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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절 및 통제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의 중소도시에 있는 초등학생과 그들의 주양육자 200명
을 대상으로 수용-거절척도, 통제척도, 부모양육스트레스검사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분석
에 사용된 사례는 178건이었다. 자료 분석 결과, 부모의 애정․온정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공격․적대
감, 방임․무관심, 및 미분화 거절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우울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
가 보통수준이라고 아동이 지각하였을 경우에 비해 너무 적거나 높다고 지각된 경우 아동의 우울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우울수준을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노
골적인 거절을 의미하는 미분화된 거절과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애착의 정도가 아동의 우울점수를 유
의미하게 예측해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총 설명량= 19.5%). 우울과 미분화된 거절을 예측해주는
변인 탐색을 위한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부모의 우울감이 미분화된 거절(설명량= 3%)과 애착(설명량=
32%)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우울감이
거절적인 양육태도를 유발함과 동시에 부모가 아동에게 느끼는 애착정도의 감소를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아동의 우울 취약성을 증가시킴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아동의 우울, 거절, 통제, 양육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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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기 중반부터 우울한 아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만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아동기 우울증
의 존재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었다(홍강의 등, 2005). 하지만, 정신장애의 진단 및
분류편람 제3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third edition: DSM-III)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에서 아동기 우울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 현재까지 아동기 우울
증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현재는 우울이 아동기 정신장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의견에 여러 학자들과 임상가들이 동의하고 있다(홍강의 등, 2005).
19

1. 아동기 우울증의 주요 증상

아동기에 겪는 병으로서의 우울은 정상적인 수준의 울적한 감정과 달리 우울한 기분이 오
래 지속되고 즐거운 활동을 통해서도 우울한 기분이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아동의 일상생활 기
능을 손상시킨다(Rutter, Bishop, Pine, Scott, Stevenson, Taylor et al., 2008). 우울은 아동에게 기
분, 행동, 태도, 사고, 및 신체적 상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Oster
& Montogomery, 1995).

기분의 측면에서는 정상적인 슬픈 감정보다 더 강하고 지속적인 슬픔을 경험하며, 흥분감, 수
치심, 죄책감, 비판에 대한 과민함 등을 경험한다. 행동의 측면에서는 이전과 달리 침착하지 못
함, 초조함, 감소된 활동성, 느린 말 표현, 때때로 심한 울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일상의 기능을 방해하며 사회적인 접촉 감소를 초래한다. 태도의 측면에서는
무가치감과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걱정과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기에 이른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살사고나 자살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사고의 측면에서는 내적 사고에의 집착을 드러낸다. 우울한 아동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극도의 자기비판과 자기의식을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사고패턴이 느려지고 사고가 왜곡되며 미
래에 대해 염세적인 사고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집중하고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결과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기도 한다.
신체적인 면에서는 섭식과 수면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항상 피곤함을 호소한다. 두통, 위통, 메
스꺼움과 같은 신체질환에 대한 불평과 계속되는 통증, 그리고 일상생활의 에너지 상실이 나타
난다. 한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울증상은 없으나 짜증 증가나 과잉행동, 다양한 비행문제,
공격적 행동, 신체화증상 등으로 우울증상이 표출되는 가면성 우울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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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기 우울증의 유병률

아동기 우울증의 유병률은 0.45%에서 59%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큰 차이는 연
구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Furgusson, Horwood, Ridder & Beautrais, 2003). 비록, 연구
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적지 않은 수의 아동들이 병적인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는 것만큼
은 사실이다. 그리고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아동기 우울이 성인기로 이환 될 가
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학연구 결과 사춘기 이전
아이들의 1～2%, 청소년기의 3～8%가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약 20% 정도가 청소년기가 끝날
때까지 증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Costello, Mustillo, Erkanli, Keeler와 Angold(2003)의 보고에
서도 잘 드러난다.
3. 아동기 우울증의 원인

유전적 요인
유전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가계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
의 직계가족에서 우울증의 발병률이 일반인 보다 1.5-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동
기 우울증으로 진단된 아동의 친부모와 양부모의 우울증 유병률을 비교한 결과 친부모의 우울
유병률이 31%인데 비해 양부모의 우울 유병률은 1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쌍둥이 연
구에서는 이란성 쌍생아의 발병 일치율이 11%인데 비해 일란성 쌍생아의 발병 일치율은 4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홍강의 등, 2005).
1)

