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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일상 생활에서 흔히 경험되는 사소한 스트레스 요인들의 수와 상대적 강도를 전향적으로 측정하는 Daily
Stress Inventory(DSI)의 한국어판을 개발할 목적으로, 이를 번역하여 한국의 정상 성인들에게 적용하여
봄으로써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사소한 생활 사건 58문항이 기술된 DSI에 대하여 번역, 역번역, 재번역 과정을 통해 최종번역안을 작성한
후,‘주요 생활사건 측정도구’
와 함께 대학생 200명과 직장인 150명에게 배포하였다. 최종적으로 120명(대
학생 82명, 직장인 38명)으로부터 결과를 회수하여 DSI의 세 가지의 기초 점수(사건점수, 강도점수, 강도/
사건비)를 산출한 후,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차이에 따른 DSI 기초 점수의 차이, 내적 일치도, 동시타당도 등
을 조사하였다.

결 과：
1) 일일 사건 및 강도점수, 주간 사건 및 강도점수 등은 모두 양의 왜도로 오른쪽 긴 꼬리를 하는 비정규
분포를 하였으나, 일일 및 주간 강도/사건비는 비교적 정규분포의 형태를 보였다.
2) 일일 및 주간 DSI 기초점수들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과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라서는 일일 및 주간 사건점수와 강도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강도/사건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별의 경우에는 일일 강도/사건비를 제외하면 모든 일일 및 주간 DSI 기초점수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3) 대학생인 경우가 직장인인 경우에 비해 모든 일일 및 주간 DSI 기초점수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개인적 능력’
부분에서 그 차이가 현저하였다.
4) 사건점수와 강도점수의 Cronbach 알파값은 0.98과 0.97로 산출되어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5) 주요 생활사건 측정도구와의 Spearman 상관계수 조사 결과 모든 DSI 기초점수들은 부정적 생활사건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나, 긍정적 생활사건과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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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저자들은 한국어판 일상적 스트레스 평가서가 일상생활 수준에서 흔히 경험되는 사소
한 생활사건들을 평가하는데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가과정
에서 대상자의 대학생 유무에 따라 해석에 유의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중심 단어：일상적 스트레스 평가서·신뢰도·타당도.

(stressors)이 효력을 미치는 기전, 스트레스 과정에서

서

론

의 인격과 사회구조의 역할 등과 같은 중요한 이론적
문제들을 탐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기식 평가

비록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인데 비해 정의 자체

법에서 기록되는 것은 주로 사소한 생활사건(minor

는 아직 모호하기는 하지만, 스트레스는 여러 신체적,

life event)들로, 이들은 발생가능성이 높고, 개인에게

심리적 질환들의 발병 혹은 악화에 중요한 요인이며,

는 상당한 정도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 개념에는 생활사건에서 오는 자극, 개인의 생리적·

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일상 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심리적 반응, 혹은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처능력 등이

있는 언쟁이나 승용차 고장과 같은 사소한 생활사건들

1)

2)

혼재되어 있다 . 1929년 Cannon 이 자율신경계에 지

도 스트레스의 민감한 지표가 되고, 주요 생활사건들보

속적인 스트레스 각성이 가해지면 신체적 장애가 유발

다 오히려 질병의 더 좋은 예견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될 수 있다고 제안한 이후, 스트레스가 불안을 동반한

알려지고 있다5-7). 사소한 생활사건에 초점을 맞춘 일

정신증상이나 궤양, 천식, 관상동맥질환 등과 같은 신

기식 방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Daily Life Experience

체적 질환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

Checklist8), Hassles Scale9), Daily Stress Scale10),

들을 통해 증명되어 왔다.

