 분노표현
방식이 청소년 비행과도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고미영(1999)은 분노가 공격적 행위
를 유발하는 전제가 되며 문제아로 꼽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충동적 기질을 잘 다루지 못하
고 부적절하게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심각한 부적응 상태를 겪는 경우가 상당히 높다고 하였
으며, 김태희(2007)는 분노로 인해 청소년이 미성숙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부모와 권위에 대
한 반항, 청소년 비행으로 비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권혜진(1995)은 분노의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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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방식을 학습해 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 자기 자신이 삶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무력하다
고 느끼는 청소년, 유기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분노와 관련된 문제를 보다
빈번하게 일으키게 되며 결국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비행 등의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
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Kerby, Brand와 John(2003)은 이렇게 다양한 분노표현을 반응 저하(Low response), 적응
(Adaptive), 내재화(Internalizing)와 외현화(Externalizing)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고, 적응
방식에는 자전거 타기, 운동하기, 산택하기를 포함하였으며, 내현화 방식에는 울기, 음악듣
기, 분노상황을 생각하기, 기도하기 등을, 외현화 방식에는 약물복용, 신체적 공격, 물건 부수
기, 언어적 논쟁을 포함하였으며, 반응 저하 방식은 위에 제시된 모든 문항에서 낮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Spielberger 등(1983)은 분노표현을 분노-표출(anger-out), 분
노-억제(anger-in), 분노-조절(anger-control)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분노-표출(anger-out)
은 화가 나면 이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화난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 욕하는 것, 과격한
공격 행동이나 극단적 모욕 등과 같은 외현적 행동을 말한다. 반면에 분노-억제(anger-in)는
화는 나 있는지만 이를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화가 나면 오히려 말을 하지 않거나
속으로만 상대방을 비판하는 등의 감정과 사고를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분노표현을 의미하
며, 분노-조절(anger-control)은 화가 난 상태를 지각하고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책략들을 구사하고 인내심을 보이거나 냉정함을 유지하는 등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
다(장혜주, 2011 재인용).
장혜주 외(2011)는 아동의 분노표현 방식을 감정이입형, 회피전환형, 반응추구형, 감정조
절형, 억제형, 숙고형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분노표현방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청소년 분노표현방식을 대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 등(1983)이 연구한 분노표현방식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분
노표현방식을 알아보려고 한다.

2.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인지적,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며 자아
정체감의 확립, 직업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등의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정옥분, 2006). 또한 김주한(1992)은 청소년기는 극단적인 정서 변화가 이루어지며 생활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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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정에서 사회로 점차 이전되면서 또래와의 관계 비중이 커지게 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이렇듯 가정중심에서 또래관계로의 비중이 커지면서 또래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기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 일을 해낼 능력을 갖지
못하고,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음으로 해서 미래
에 대한 희망과 동시에 갖게 되는 불안의 문제, 경쟁적 분위기 속에서 느끼는 갈등과 긴장의
문제 등 많은 갈등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가지는 입시부담과 진
로에 대한 문제는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옥희, 2010, 오선향,
2002). 특히, 오선향(2002)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요인 연구에서 성별, 학년에
상관없이 모두 진로가 최우선 순위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청소년
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이 겪는 진로스트레스는 주로 졸업 후 진학 및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학교생
활에서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이다(류
미화, 2002). 청소년이 느끼는 불안의 상태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즉 분노로 표현
되기도 하는데 특히 분노를 표현하는 데 있어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의 우울이
나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Redmond, 2011). 따라
서,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은 향후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와 자신의
분노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3. 진로 스트레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다양한 측면의 급격한 변화로 갈등과
불안정을 경험하는 시기이다(송민석, 2011). 청소년기는 정체감의 정립과 위기, 현대사회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미래, 학업에 대한 압박감, 치열한 입시경쟁, 진로에 대한
불안감, 기성세대와의 세대차로 인한 갈등 등으로 성인 못지않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오선
향, 2002). 많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들이 학업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성문제, 가치관,
가정경제 등의 요인보다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김희수, 김옥희, 2008; 원호택, 이민규,
1987; 송민석, 2011).
특히, 김혜자(2006)와 이보영(2007)은 학업스트레스가 정서적 고통을 가져와 우울,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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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열등감과 같은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키지만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
러한 학업스트레스는 진로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진로스트레스는 대학
진학과 이후의 진로 문제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진로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상급학교로의
진출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진로와 함께 고민하게 되는 문제이며 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연관이 있다.
한편, 진로는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의 총체로 발달적 관점으로
정의한다면, 진로스트레스는 졸업 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발달단계과정에서 경
험하게 된다(김옥희, 2010 재인용). 진로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이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성격이
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게 되어 삶의 목표나 방
향을 상실하기 쉽다(오경자, 정진경, 문경주, 조아라, 2005). 성별에 있어서도 남자 대학생보
다 여자 대학생이 정서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진로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 진로결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선희, 2009),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생활에서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정은이, 200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로스트레스 요인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30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
를 수집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5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
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80명(31.0%), 여학생이 178(69.0%)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많았다.
학년은 1학년이 31명(12.0%), 2학년이 150명(58.1%), 3학년이 77명(29.9%)으로 2학년이 가장
많았다. 대상의 형제수는 본인을 포함해서 1명이 24명(9.3%), 2명이 192명(74.4%), 3명이상이
40명(16.3%)로 형제수가 2명이 가장 많았다. 대상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149명(57.8%)로 가
장 많았으며 둘째가 88명(34.1%), 셋째가 7명(2.7%), 기타가 14명(5.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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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N=258)