신경 생물학적인 원인
신경내분비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한 아동의 인슐린-유발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둔
화되며 이러한 소견이 우울상태에서 회복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Pig-Antich, Novacenko, Davis, & Sachar, 1984b; Ryan, Birmaher, Williamson, Iyenger, Nelson,
Puig-Antich et al., 1994). 카테콜라민 가설에서는 신경전달물질인 노르에프네프린과 도파민을 포
함하는 카테콜라민이 결핍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반대로 과다하면 조증이 생긴다고 제안하고 있
기도 하다(Schildkraut, 1965).
2)

3)

심리적요인

는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 시에 슬픔뿐만 아니라 자신을 버려두고 떠나간 대상
에 대한 분노가 유발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 분노가 억압으로 인해 무의식화 되고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는데 자신을 비난하고 책망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가치감이 저하되어
Freud(1917/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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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아기능 약화와 우울증을 유발한다. 대상관계이론의 대가인 Klein(1882/1960)은 유아가 자
신의 파괴성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에게 손상을 주었다고 느끼는 강렬한 공포와 죄책감을 우울
불안이라고 보았다. 그녀는 우울은 자아가 아직 대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
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부모-자녀관계 모델
부모자녀관계 모델에서는 우울장애를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에 의해 초래되는 것으로 간주한
다(홍강의 등, 2005). 또한 정서문제를 지닌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동은 학대와 방임을 당할 가
능성이 높고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도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결국, 이 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우울 정도와 우울의 만성화 정도가 아동의 적응문제 및 정신건강과 연관되며 특히 자녀
의 우울장애, ADHD, 분리불안장애 등이 빈발할 수 있다.
4)

애착이론
애착이론에서는 아동기 우울증을 이해하기 위해 부모와의 분리와 애착 관계의 붕괴에 초점을
맞춘다(Mash & Wolfe, 2004). Bowlby(1907/1990)는 무반응하고 정서적으로 가용하지 않은 양육자에
의해 성장한 아동은 저항, 절망, 초연의 전형적인 과정을 밟게 되며 양육자가 자녀의 욕구 충족
에 일관되게 반응하는 것에 실패하면 아동은 자신을 가치 없고 사랑받을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
로 생각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타인을 위협적이거나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불안정애착으로 발달하여 결국은 아동기 우울증이 발병될 수 있다고 경
고하였다.
5)

사회환경적 모델
사회환경적 모델은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우울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우울의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에서는 스트레스의 충격이 유전적 요인과 같은 개인적 취약성과 상호작용하여 우울
증이 발생한다고 본다(Compas, Grant, & Ey, 1994; Kendler, 1995). 우울증 발병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고된 스트레스 인자들에는 사회적 불리함, 실직, 재혼, 편부모 가족, 대가족, 부족
한 사회적지지 등이 있다.
6)

4.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 우울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격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정서와 인지발달, 자아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주제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거절과 통제가 아
동의 우울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보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Baumrind, 1991; Barb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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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거절은 ‘자녀를 귀여워하지 않고 경시하거나 무시하며 방치하는 등 애정이 결여
된 태도(냉담한 정서적 반응, 자녀에 대한 불신용, 일관성 없는 태도 등)’를 말하며, 통제는 ‘자
녀에 대한 지배적 태도’를 말한다(Symonds, 1949). Schaefer(1965)는 ‘자녀를 수용하지 않을 뿐 아니
라 애정이 없고 체벌 또는 심리적 통제로 규제하려는 독재형의 양육태도를 보임으로써 아동의
감정표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거절적 양육태도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애정, 자율, 거부,
통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3차원적인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Rohner(1975)도 자녀에 대한 부
모의 애정이나 온정이 없거나 철회한 상태를 거절로 정의하면서, 거절은 온정 차원의 반대편 끝
에 위치하며 거절적 태도가 자녀의 우울감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성인을 대상
으로 어린 시절을 회고한 뒤 보고하도록 한 연구들(예를 들어, Burbah & Borduin, 1986; Gerlsma,
Emmelkamp & Arrindel, 1990; Rapee, 1997)은 부모의 거절과 통제 혹은 과잉보호가 성인기의 우울
에까지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한편, McLeod, Weisz & Wood(2007)는 아동기 우울의 원인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관련 연구 45
편을 메타분석한 결과, 부모의 거절과 통제만이 아동기 우울의 유의미한 예측 요인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들에 따르면 부모의 거절은 아동기 우울의 약 8%를, 그리고 통제는 5%를 설명하였으
며 거절의 하위요인 중 부모의 온정보다 부모의 철회, 공격성, 과잉간섭 등이 아동기 우울과 더
많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부모의 온정적 행동의 결여보다 거절하고
통제하는 행동이 자녀의 정신건강을 더욱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연구문제