Inventory of Small Life Events11), Daily Stress

전통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의 상당수는 스트레스를
3)

Inventory12) 등을 들 수 있다. 사소한 생활사건을 평

평가하는데 사회재적응평가척도 와 같은 주요 생활사

가하는 척도들은 대부분 조사대상자들에게 지난 한달

건 척도(major life event scales)를 이용하였다. 주요

동안 일어난 사소한 생활사건의 스트레스 정도를 보고

생활사건이란 정의상, 이혼, 친지의 사망, 직업변화 등

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과 같이 드물게 발생하고, 생활 전반에 중요한 변화를

일상적 스트레스 평가서(Daily Stress Inventory,

일으키는 사건이다. 대부분의 주요 생활사건 척도들은

DSI)는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통상적 사건들에 대해

조사 대상자들로 하여금 지난 수개월 혹은 수년 내에

일반인들이 어느 사건에 얼마만큼이나 스트레스를 받

경험했던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들의 횟수를 보고하도

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고안된 58문항의 설문으로,

록 하는 후향적 양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

흔히 경험되는 사소한 스트레스 요인들의 수와 상대적

들에는 대상자의 회상(recall) 정도에 따른 오류(bias)

인 강도(impact)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일기식 척

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

도들과 유사하나, 매일의 평가를 통해 일주일간 혹은

이에 비해 최근에는 일상 생활 수준에서의 스트레스

한 달간의 스트레스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

경험과 관련 요소를 전향적으로 평가하는 일기식

에서 독특하다. 매일의 평가를 통해 오래된 사건들을

(diary) 평가법이 일반화되고 있다. 일기 방식은 행동

회상해야 하는데서 생기는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과학에서의 현미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연속적인 적용을 통해 스트레스와 증상의 일일 변동간

인간의 사고, 감정, 행위 등이 자세히 기록될 수 있기

의 관계와 같은 조사도 가능하다. 또 이 척도에서 높은

때문에 후향적 보고 혹은 면접 방식에서는 어려운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도 증

해상력(resolving power)이 얻어진다4). 이러한 해상

가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타당도가 높은 척도로 알

력은 만성 스트레스의 본성, 주요 스트레스 요인

려지고 있다13).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개발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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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를 이용하여 정신신체질환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을
14-17)

기타 스트레스 요인(Varied Stressors) 등 다섯 가지

, 국내에서도 이미 이

부류로 분류된다. 피검자는 일상적 사건 항목들을 읽고

평가서를 이용하여 정신과 환자군에 대한 사소한 스트

지난 24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심리반응

레스 요인을 조사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18).

을 7단계 등급으로 평가하게 된다. 등급은‘일어났지만

평가한 보고가 다수 있었고

이와 같은 Daily Stress Inventory는 미국에서 개발

스트레스는 아니었다(＝1)’부터‘공포감(공황상태)에

되어 상용화된 검사법으로, 한국인들에게 적용하기 위

빠졌다(＝7)’
까지로 구분되어 있어, 점수의 정도는 스

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평가서의 한국어판을 개발하여

트레스의 정도와 비례하게 되어 있다. DSI의 평가기간

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Daily Stress Inventory

은 기본적으로는 하루이나 매일의 평가를 전제로 주간

를 번역하여 한국의 정상 성인들에게 적용하여 봄으로

스트레스 점수 혹은 월간 스트레스 점수의 조사도 가능

써,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한국 실정

하다.

에 맞는 한국어판 일상적 스트레스 평가서를 개발할 목

DSI는 결과 분석 과정에서 세 가지의 기초적 점수가
산출되는데, 첫째는 사건점수(Event Score)로 일어난

적으로 수행되었다.

것으로 체크된 항목들의 수이고, 둘째는 강도점수(Im-

방

법

pact Score)로 각 항목에 체크된 점수들의 합이며, 셋
째는 강도/사건비(I/E Ratio)로 강도점수를 사건점수로

1. 연구대상

나눈 수치로서 평균적 강도점수를 의미한다.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0명과 회사 및 병원에 근무하는 직장인 150명 등
총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의
회수는 대학생의 경우 82명(회수율 41%), 직장인은
38명(회수율 25.3%)으로 총 120명에 대한 설문 결과
가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2) DSI의 번역 승인 및 번역 과정
번역에 앞서 DSI의 판권을 가진 미국의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사로부터 번역 및 연
구용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승인을 받고 번역에 착수
하였다. 번역을 위한 연구팀은 2명의 정신과 의사와
1명의 임상심리학자로 구성되었다. 1차 번역은 정신

2. 연구방법

과 의사 1인에 의해 DSI 원안에 충실하도록 번역하
19)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Brantley 등 에 의해