성별
학년

형제수

출생순위

구분

빈도(명)

백분율(%)

남학생

80

31.0

여학생

178

69.0

1학년

31

12.0

2학년

150

58.1

3학년

77

29.9

1명(본인포함)

24

9.3

2명

192

74.4

3명이상

40

16.3

첫째

149

57.8

둘째

88

34.1

셋째

7

2.7

기타

14

5.4

2. 연구도구
1) 분노표현방식 (AES: Anger Expression Scale)
본 연구는 분노표현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1988)가 제작하고 김백영(1997)이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분노표현방식의 하위 요인들인 분노 조절 8문항
(예: 나는 나의 행동을 자제한다, 나는 냉정을 유지한다 등), 분노 억제 8문항(예: 나는 화가나
면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상대방의 시선을 피한다 등), 분노 표출 8문항(예: 나는 화가나면
소리를 지른다, 나는 화가나면 문을 쾅 닫아버린다 등)과 관련된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아주 그렇다'의 5점으로 되어 있으
며 총점이 높을수록 분노표현방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백영(1997)의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79이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는 .84이고 분노 조절은 .76, 분노 억제는 .80, 분노
표출은 .7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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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의 만족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측정도구로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1988)이 개발한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를 류연지(199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대체로 내 이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만약 내 삶을
처음부터 다시 산다고 해도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겠다."등과 같은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 상에서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류연지(1996)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72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84이다.

3) 진로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된 진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는 코넬대학의 '스트
레스 측정법(Cornell Medical Indes, Shepherd, 1996)을 황성원(1997)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
게 개발한 취업스트레스 질문지를 김성희(2010)가 고등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진로스트레스
를 측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점 Likert 척도의 16문항으로 1점인 그렇지 않다에서
3점인 아주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가 높다. 이 척도의 문
항은 학생들이 진로결정을 할 때 개인적 흥미, 노력, 성적, 정체성 부재, 정보부족, 관심분야,
적성, 자신감 등의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을 알아보는 것으로 진로 스트레스 문항에
서는 가족 간 심리적 유대감 결여, 부모님의 기대감에서부터 느끼는 부담감, 자녀 간 경쟁,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느끼는 진로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한 김성희(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신뢰도는 .78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뢰도는 .84이
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대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대구․경북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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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과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1곳의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각 고등학교의 선생님에게 전달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회수한 질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항목이 누락한 경우를 제외한 총 258부
를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실시하였다. 각 하위변인에 따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Cronbach' 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각 하위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진로스트레스를 통제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Ⅳ. 연구결과

1. 진로스트레스, 분노표현방식 및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진로스트레스와 분노표현방식 및 삶의 만족도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삶의 만족도는 스트레스와 부적상관(r=-.38, p<.01)을 보였다. 이는 진로스
트레스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분노표현방식 중 분노
억제는 스트레스와 정적상관(r=.18, p<.01)을, 삶의 만족도와는 부적상관(r=-.31, p<.01)을 보
였다. 즉 분노억제가 많을수록 진로스트레스가 높으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낮음을 의미
한다. 또한 분노표출의 하위변인인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은 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
을 보이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청소년은 진로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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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높을수록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억제하거나 참지못하고 표출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노표현방식의 각 하위요인들 역시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표 2> 진로스트레스와 분노표현방식 및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