본 연구는 McLeod 등(2007)의 최근 연구 결과에 주목하고, 가부장적인 문화권에 속하는 우리
나라에서도 부모의 거절 및 통제행동이 아동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검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더불어, 여러 연구자들이 공통되게 주목하였던 부모의 우울감과 자녀
에 대한 애착 강도 등을 양육스트레스로 개념화하고,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의 거절 및 통제행동
과 아동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거절이 아동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둘째,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셋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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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K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및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이루
어졌다. 아동 및 보호자에게는 아동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하고자 한다고 연구목적을 설명하였
다. 연구에 대한 동의는 설문지 회신으로 대신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었
다. 검사결과를 알고자 하는 경우 연락처를 남기도록 하였고 연락처를 남긴 경우 자료 분석이
끝난 후에 검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였다. 총 200명의 아동과 그들의 보호자에게 설문지가 배포
되었으며, 이 중 193부가 회수되었다. 한 척도에 2문항 이상 누락되어 채점이 어려운 경우, 하나
이상의 척도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아동이나 부모 중 한 쪽만 응답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해서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178건이었다.
2. 측정도구

아동용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아동의 우울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Beck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Kovacs
(1981)가 변형하여 만든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를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만 8～1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며 5개의 하위요인-우울정서, 행동
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생리적 증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총 27개이며 우울정도가 가
장 낮은 문장(0점)에서부터 가장 높은 문장(2점) 중에서 자신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장을
고르도록 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0～5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
석된다. 한국형 CDI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2이며, 반분신뢰도는 .71로서 비교적 신뢰도가 양호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영식, 1990).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는 .85였다.
1)

부모 수용-거절질문지(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거절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Rohner(1984)가 개발한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PARQ)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PARQ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온정과 애정,
공격성/적대감, 무시/무관심, 미분화된 거절이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애
정/온정차원은 수용을, 그리고 공격성/적대감, 무시/무관심, 미분화된 거절의 세차원은 거절을 나
타낸다. 이 척도는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거의 항상 그렇
다(4점)로 응답하는 리커트 척도이다. 애정/온정 점수는 100에서 해당 점수를 뺌으로써 산출되고
나머지 척도는 총점을 그대로 사용한다. 모든 하위 차원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의미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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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된다. 이 척도는 부모용과 아동용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총
점과 소척도 점수가 모두 사용되었다. Rohner(1984)의 연구에서 보고된 PARQ의 하위 차원별 내
적 합치도는 .72～.95였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총점의 내적 합치도는 .72였다.
부모통제행동척도(Child Report of Parent Behavior Index: CRPBI)
부모의 통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chaefer(1965)가 개발한 Child Report of Parent Behavior
Index(CRPBI)의 하위 척도 중 하나인 통제행동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렇지 않다(1점), 다소 그렇다(2점), 많이 그렇다(3점) 중 선택하도록 된
리커트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통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CRPBI의 내적 합
치도는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는 .67이었다.
3)