였다. 1차 번역안에 대하여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한

개발되어 1989년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

국인에 의해 역번역을 시행한 후 연구팀의 토론을 거

urces사에 의해 발행된 Daily Stress Inventory(이하

쳐 2차 번역안을 마련하였다. 2차 번역안을 다시 한

DSI)이었다. 이 도구는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통상적

국 거주 외국인을 통해 역번역을 한 후 이를 DSI 원

사건들에 대해 일반인들이 어느 사건에 얼마만큼이나

저자인 Brantley에게 검토를 요청하였고, 원저자에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의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팀의 토론을 거쳐

설문지 내용은 지난 24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

2차 번역안을 재수정한 후 최종안을 마련하여 연구에

한 심리반응을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피검자들이

사용하였다.

일주일간 연속해서 이를 기록하면, 결과 분석을 통해 그
사람의 일상적 스트레스 유형을 알 수 있게 된다.

3) DSI의 배포 및 회수
상기 과정을 통해 마련된 평가서를 인쇄하여 소정

1) DSI의 구조 및 내용

의 사례품과 함께 동봉한 후, 연구자가 참여 자원자들

DSI는 5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문지로, 문항들

에게 주의사항을 구두로 전달한 후 직접 배부하였다.

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사소한 생활 사

평가서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건들을 기술하고 있다. 각 항목들은 크게 대인관계 문

이평숙20)의‘주요 생활사건 측정도구’
를 동시에 배부

제(Interpersonal Problems), 개인적 능력(Personal

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서의 회수는 배부 후 일

Competency), 인지적 스트레스 요인(Cognitive Str-

주일간의 평가기간이 지난 다음 연구자에게 결과를 반

essors), 환경적 혼란 요인(Environmental Hassles),

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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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차이에 따른
DSI 기초 점수의 차이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성별, 연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s for the subjects
(n＝120)
Variable

Number

≤24

69(57.5%)

령별, 교육수준별, 직업별로 사건점수(Event Score),

25-29

23(19.2%)

강도점수(Impact Score), 강도/사건비(I/E Ratio) 등

≥30

38(23.3%)

을 산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윌콕슨 순위합 검정법

Age

Sex

(Wilcoxon ranksum test)을 이용하여 제 1오류 5%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은

Male

46(38.3%)

Female

74(61.7%)

Education(years)

25세와 30세를 기준으로 3군으로, 교육수준은 고졸 이
하, 대학 재학, 대졸 이상의 3군으로, 직업은 대학생과
직장인 2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Occupation

≤12

8( 6.7%)

13-15

79(65.8%)

≥16

33(27.5%)

Collegian

82(68.3%)

Clerical

38(31.7%)

한편 설문서의 신뢰성 조사를 위해 Cronbach 알파
값을 산출하여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였고, 설문서의 타
당성 조사를 위해서는 동시에 시행된 주요 생활사건 측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daily stress inventory
scores for the subjects
Skewness

Score

Mean

SD

항과 긍정적 생활사건 28문항으로 나누어 세 가지

Eventd

19.33

15.66

1.33

14.00

1-58

DSI 기초점수와의 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s

Impactd

58.38

51.10

1.53

44.50

1-253

I/E Ratiod

2.93

1.04

0.23

2.93

1-6.00

Eventwk

101.31

97.09

2.15

73.50

10-406

Impactwk

293.38 272.57

1.95

212.50

13-1368

2.90
0.84
wk：week

0.18

정도구 98문항에 대한 결과를 부정적 생활사건 70문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결

과

I/E Ratiowk
d：day,

Median

Range

2.87 1.08-5.03

1.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설문서에 응하여 준 대상자는 총 120명이었다.

주간 사건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은 각각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5.9±6.8세로,‘24세 이하’가

101.31, 97.09, 73.50, 주간 강도점수의 평균, 표준편

69명(57.5%),‘30세 이상’이 38명(23.3%),‘25～

차, 중앙값은 각각 292.38, 272.57, 212.50으로 모두

29세’
가 23명(19.2%) 순의 분포를 보였다. 성별은 여

양의 왜도(skewness)로 오른쪽 긴 꼬리를 하는 비정

자가 74명(61.7%)으로 남자 46명(38.3%)보다 많았

규분포를 하고 있었다. 주간 강도점수를 주간 사건점수

다. 교육수준별로는‘대학 재학’
이 79명(65.8%)으로

로 나눈 주간 강도/사건비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졸 이상(27.5%), 고졸 이하

각각 2.90, 0.84, 2.87이었고, 왜도값은 0.18로 보다

(6.7%)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대학생이 82명(68.3%)

정규분포의 형태를 보였다(표 2).