스트레스

1

삶의 만족도

-.376**

1

분노억제

.180**

-.311**

1

분노표출

.123*

-.229**

.611**

1

분노조절

.125*

-.203**

.631**

.669**

1

평균

2.828

3.876

2.869

2.885

2.768

표준편차

.593

1.180

.567

.537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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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노표현방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고등
학생의 성별과 학년, 스트레스를 통제변수로, 분노표현방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VIF값으로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
VIF계수가 2.2를 넘지 않아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성별과 학년, 스트레스를 투입한 모형 1은 성별(β=.195 t=.090, p<.05), 스트레스(β
=-.718 t=-.362 p<.05)는 통계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
도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15.1%였다.
2단계에서는 성별과 학년, 스트레스와 함께 분노표현방식의 하위요인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회귀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1.43, p<.01). 즉 모형 1에서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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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던 성별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β=0.11, ns), 스트레스(β=-.627
t=-.316, p<.05)와 분노표현방식의 하위요인 중 분노억제(β=-.463 t=-.222, p<.05)가 통계적
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스트레스와 분노표현방식의 하위요인 중 분노억제가 낮
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21.7%로 1단계보다 6.6%(△R2=.066) 증가하였다.

<표 3>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독립변수

모형 2

B

β

t

B

β

t

성별

.195

.090

1.513*

.203

.094

1.621

학년

-.050

-.026

-.444

-.062

-.033

-.571

스트레스

-.718

-.362

-6.146*

-.627

-.316

-5.461*

분노억제

-.463

-.222

-2.870*

분노표출

-.165

-.075

-.944

분노조절

.043

.021

.260

1)

F

14.877

11.426**

R2

.151

.217

△R2

.066

1)

성별(남학생=1, 여학생=0)
*p< .05, **p< .01.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스트레스 수준을 통제한 후 분노표현방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문제의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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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려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진로스트레스와 분노표현방식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고등학생의 진로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와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분노표현방식의 하위
변인 중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이 진로스트레스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
다고 연구한 이순성(201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지 연구한 이보영(200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노표현방식의 하위변인 중 분노조절이 높을수록 진로스트
레스도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분노조절과 진로스트레스와의 부적상관을 밝힌 노세진
(2008)의 연구는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에게 있어 스트레스 특히
진로스트레스와 분노표현은 그 자체로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정적 변
인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모형 1에서 성별과 학년, 스트레스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성별과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성별과 학년, 스트레스와
분노의 하위변인들을 투입한 결과, 성별과 학년에는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스트레스
와 분노표현방식의 하위요인 중 분노억제가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와 분노억제가 낮을수록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노표현방식 중 분노억제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노세
진(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생활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변수임을 알게 해준다. 또한 분노의 억제가 심할수록 자신이 현재 처해있는
삶과 상황에 자괴감이 빠질 수 있으므로 분노억제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분노를 억제하는 것보다 적절한 분노의 표현은 인간관계 및 또래관계에
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자아수용에서도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와 분노를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의 환경을 잘 조성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
스 상황과 분노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해결방안과 대처방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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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나타내고 있는 분노표현방식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이지만 일반계 고등학생과 기숙형 공립고등학생이 느
끼는 스트레스 및 분노표현방식에 차이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추후 연구
에서는 일반계 고등학생과 특수목적 고등학생의 진로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청소
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예: 수업시간, 또래관계, 교사와의 친밀도,
적응력 등)을 탐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80명(31.0%), 여학생이 178(69.0%)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고르지 못한 분포로 인하여 통제변
수로 사용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의 차이에 따른 분노표현방식과 삶의 만족도를 살
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받는 스트레스를 진로스트레스로 규정하였지만 최근 학교
폭력에 대두되고 있는 또래간의 관계와 분노표현방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느끼는 청소년의 분노
표현방식에 따른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것으로 청소년의 적절한 스
트레스 해소와 분노를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가정
과 학교에서의 환경을 잘 조성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과 분노 상항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해결방안과 대처방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
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본질을 이해하고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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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Career
Stress, Anger Expression Style and Life
Satisfaction
*

Jang, Hye-J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support consciousness of
adolescents career stress and anger expression style on the life satisfac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58 adolescents. Date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by SPSS program (18.0 vers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dolescents career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nger expression. (2) anger suppression out of subordinate
variables of anger expression affected of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

Key Words : career stress, anger expression style,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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