부모양육스트레스검사(Parent Stress Index: PSI)
자녀 양육과 관련한 부모의 우울, 애착강도, 양육에 대한 유능감 등과 같은 변인들을 측정하
기 위해 Abidin(1995)이 개발한 Parent Stress Index(PSI)를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한국판양육스
트레스검사-확장형(Korean Parent Stress Index: K-PSI)(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2008)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만 1세에서 12세 사이의 자녀를 둔 양육자의 자기보고에 의해 이루어지며, 부모영역
(우울, 애착, 역할제한, 유능감, 고립, 배우자, 건강)과 아동영역(적응, 수용, 요구, 기분, 주의산만/
과잉행동, 보상)으로 구분된다. 총 1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9문항은 일상적 생활스
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채점 시 포함되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
렇다(5점)로 평정하는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맞게 부모영역만을 고려하였다.
이 검사에 포함된 우울척도는 주양육자의 성격 및 정신병리적 요소와 관련되며, 유능감 척도
는 양육자로서 느끼는 부모의 유능감을 반영한다. 애착척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얼마나 정서적으
로 가깝게 느끼는지를 측정하며, 배우자척도는 부부 간의 상호 정서적 및 신체적지지 정도를 반
영하고, 고립척도는 부모역할 수행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가용한 정도를 측정한다. 건강척도는
양육에 요구되는 부모의 신체적 건강 수준을 반영하며, 역할제한척도는 양육활동으로 인해 부모
의 개인적 자유와 기타 삶의 측면에 얼마나 제한이 초래되는지를 측정한다. 분석에는 부모영역
총점과 부모영역의 하위 점수를 사용하였다.
4)

2.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측정도구의 번역
연구자들이 1차 번역한 후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현직 교사에게 역번역을 의뢰하였다. 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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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후 아동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부적절한 문장표현이 없는지
그리고 설문지 작성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 아동 5
명과 특수심리치료 전공 대학원생 5명,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2명에게 설문지 작성을 요청하였
다. 그 결과 대부분의 문항들이 아동들이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일부
매끄럽지 않은 문항들이 있어 원문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해하기 쉽게 다듬어 최종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
설문지는 아동이 직접 작성하는 아동용과 부모가 작성하는 부모용으로 구성되었다. 아동용에
는 아동용우울척도, 부모거절질문지, 그리고 부모통제행동척도가 포함되었고, 부모용에는 인구통
계학적 변인 질문지와 부모양육스트레스척도가 포함되었다. 연구자가 해당 학교의 담임교사들을
만나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아동용과 부모용 설문지의 배포를 부탁하였으며, 담임교사가 수업시
간의 일부를 할애하여 아동용 설문지를 작성토록 한 후 아동 편에 부모용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가정에서 부모가 작성한 것을 아동이 되가져오도록 하였고,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담임교사가
연구자에게 우편 배송해주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 version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연구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연구 변인 별로 수준을 정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수준 별 우울점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아동의 우울을 예측해주는 변
인을 알아보기 위한 단계적 회귀 분석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 거절 및 애착이 아동의
우울을 예측해주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두 변인을 예측해주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
한 중다회귀분석이 이루어졌다.
3)

Ⅲ. 연구결과
1. 연구변인 간 상관분석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연구 변인 간 관계를 먼저 분석하기 위해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우울점수는 통제점수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
았고, 거절의 총점(r=.37, p<.001), 부모의 온정/애정(r=.25, p<.01), 공격성/적대감(r=.1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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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구분
아동우울
통제
수용거절 총점
애정
공격/적대감
방임/무관심
미분화거절
부모우울
애착
역할제한
유능감
고립
배우자
건강
부모양육 스트레스
*

p<.05,

**

p<.01,

수용-거절 척도
부모양육 스트레스 척도
아동 통제
공격성 방임 미분화 부모
역할
우울
총점 온정
애정 적대감 무관심 거절 우울 애착 제한 유능감 고립 배우자 건강 총점
1
.05
***