이었고, 직장인이 38 명(31.7%)이었다(표 1).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DSI 기초점수의 분포 차이

2. 일일 및 주간 사건점수, 강도점수, 강도/사건비 분포

일일 및 주간 DSI 기초점수들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일일 사건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은 각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과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른

19.33, 15.66, 14.00, 일일 강도점수의 평균, 표준편

분석에서 일일 및 주간 사건점수와 강도점수는 유의한

차, 중앙값은 각각 58.38, 51.10, 44.50으로 모두 양

차이를 보였으나 강도/사건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의 왜도(skewness)로 오른쪽 긴 꼬리를 하는 비정규

않았다. 직업별의 경우에는 일일 강도/사건비를 제외하

분포를 하고 있었다. 일일 강도점수를 일일 사건점수로

면 모든 일일 및 주간 DSI 기초점수에서 유의한 차이

나눈 일일 강도/사건비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은 각

를 보였다(표 3). DSI 기초점수들에 가장 현저한 영향

각 2.93, 1.04, 2.93이었고, 왜도값은 0.23으로 보다

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직업이라는 위의 결과

정규분포의 형태를 보였다.

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직업별로 나누어 DSI 기초점수

－ 298 －

Table 3. Effects of gender, age, education level and
occupation on daily stress inventory scores
Score

p-value
Gender

Age

Education Occupation

Eventd

NS

<0.01

<0.05

<0.01

Impactd

NS

<0.01

<0.05

<0.01

I/E Ratiod

0.07

NS

NS

NS

Eventwk

NS

<0.01

<0.01

<0.01

Impactwk

NS

<0.01

<0.01

<0.01

적으로 유의한 상관계수를 보이지 않았고, 주간 사건점
수 및 주간 강도점수와는 각각 0.40, 0.42(p<0.05), 주
간 강도/사건비와는 0.31(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계수를 보였다. 한편 98문항 전체와의 상관계수에
서는 부정적 생활사건과 유사한 양상의 통계적 유의성
을 보였다(표 7).

고

<0.05
I/E Ratiowk
NS
NS
NS
d：day,
wk：week
By Wilcoxon’s rank-sum test, NS：not significant

찰

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소하나 불쾌한 생활사건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스트

들의 분포 양상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모든 일일 및

레스 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주간 DSI 기초점수들이 대학생인 경우가 직장인인 경

Daily Stress Inventory를 번안하여 정상 성인들에게

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에 대학생과

적용하여 봄으로써,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

직장인의 DSI 기초점수의 차이를 DSI 5가지 부류로

는 것이었다. 연구 목적상 평가서 개발에 필요한 기초

나누어 비교해 본 결과, 일일 기초점수의 경우‘개인적

조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평가서에 대한 회수율

능력’
과‘기타 스트레스 요인’
에서 대학생들이 일일 사

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대상자를 주로 청장년층의 대학

건점수와 강도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

생과 직장인으로 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러나 일일 강도/사건비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서의 회수율은 대학생 41%, 직장인 25.3%로 상당히

었다. 주간 기초점수의 경우 5가지 부류 모두에서 대학

낮은 편이었는데, 이는 일주일 내내 매일 설문에 답하

생들이 직장인에 비해 사건점수 및 강도점수가 높았다.

여야 하는 평가도구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간 강도/사건비가 대학생에서 높은 경우는 단

연구 대상자가 비교적 특정화되어 있는 본 연구의 특성

지‘개인적 능력’
에 한하였다(표 5).

상, 결과도 평가서의 타당성 검증이라는 제한적 차원에
서 해석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비교 정상치로 본

4. 내적 일치도
본 연구대상자의 설문응답의 내적 일치도를 구해본
결과, 사건점수와 강도점수의 알파값은 0.98과 0.97로
산출되었다(표 6). 이는 Brantley등(1987)의 연구에
서 구하여진 알파값 0.83과 0.87보다 모두 높은 값들
이었다.

