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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morbidity types of children and 
adolescent with depression, and to compare intelligence traits between groups with 
depression and those without it, based on the depression and comorbidity types. We also 
investigated the psychological traits of their parents.  

First, we included 779 children and adolescents between seven and 18 years old who 
took full battery assessments from eight clinical facilities. Among the patients, we finally 
enrolled 407 patients in this study; 39 subjects without depression, 51 subjects who had  
depression without comorbidity, 119 subjects who had depression with anxiety and 
withdrawal, 42 subjects who had depression with comorbid attention problems, and 156 
subjects who had depression with comorbid anxiety, withdrawal and attention problems. 
Also we included their parents (320 fathers and 398 mothers) in this stud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orbidity typ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epression include anxiety/depression (75.3%), withdrawal/depression (58.7%) and attention 
problem (54.1%). Second, the intelligence test score is significantly lower in the 
depression group. Furthermore, the depression group with comorbid anxiety, withdrawal, 
and attention problems had the lowest intelligence traits, showing that the more severe 
the comorbidity symptoms, the lower the intelligence score. Third, when comparing the 
MMPI scale between the parents of the non-depression group and those of the depression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Hypochondriasis (Hs) and Hysteria (Hy) scales 
in the mothers, and Psychopathic Deviate (Pd) scale in the father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haracter education, 
clinical research, counseling, and the educational guidance at home to enhance the 
emotional stability and adaptabilit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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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아동·청소년의 공존문제유형과 인지특성 및
부모의 심리적 특성*  

김현주(라파심리상담센터)**

이정숙(한양대학교)***
1)

본 연구는 우울 아동·청소년이 함께 가지고 있는 공존문제유형은 무엇이며, 우울과 공
존문제유형에 따라 지능으로 대표되는 인지특성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의 부모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권의 8개의 임상기관에서 우울 및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를 실시한 만7세~ 만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 총 779명 중, 비우울집단 39명, 
공존문제없이 우울만 보이는 단일우울집단 51명, 불안/위축을 공존문제로 보이는 우울집
단 119명, 주의집중문제를 공존문제로 보이는 우울집단 42명, 불안/위축/주의집중 공존
문제를 동시에 보이는 우울집단 156명 총 407명을 연구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의 부 320명, 모 398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울 아동․청소년의 공존문제유형 분포는 불안/우울(75.3%), 위축/우
울(58.7%), 주의집중(54.1%) 순이었다. 둘째,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으로 대별하여 지
능을 살펴본 결과 우울집단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개 연구 
집단간의 인지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이 
가장 인지적 특성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공존하는 문제 증상이 심각할수록 지
능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간 부모 MMPI 척도의 차이
를 살펴본 결과, 모는 건강염려증(Hs), 히스테리(Hy) 척도에서, 부는 반사회성(Pd) 척도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
록 인격교육적 측면이나 임상연구, 상담 및 가정에서의 교육적 지도의 필요성을 시사하
고 있다. 
주제어: 공존문제유형, 부모의 심리적 특성, 우울, 인지특성

Ⅰ. 서론
아동·청소년은 성인보다 좌절경험이나 감정, 자존심을 위협하는 생각 등을 견디는 내성이 

약하고, 진학, 학습문제, 직업선택 등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
기 때문에 우울 등 정서적 문제의 발병율이 급격하게 증가한다(하은혜, 송동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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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7;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실제로 아동·청소년은 학교성적이나 친구관계, 부모와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청소년 3명 중 1명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김은주, 2016: 79-97). 이렇게 현재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우울한 아동·청소년들은 우울증의 단일증상만을 보이지 않고 문제의 양상
이 다양하며(Angold, Costello, & Erkanil, 1999: 1779-1791), 다양한 공존문제가 있을 
경우 단일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제미영, 2014: 
2-3). 우울과 공존하는 문제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우울은 불안, 행
동문제 등이 자주 동반되며(Biederman et al, 1995: 579-590), 신체화 증상, 공격성이나 
품행문제로 표출되기도 하고, 학습과 대인관계 문제도 동반한다고 밝혀진바 있다(Angold, 
Costello, & Erkanil, 1999: 1779-1791; Knox et al, 2000: 611-618). 이렇게 우울증은 
공존문제율이 높고, 다른 장애들보다 위장된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여(신현숙 외, 2004: 
491-510; 이주영, 오경자, 2010: 53-72), 아동･청소년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외의 
장애가 나타날 확률이 최소한 20배로 증가한다(Angold & Costello, 1993: 1779-1791)고 
보고한 연구도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또한 청소년 비행의 주요 유발인자로 우울을 공통적으
로 지적하고 있으며, 문제행동과도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므로(신현숙 외, 2004: 
491-51; Domalant, Risser & Roberts, 2003: 477-484), 아동･청소년 우울의 공존문제에 
대한 더 많은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모의 심리적 요인이므로, 자녀의 문제와 부모의 심리적 특징의 관계를 살펴
보는 것도 아동·청소년의 정서, 행동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신희선, 김정미, 2010: 453-461).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임상기관에 내원하여 종합심리검사를 받은 아동·청소년 중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을 선별하고, 우울집단으로 선별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순수하게 
우울문제만을 보이는 단일우울집단과 공존문제를 동시에 보이는 공존문제 우울집단의 분포
를 살펴본다. 둘째, 비우울집단, 단일우울집단, 51%이상의 공존문제를 보인 불안/위축공존 
우울집단, 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의 각 집단간 
지능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셋째,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간 부모의 심리적 특성은 어떠한
지를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아동·청소년의 우울과 공존문제