.37

**

1
.10

1

.25

**

.24

.78***

1

.17*

.30***

.48***

.08

1

**

***

.58***

.30***

***

**

***

***

.29

.25

.84

***

.14

*

.01

.15

.07

*

.21

.05

.03

.18*

.04

.01

.38

.20

.11
.05
.08
.14
*

.21

.08
.02
.02
.02
.05

.73

.03
.02
.00
.01
.01

1
.50***

1

.12

.03

.20*

1

.09

.07

.06

.01

.57***

1

.00

.02

.07

.08

.54***

.48***

.08

***

***

.23

.10
.05
.06
.02
.05

.71

.08
.03
.06
.04
.08

.09
.06
.04
.08
.12

.05
.10
.10
***

.85

.48

***

.37

***

.60

***

.45

***

.74

.46

.21*
***

.37

***

.31

***

.74

1
.35***

1

***

.29**

1

***

**

.25

.33
.49

***

.38

***

.65

.26

*

.22

***

.49

**

1

***

.40

.44

***

.59

***

1

***

.59***

.71

1

***

p<.001

방임/무관심(r=.29, p<.001), 그리고 미분화된 거절(r=.38, p<.001)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또한, 아동우울점수는 부모양육스트레스 총점(r=-.25, p<.01), 부모우울(r=.20, p<.05), 애착(r=.21,
p<.05), 및 역할제한(r=.18, p<.05)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통제점수는 온정/애정(r=.24, p<
.01), 공격성/적대감(r=.29, p<.001), 방임/무관심(r=.24, p<.01)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미분화
된 거절은 부모양육스트레스척도의 부모우울과 유의미한 상관(r=.20, p<.05)을 보였다.
2. 부모의 거절과 통제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부모의 거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수용-거절척도가 아직 표준화되어 있
지 않고 문화적 차이가 커서 외국의 연구 결과를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 대
상자들의 거절총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집단을 구분하여 거절 수준에 따른 아동의
우울점수 차이를 검증하였다. 평균 점수가 196.4(범위: 121～234)였고 표준편차는 21.45였으므로,
196점을 기준으로 1 표준편차 낮은 집단(175점 이하)(낮은 집단), 평균 범위인 집단(176점부터
217점 사이)(보통집단), 그리고 1표준편차가 높은 집단(높은 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단 간 우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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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서 볼 수 있듯이 부모의 거절 수준에 따른 아동의 우울점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2,
159)=8.802, p<.001, Scheffé 사후대비 결과 낮은 집단보다 보통집단이, 그리고 보통집단보다 높은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우울점수를 보였다.
집단
높은 집단
보통 집단
낮은 집단

<표 2> 거절수준(수용-거절척도 총점)에 따른 아동우울 점수의 차이

평균

표준편차

N

17.50

7.61

22

13.13

6.81

111

9.12

6.71

26

F

Scheffé

8.802***

1>2>3

***p<.001
1=

높은 집단, 2= 보통 집단, 3= 낮은 집단

다음으로, 수용-거절척도의 소척도별로 수준을 정하여 수준 별 아동우울점수의 차이를 검증하
였다. 온정/애정 소척도의 평균이 62.88이었고 표준편차가 12.10이었으므로 51점 이하(낮은 집단),
51점 초과～75점 이하(보통집단), 그리고 75점 초과(높은 집단)로 집단을 구분한 다음 일원변량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2, 166)=8.046, p<.001, Scheffé 사후대비 결과 높은 집단과 보통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우울점수를 나타내었다.
집단
높은 집단
보통 집단
낮은 집단

<표 3> 온정/애정 수준에 따른 아동우울점수의 차이

평균

표준편차

N

16.21

7.71

28

13.13

6.79

116

8.64

6.44

25

F

Scheffé

8.046***

1,2 > 3

***p<.001
1=

높은 집단, 2= 보통 집단, 3= 낮은 집단

공격/적대감 소척도의 평균은 47.73이었고 표준편차는 6.17이었다. 따라서, 42점 이하(낮은 집
단), 42점 초과～54점 이하(보통집단), 그리고 54점 초과(높은 집단)로 집단을 구분한 다음 일원변
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 간 차
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2, 169)=5.291, p<.01, Scheffé 사후대비 결과 높은 집단이 보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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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우울 점수를 보였으며 낮은 집단과 나머지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
의미하지 않았다.
집단
높은 집단
보통 집단
낮은 집단

<표 4> 공격/적대감 수준에 따른 아동우울점수의 차이

평균

표준편차

N

16.40

8.72

35

11.97

6.51

117

13.70

7.62

20

F

Scheffé

5.291**

1>2

**p<.01
1=

높은 집단, 2= 보통 집단

방임/무관심 소척도의 평균은 50.70이었고 표준편차는 6.70이었다. 따라서, 44점 이하(낮은 집
단), 44점 초과～57점 이하(보통집단), 그리고 57점 초과(높은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일원 변량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2, 166)=5.291, p<.01, Scheffé 사후대비 결과 높은 집단이 보통집단에
비해, 그리고 보통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우울점수를 나타내었다
집단
높은 집단
보통 집단
낮은 집단