연구의 결과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Brantley 등19)의 연구에 의하면 DSI
의 기초점수들은 성별, 인종, 결혼상태, 교육, 직업 등
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차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그들은

5. DSI와 주요 생활사건 측정도구와의 상관정도

DSI 기초점수들의 정상치 제시에 성인표본 전체를 대

20)

98문항의 주요 생활사건 측정도구 를 동시에 시행

상으로 한 바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표 3에

하여 DSI 기초점수들과의 스피어만 상관계수(Spe-

제시된 바와 같이 DSI기초점수 중 일부가 연령, 교육

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조사한 결과, 70

정도, 직업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

문항의 부정적 생활사건은 일일 사건점수, 일일 강도점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

수 및 일일 강도/사건비와 각각 0.48, 0.49, 0.36, 주

는 본 연구대상자의 구성상 대학생이 많고, 이들의

간 사건점수 및 주간 강도점수와 각각 0.67, 0.64로

DSI 기초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

모두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고(p<0.05), 주간 강

로 보인다. 즉 연구 대상자 중 대학생의 비율이 68.3%

도/사건비와는 0.33으로 낮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

로 상당히 많았고,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들

다(p<0.1). 반면에 28문항의 긍정적 생활사건은 일일

의 DSI 기초점수는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사건점수, 일일 강도점수, 일일 강도/사건비 모두와 통계

높았다. 또 연구 대상자 중 57.5%를 차지하는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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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daily stress inventory scores for the samples of collegians and clericals
Occupation

Collegians

Mean

SD

Skewness

Median

Range

21.74

16.26

1.14

17.00

1-58

Impactd

64.62

49.59

1.18

54.00

1-224

I/E Ratiod

3.01

1.03

0.27

2.97

Eventwk

121.74

108.57

1.76

85.00

Imp actwk

353.13

299.24

1.66

250.00

30-1368

I/E Ratiowk

3.01

0.78

0.06

2.96

1.13-4.67

1-6.00
11-406

Eventd

14.50

13.28

1.95

11.00

1-58

Impactd

46.53

53.38

2.52

32.50

1-253

I/E Ratiod

2.77

1.06

0.14

2.59

1-4.96

58.67

40.45

1.84

55.50

10-215

Imp actwk

170.22

135.23

1.37

133.00

13-573

I/E Ratiowk
wk：week

2.71

0.92

0.53

2.62

1.08-5.03

Clericals

D：day,

Score
Eventd

Eventwk

Table 5. The medians of item compositions of the daily stress inventory scores between collegians and clercials
Score
Eventd
Impactd
I/E Ratiod

Interpersonal
Problems

Personal
Competency

CO

CO

CL

CL

Cognitive
Stressors
CO

Environmental
Hassles

CL

CO

CL

Varied
Stressors
CO

CL

4

3

4

2**

2

2

3

2

4

2**

13

8

14

4**

7

4

8

7

9

6*

3.00

3.00

2.85

3.33

2.75

2.58

3.33

3.00

2.66

2.66

Eventwk

20

14**

19

7**

10

6**

17

11**

19

9**

Impactwk

54

37**

61

21**

33

17**

46

28**

53

29**

I/E Ratiowk
3.08
2.58
3.12
2.48*
3.0
*p<0.05；** p<0.01 by Wilcoxon’s rank-sum test
d：day,
wk：week,
CO：collegians,
CL：clericals

2.79

2.87

2.48

2.81

2.85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6. Internal consistency for the event and impact score
Cronbach alpha
Brantley et al(1987)

Event

Impact

0.98

0.97

0.83

0.87

Table 7.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event and impact score with 98 major life
events scores for concurrent validity
Score
Eventd

이하의 연령과 65.8%를 차지하는 13～15년의 교육연
한에 속한 대상자들은 거의 대부분 대학생이었다. 따라
서 대학생과 일반인과의 DSI 기초점수의 차이 때문에
연령, 교육정도, 직업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
라 기초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한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DSI 기초점수를

Negative
Life Events
(70-items)
0.48***

Positive
Life Events
(28-items)

Total
Life Events
(98-items)

0.22

0.45**

Impactd

0.49***

0.24

0.45***

I/E Ratiod

0.36**

0.28

0.35**

Eventwk

0.67***

0.40**

0.65***

Impactwk

0.64***

0.42**

0.61***

I/E Ratiowk
0.33*
0.31*
*p<0.1；** p<0.05；***p<0.01
d：day, wk：week

0.31*

조사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기초점수에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 이봉현 등18)의 연구를 고려

한편 본 연구대상자들의 DSI 기초점수들은 Brant-

하면, 한국인에서도 대학생을 제외하면 Brantley 등19)

ley 등19)이 제시한 기초점수들에 비해 모두 높은 결과

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인에 따라 차이가

를 보이고 있다. 즉 본 연구결과, 일일 사건점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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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강도/사건비와 주간 사건점수, 강도점수, 강도/사

외국에서 제작된 평가서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

건비가 각각 19.33, 58.38, 2.93과 101.31, 293.38,

화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번안되는 평가서는

19)

2.90이었던데 반해, Brantley 등 이 제시한 성인표본

신뢰성과 타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에 대한 결과는 각각 12.38, 30.95, 2.32와 88.28,

는 평가서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건점수와 강도

227.05, 2.49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DSI 기초점수

점수 각각에 대해 일주일간의 점수를 가지고 내적 일치

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상기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

도를 나타내는 Cronbach 알파값을 구해 보았는데, 표

상자 중 대학생의 비율이 높은데 있는 것 같다. Br-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건점수에서는 0.98, 강도점수

19)

antley 등 도 역시 대학생군의 일일 사건점수, 강도점

에서는 0.97로 우수한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조사되었

수, 강도/사건비와 주간 사건점수, 강도점수, 강도/사건

다. 이같은 결과는 Brantley 등19)이 제시한 사건점수

비가 각각 17.13, 51.14, 2.85와 65.95, 369.67, 2.90

와 강도점수의 알파값 0.83과 0.87보다 오히려 높은

으로 모든 기초점수들이 성인 표본에 비해 높았다고 하

것이었고,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던 조숙행

였고, 정상치를 제시하는 과정에서도 성인과 대학생을

등21)의 연구에서의 강도/사건비의 알파값 0.98과 유사

분리하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한 결과였다.

서도 대학생과 직장인을 분리하여 DSI 기초점수들을 산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국내에서 표준화를 거쳐 사용

출하여 제시하였고(표 4), 향후 DSI를 이용해 일상적

되고 있는 주요 생활사건 측정도구20)를 동시에 시행하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경우 대학생 여부를 확인하고 그

여 그 상관성을 알아 본 결과,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

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70문항의 부정적 생활사건 변화량은 DSI 기초점수

본 연구의 결과를 불안장애군, 우울장애군, 정상 대

중 일일 사건점수, 일일 강도점수, 주간 사건점수, 주간

조군을 대상으로 DSI 기초점수들을 산출한 이봉현 등

강도점수와 0.48에서 0.67 정도의 상관계수로 높은 통

18)

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본 연구대상자 중 직장인

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나, 일일 강도/사건비와 주간 강

18)

들의 기초점수는 이봉현 등 의 정상 대조군의 결과와

도/사건비와는 0.33, 0.36 정도의 상관계수로 상대적으

비슷하나, 대학생들의 기초점수는 정상 대조군 뿐 아니

로 낮은 유의성을 보였다. 이렇게 개별점수보다 개별점

라 불안장애군이나 우울장애군의 결과보다도 높았다.