<표 5> 방임/무관심 수준에 따른 아동우울점수의 차이

평균

표준편차

N

17.16

7.54

25

13.05

7.25

127

8.35

5.14

17

F

Scheffé

7.842**

1>2>3

**p<.01
1=

높은 집단, 2= 보통 집단, 3= 낮은 집단

미분화된 거절 소척도의 평균은 35.08이었고 표준편차는 4.56이었다. 그런데, 미분화된 거절척
도의 경우 평균에 비해 1표준편차가 높은 사례가 없었으며, 35점에서 40점 사이에 66%가 집중
되어 있었다. 따라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한 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 간 차이가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F(1, 174)=11.783, p<.01.
비록 아동우울점수와 통제점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이것이 통제
점수가 우울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통제점수의 평균(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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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높은 집단
낮은 집단

<표 6> 미분화 거절 수준에 따른 아동우울점수의 차이

평균

표준편차

N

15.27

8.03

75

11.56

6.28

101

F
11.783**

**p<.01

점)과 표준편차(3.3점)를 감안하여 15점 이하(낮은 집단), 15점 초과-21점 이하(보통집단), 그리고
21점 초과(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었
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2, 172)=4.544, p<.05,
Scheffé 사후대비 결과 낮은 집단이 보통집단에 비해, 그리고 높은 집단이 보통 집단에 비해 유의
미하게 높은 우울점수를 나타내었다.
집단
낮은 집단
보통 집단
높은 집단

평균

<표 7> 통제수준에 따른 아동우울점수의 차이

표준편차

N

14.42

7.36

43

12.00

6.27

111

13.14

10.35

21

F

4.544*

Scheffé
1 >2
2 <3

*p<.05
1=

낮은 집단, 2= 보통 집단, 3= 높은 집단

3.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우선 양육스트레스 점수 수준에 따른 아동 우울점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한국판양육스트레
스검사-확장형(Korean Parent Stress Index: K-PSI)의 지침서(정경미 등, 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세～12세 아동을 둔 부모가 보고하는 양육스트레스 점수의 평균은 123.5점(표준편차= 24.00)이
다. 본 연구의 평균은 129.98점, 표준편차 22.54점으로 정경미 등(2008)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
라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100점 이하를 낮은 집단, 100점 초과～148점 이하를 보통집
단, 그리고 148점 초과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집단 간 아동우울점
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었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2, 130)=4.907, p<.01, Scheffé 사후대비 결과 높은 집단이 보통
집단 및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우울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부모우울점수의 평균이 19.57점이었고 표준편차가 5.26인 점(정경미 등의 연구: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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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높은 집단
보통 집단
낮은 집단

<표 8>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아동우울점수의 차이

평균

표준편차

N

15.96

7.70

26

11.51

6.25

94

10.92

7.067

13

F

Scheffé

4.907**

1 > 2, 3

**p<.01
1=

높은 집단, 2= 보통 집단, 3= 낮은 집단

표준편차= 5.89)을 고려하여, 14점 이하를 낮은 집단, 14점 초과～26점 이하를 보통집단,
그리고 26점 초과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아동우울점수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었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 간 차이
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전대비 분석 결과 높은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유의미
하게 높은 우울점수를 나타내었다.
19.89,

집단
높은 집단
보통 집단
낮은 집단

<표 9> 부모우울 수준에 따른 아동우울점수의 차이

평균

표준편차

N

15.53

8.02

17

12.30

6.50

92

11.36

7.18

28

F

Scheffé

2.096

1 > 2, 3*

*p<.05
1=

높은 집단, 2= 보통 집단, 3= 낮은 집단

우리나라 애착점수의 평균은 12.80이며, 표준편차는 3.20이다(본 연구:M=15.15, SD=3.68). 따라
서, ±1SD를 기준으로 하여 10점 이하를 낮은 집단, 10점 초과-16점 이하를 보통집단, 그리고 16
점 초과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10>에 제시
집단
높은 집단
보통 집단
낮은 집단

<표 10> 애착 수준에 따른 아동우울점수의 차이

평균

표준편차

N

14.19

7.18

42

12.12

6.90

83

9.33

4.25

12

*p<.05
1=

높은 집단, 2= 보통 집단, 3= 낮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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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ffé

2.722(n.s)