수의 분율에서 상관계수가 낮은 것은 주요 생활사건 측

일상적 사건을 스트레스로 지각하는 것 자체는 개인의

정도구20)가 사건발생 수와 해당 사건의 가중치 곱의

대처기술 정도, 사회적 지지망, 그리고 개인의 인지적,

합으로 변화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해당 점수는 잘 반영

성격적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일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율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

들에서 DSI의 기초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도 이런

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28문항의 긍정적 생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은 비교적 자유

활사건 변화량은 DSI 기초점수 중 주간 사건점수 및

롭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에 박힌 생활에 고정되어 있

주간 강도점수와 0.40과 0.42의 상관계수로 유의성을

는 직장인들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보다 다양한 경험을

보였지만, 나머지 항목과는 0.31 이하의 낮은 상관계수

하게 되고, 이에 따라 DSI에 체크되는 항목의 수도 상

를 보였다. DSI에 의해 측정되는 스트레스가 일상생활

대적으로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표 4에서 보

에서 상대적으로 사소하면서도 불쾌한 것으로 경험되

듯 대학생들은 직장인에 비해 사건점수가 높고, 이에

는 사건들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따라 강도점수도 동시에 높지만, 상대적으로 강도/사건

이처럼 DSI 기초점수들이 부정적 생활사건 변화량과는

비는 차이가 적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 대학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지만 긍정적 생활사건 변화량과

생들은 인지발달 과정상 청소년기 후반 혹은 청년기 초

는 낮은 상관계수를 보인다는 사실은 본 평가서의 타당

반에 속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사건들에 대하여 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 평가서의 신뢰도와

다. 표 5에서 보듯‘개인적 능력’
에서 특히 강도/사건

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이 목표이었으므로, 개별항목들의

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자기 자신의 개인적 능력발휘와

양상, 즉 한국인들이 어떤 일상적 사건에서 스트레스를

관련된 문제에서는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많이 받는가에 대하여서는 논하지 않았다. 역시 사소한

－ 301 －

dale, NJ, Lawrence Erlbaum, pp 49-83

일상적 사건에 초점을 맞춘 Hassle Scale9)을 이용하
여 한국인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의 양상을 조사한 이현

9) Kanner AD, Coyne JC, Schaefer C, Lazarus RS

수22)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일상적 스트레스 요
인은 서양인의 경우와 비교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고 한다. 문화적 상이함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의 차

10)

이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과적 장애들의 양상 및 빈
도의 차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소한 스
트레스를 평가하는 도구를 이용한 정신과적 장애에 대

11)

한 연구는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일상적 스트레스 평가서의 신뢰도와

12)

타당도가 검증됨에 따라, 향후 스트레스 관련 장애 혹
은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진단적·치료적 평가,
스트레스 요인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하는데 목

13)

표를 둔 치료법의 성과 판정, 스트레스의 생물학적·심
리학적·사회적 측면에 대한 연구에 필요한 스트레스
요인의 측정 등에 이 도구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14)

것으로 보인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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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Vol 37, No 2, March, 1998

A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Daily Stress Inventory
Jae-Jin Kim, M.D., Chul-Jin Shin, M.D., In-Won Chung, M.D.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Objectives：
： To develope Korean version of Daily Stress Inventory(DSI) designed to assess
prospectively the sources and magnitude of minor stressful events, the authors translated it into
Korean and examined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Methods：
：The translated DSI was distributed to 200 collegians and 150 clericals. In order to test
the validity, the prevously qualified ‘
Major Life Event(MLE)’questionnaire was given concurrently.
The materials were collected from 120 persons, and were analyzed by application of simple statistics
of DSI scores, Wilcoxon’s rank-sum test for differences of those according to demographic valiables,
internal consistency for reliability, and Spearma’s correlation coefficient for concurrent validity.
Results：
：
1) The distributions of scores of daily event, daily impact, weekly event and weekly impact were
all showed as having a positive skew. But the distributions of daily and weekly I/E ratio were
approximately normal.
2) All daily and weekly DSI score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y sex.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aily or weekly event and impact scores but insignificant differences in daily
or weekly I/E ratio according to age and education level. By occupation, all daily and weekly DSI
scores except daily I/E ratio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3) Daily and weekly DSI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collegians than in clericals, and the
cluster showing the most marked dif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was‘
personal competency’
.
4) In the reliability test by internal consistancy, the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of the event score
and the impact score were repectively 0.98 and 0.97.
5) In the concurrent validity between DSI and MLE, DSI scores were more highly correlated with
negative life events with positive life events.
Conclusions：
：With the above results, the authors concluded that Korean version of DSI was a
reliable and valid tool for assessing minor stress experienced frequently in daily life level. But its
scores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according to collegian or not.
KEY WORDS： DSI-Korean Version·Reliability·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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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일상적 스트레스 평가서
 안내문
이 평가서에는 일상사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지
난 하루(24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열되어 있는 모든 항
목들을 잘 살펴보시고, 만약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 일이 있었다면, 그 일이 당신에게 얼마나 스트레스
를 주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아래의 예와 같이 표시해 주십시오. 나열된 항목 중 지난 하루 동안 일어
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표시란을 그대로 비워 두십시오. 표시를 잘못하신 경우에는 잘
못된 것을 완전히 지운 후에 다시 표시해 주십시오.
범 례
1＝일어났지만 스트레스는 아니었다.
2＝아주 경미한 스트레스였다.
3＝경미한 스트레스였다.
4＝얼마간 스트레스였다.
5＝심한 스트레스였다.
6＝아주 심한 스트레스였다.
7＝공포감(공황상태)에 빠졌다.
문 항
1. 대화하는 도중에 누가 끼여들어 방해를 받았다.
2. 다른 사람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3.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났다.
4.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했다.
5.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야(모임에 참석해야) 했다.
6. 어떤 사람이 나와의 약속을 어겼다.
7. 어떤 사람으로부터 듣기 기대했던 말을 듣지 못했다.
8. 어떤 사람이 허락 없이 내 물건을 빌려 갔다.
9. 배우자(혹은 이성친구)와 말다툼을 하였다.
10. 다른 사람(배우자/이성친구 제외)과 말다툼을 하였다.
11. 권위자(윗사람, 직장상관 등)와 맞서게 되었다.
12. 난처하거나 당혹스러웠다.
13. 일(공부, 시험)의 성과가 엉망이었다.
14.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발표, 연주 등)을 해야 했다.
15. 평소에 익숙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
16. 일(공부)을 끝마칠 수 없었다.
17. 출근/약속시간에 지각을 하였다.
18. 운동시합/게임에서 실력발휘를 제대로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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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오늘 하루 계획했던 일을 다 하지 못하였다.
20. 일들이 정리되지 않고 뒤죽박죽이었다.
21. 어떤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22.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과식, 흡연 등)을 중단하였다.
23. 내가 특별히 싫어하는 일을 당했다.
(예：누가 노크를 하지 않고 들어옴, 누가 내 머리를 만짐 등)
24. 미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였다.
25. 나쁜 소식을 들었다.
26.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 걱정하였다.
27. 끝마치지 못한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였다.
28. 일/활동 도중에 방해를 받았다.
29. 원하지 않았던 신체적 접촉(혼잡, 떠밀림 등)이 있었다.
30. 명상/휴식 도중에 방해를 받았다.
31. 마음을 심난하게 하는 TV 쇼/영화/책 등을 보았다.
32. 재산상에 손해를 입었다.
33. 경미한 사고(어디가 부러짐, 옷이 찢어짐)를 입었다.
34. 경제적 문제(돈 문제)로 고민하였다.
35. 차가 고장이 났다.
36. 날씨가 나빴다.
37. 교통이 막혀서 애를 먹었다.
38. 예상하지 못한 비용(예：각종 요금)을 지출하였다.
39. 예상보다 훨씬 더 기다렸다.
40. 수면(잠)에 방해를 받았다.
41. 무서운 상황을 경험하였다(/무서운 물건을 보았다).
42. 다 해놓은 일을 누가 망쳐놓았다.
43. 비난을 받았다 혹은 욕설을 들었다.
44. 식당 혹은 업소 종업원에게 무례한 대우를 받았다.
45. 오해를 받았다.
46. 어떤 사람이 새치기를 하였다.
47. 병/임신이 아주 걱정스러웠다.
48. 어떤 것을 제자리에 두지 않아 찾기가 어려웠다.
49. 제시간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야 했다.
50. 해야할 일이나 어떤 사실을 깜박 잊었다.
51. 사려고 한 물건이 가게에 없었다.
52. 어떤 사람과 경쟁을 하였다.
53. 병 혹은 신체적 불편함을 겪었다.
54. 누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55. 음식(/개인물품)을 다 먹고(/써버리고) 없었다.
56.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하였다.
57. 외모에 신경이 쓰였다.
58. 위험을 가까스로 모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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