1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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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전대비 분석
결과 높은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우울점수를 나타내었다.
그 밖에 역할제한, 유능감, 고립, 배우자, 건강에서는 수준별 우울점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
타나지 않았으며, 사전 대비 검정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아동의 우울 예측변인 탐색을 위한 중다회귀분석

앞선 자료 분석 결과 수용거절척도의 온정/애정, 공격성/적대감, 방임/무관심, 미분화된 거절
척도, 부모양육스트레스척도의 부모우울, 애착 및 역할제한 소척도 점수에 따라 아동우울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어떤 변인이 아동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가 <표 11>에 제시되었다.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미분화된 거절과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애착 정도가 아동의 우울감을 신뢰롭게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화된 거절만을 투입하
였을 때 아동우울점수의 14.8%가 설명되었으며, β=-.387, p<.001, 부모애착을 투입하였을 때는
설명력(R )이 4.7% 증가하여 총 19.5%였다.
2

<표 11> 아동 우울 예측변인 탐색을 위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Model
1
2

미분화된 거절
미분화된 거절
부모애착

2

β

t

R

-.384

-4.798

.148

-.387

-4.949

.218

2.786

.195

2

ΔR

F
23.017***

.047

15.973***

***p<.001

5. 거절 및 애착의 예측변인 탐색을 위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거절의 예측변인을 찾기 위해 상관분석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던 부모우울점수와
아동이 지각한 온정/애정, 공격/적대감, 방임/무관심 변인을 투입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우울이 거절을 유
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β=-.174, p<.05, 설명량은 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애착의 예측변인을 찾기 위해 이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부모 우울,
온정/애정, 방임/무관심을 투입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1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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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거절 예측 변인 탐색을 위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Model
1

부모우울

β

t

R2

F

-.174

-2.012

.030

4.047*

*p<.05

<표 13> 애착 예측 변인 탐색을 위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Model
1

부모우울

2

β

t

R

F

.569

7.743

.319

59.952***

***p<.001

제시되어 있다.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우울이 거절을 유의미하게 예측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β=.569, p<.001, 설명량은 32%였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절 및 통제와 부모의 우울을 포함한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의 중소도시에 있는 초
등학생과 그들의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온정/애정, 공격/적대감, 방임/무관심 및 거절이 아동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
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애정을 주지 않고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며 방임
및 무관심하거나 거절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통제
의 경우 보통 수준일 보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경우 아동의 우울점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절과 통제 수준이 아동기 우울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이라는 선행 연구결과
(Barber, 1996; Burbach & Bordin. 1986; McLeod et al., 2007)와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즉, 아동
이 지각한 부모의 거절 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동의 우울점수가 상승하는 점은 유사하나, 통제수
준과 우울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는 선행연구자들의 보고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통제와
우울이 U자 형의 관계를 나타내는 차이를 보였다. 현재로써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이러한 차이가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부모가 보이는 평균 수준의 통제 행동을 관
심과 같은 긍정적인 것으로 지각하며, 너무 낮은 수준의 통제행동을 무관심하거나 소홀함으로
해석하여 높은 수준의 통제행동 못지않게 우울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나타난 것일 가능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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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에서는 다른 변인들보다 부모가 양
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우울과 자녀에 대해 느끼는 애착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관계 모델 및 Bowlby의 애착모델에 부합하는 것으로, 부모가 우울할수록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애착을 덜 느낄수록 아동의 우울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시사한다.
아동의 우울점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해주는 변인을 검증하기 위한 중다회귀분석결과 미분화된
거절점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애착의 정도가 약할수록 아동의 우울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총 설명량= 19.5%). 이러한 결과는 McLeod 등(2007)이 선
행연구 45편을 메타분석한 후 거절의 하위요인 중 부모의 온정보다 부모의 철회, 공격성, 과잉
간섭 등이 아동기 우울과 더 많은 연관성이 있으며 부모의 온정행동 결여보다 거절과 통제가
자녀의 정신건강을 더욱 위협한다고 결론지은 것과도 일관된 것이다.
수용-거절척도의 미분화 거절 소척도는 “우리 엄마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우
리 엄마는 화가 났을 때 나에게 소리를 지르신다,” “우리 엄마는 나를 매우 귀찮은 존재로 생각
하신다,” “우리 엄마는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다,” “우리 엄마는 내게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내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 “우리 엄마는 내가 뭔가 잘못을 하면 엄마는 더 이상 나를 사랑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우리 엄마는 나에 대해서 불평하신다,” “우리 엄마는 내가 하기 싫어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하라고 하신다,” “우리 엄마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럽
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신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들은 명백히 거절로 인
식되는 행동, 즉 아동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절행동들을 반
영한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노골적이고 원시적인 수준의 거절 경험이 부모의 애정 및 온정행
동으로는 보상될 수 없는 정도의 수치심과 죄책감, 좌절감을 유발시키며 결과적으로 자녀가 우
울에 취약해지도록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동복지 현장이나 심리치료 현장에서 아
동기 우울증 예방이나 치료 계획 수립 시 부모의 온정행동 증진보다는 거절행동의 교정 및 감
소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회귀분석에서 통제가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는 통제가 아동의
우울정도와 선형이 아닌 U자형 관계를 나타내었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통제가 아동우울의 유의
미한 예측요인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통제는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Rohner, 2009)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통제만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행동적 통제를 추
가하여 통제의 영향력을 좀 더 세밀하게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아동우울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는 아동이 느끼는 부모의 거절 행동과 부모가 아동에게 느
끼는 애착 수준이 도출되었으므로, 이 두 요인을 예측해주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부모
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우울이 두 요인의 유의미한 예측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만으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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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과 애착정도가 부모의 우울과 자녀의 우울을 매개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양육
과정에서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부모일수록 부모가 자녀에 대해 느끼는 애착심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노골적인 거절 행동을 유의미하게 많이 하게 되며 이 것이 아
동의 우울 취약성을 심화시킨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는 아동 우울의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해 부모의 우울과 거절적인 행동의 감소, 자녀에 대해 느끼는 애착감
정 증진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인상적이게도 Rohner(1984)의 세계적인 연구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용-거절 척도의 평균이
98～126점 사이였고 우리나라 청소년 124명을 대상으로 한 평균은 112.1점(표준편차= 25.1)이었
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평균이 196.4점(범위= 121～234, 표준편차= 21.45)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Rohner(1984)의 연구에서 유난히 높았다고 보고된 멕시코의 평균 점수
인 151.5(표준편차= 24.1)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다. Rohner의 연구가 거의 30년 전에 이루어진 것
임을 감안할 때, 이는 시대가 달라지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느끼는 거절감이 더 심화되었음을
반영하는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본 연구가 특정 지역의 특정 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 때문일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겠으나 다른 척도들과
달리 유난히 부모의 수용-거절척도에서만 이러한 결과가 타나난 것을 감안할 때 단순히 표집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중소도시의 초등학교 1개교만을 대상으로 표집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다. 통제의 측정 시 행동적 측면을 배
제하고 심리적 측면만을 고려하였던 점 역시 연구의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지 작성이 수월한 초등학교 고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향후 저학년에 대
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주양육자가 양육 과정에
서 경험하는 우울이 아동에 대한 애착을 방해하고 자녀를 노골적으로 거절하도록 하며, 그 결과
아동이 우울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본 연구 결과
는 향후 우울 취약 아동을 위한 사례 개입 전략 수립 및 우울한 아동의 부모 교육 등을 위한
의미있는 기초 자료가 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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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Parents’ Rejection, Control Behavior and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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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ents’ rejection behaviors, control behaviors,
and bleeding stress on children’s depression. Participants were 178 children and their parents who
completed self-report inventories measuring parent’s rejection, control, and bleeding stress. As the results,
there was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depression and parent’s affection/compassion. Children’s
depress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arent’s aggression/hostility, neglect/ignore, and indifferential
rejection. There was U-curv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depression and parent’s control. That is,
children’s depression level was increased when the children perceived their parents over-controlled or
under-controlled them.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indifferential rejection and parent’s
attachment to childre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children’s depression. And parent’s depression was
significant predictor of parent’s rejection and attachment. This result suggests parent’s depression causes
rejective attitude and decreases attachment to their children, and parent’s rejection and detachment make
their children vulnerable to depression. These findings suggests clinicians or therapist focus on parental
depression and rejective and/or control behaviors in order to intervention for children’s depression. Finally,
we discussed this research’s limitations and implication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children's depression, parents' rejection, control, parent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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