우울장애는 우울한 기분을 주호소로 하는 기분장애이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심리적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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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반된다. 아동·청소년의 우울은 성인우울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 증상이 성인 우울
과는 다르게 명확한 우울감과 관련된 증상들 보다는 다른 형태로 위장되어 나타나거나 다른 
질환과 공존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신재은, 1998: 9-11). 한 가지 문제뿐 아니라 동시
에 다른 장애를 가지는 것을 공존증상(comorbidity)이라고 한다(Caron & Rutter, 1991: 
1063–1080). 공존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부적응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예후도 좋지 않다(Verhulst & Ende, 1993: 48). 우울의 다양한 공존문제로서는, 불안, 행
동문제(이주영, 2010; Biedermanet al, 1995: 579-590), 지루함이나 초조함, 신체화 증상, 
공격성, 불안장애, 식이장애, 자살사고와 함께 나타나거나 인지능력 저하, 학습과 대인관계 
문제도 동반한다(권석만, 2013; Angold, Costello, & Erkanil, 1999; Brent & Weersing, 
2007: 827-41). 다른 연구에서도 우울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정서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주의집중문제와 정서적 불안정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이린아, 최종옥, 
2013: 73-96). 이상과 같이, 우울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불안, 위축, 신체화 증상, 자살사고, 
자살문제, 품행문제, 공격행동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보이기도 하며, 
더불어 주의집중력 문제, 인지기능도 저하되어 학업수행의 문제도 초래하므로, 우울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공존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2. 우울 아동·청소년의 공존문제와 인지특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 구인 중 중요한 부분인 인지기능을 대표하는 것이 지
능이며,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적응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서혜희, 2002). 우울, 불안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내면화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들은 인지기능이 저하되며 우울
로 인하여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Elliot, 2002; Heller, 2004: 393-428). 즉, 불안 위
축 등 정서문제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고, 학업수행과 집중력,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 장
기적으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기술의 습득과 정보를 기억하는 
인지과정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apport et al, 2001: 536-551). 인지기능으
로 대표되는 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웩슬러 지능검사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심리검사 도구
로(서혜희, 2002) 이를 이용하여 우울과 인지기능의 저하와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다.  웩슬러 지능검사도구를 이용한 우울집단에 관한 인지기능 연구에서는 빠진곳찾
기, 차례맞추기, 토막짜기, 모양맞추기, 기호쓰기 등에서 낮은 수행을 보여 점수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되었다(이현지, 2011; 서혜희, 2002). 불안한 아동의 경우에도 숫자, 
산수, 기호쓰기, 차례 맞추기 점수가 낮았다(Ogdon, 1982). 주의력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
년도 정서적인 문제 등과 같은 요인이 주의력 발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린아, 최종옥, 2013: 73-96). 불안장애와 주의력 문제인 ADHD를 공존문제유형으로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기호쓰기, 동작성 지능과 토막짜기 요인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
고 하였다(김희경, 2010). 또한 우울을 동반한 ADHD 아동·청소년의 인지특성에 관한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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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기호쓰기가 지연되었다고 보고하였다(이명경, 2012: 99-111). 이상과 같이 우울, 
불안, 주의집중문제, 기타 정서행동문제와 지능으로 대표되는 인지특성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이 시간제한이 있거나 정신
-운동속도와 관련이 있는 산수, 숫자, 빠진곳찾기, 기호쓰기, 동형찾기 등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는 등 지능검사의 다수의 소검사에서 낮은 수행을 보였다는 연구결과들이 꾸준히 보고
되고 있다. 또한 전체지능지수도 우울, 불안 집단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집단보다 지능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서혜희, 2002). 따라서, 정서적 문제가 있거나 주의집중력문제 
등 다른 공존문제를 동반할 경우 인지기능이 저하되며, 인지기능의 취약성과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우울 아동·청소년의 공존문제와 부모의 심리적 특성

아동·청소년의 정서문제, 행동문제나 공존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심리사회적 요인
으로, 부모의 정신병리, 부모의 성격특성, 정서적 특성과 같은 부모의 개인적인 특성을 들 
수 있다(Eisenberg, McNally, 1993: 171-191; Gottman, Katz & Hooven, 1996: 
243-268), 이는 부모자녀관계를 손상시키며 자녀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한다(Judy, Hermine & Lindon, 2012: 668-677).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우울과 자녀
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김한나, 이미선, 2013; 73-92; 도현
심 외, 2012; 145-164; 현은자 외, 2013: 181-205; Meadows, McLanahan & 
Brooks-Gunn, 2007; 1162-1127). 부모의 우울, 불안, 적대감과 아동의 행동문제와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였고(조순홍, 2007), 부모의 우울과 자녀의 우울, 부모의 반사회성과 자녀
의 주의집중문제, 외현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udy, Hermine &  Lindon, 
2012: 668-677). 부모의 성격패턴이나 부모의 우울도 자녀의 우울, 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Lieb et al, 2000: 859-866), 부모의 MMPI와 자녀의 정서행동문제를 밝힌 
연구들을 살펴보면, 불안장애, 애착장애 등 아동정신병리로 진단받은 모 MMPI 연구에서 건
강염려증(Hs), 우울증(D), 히스테리(Hy), 반사회성(Pd), 남성성-여성성(Mf), 강박증(Pt), 
내향성(Si)에서 정상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김혜연, 1999). 아버지에 대한 MMPI 연
구에서, 자녀의 외현화 문제와 아버지의 반사회성(Pd)과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다(Frick et 
al, 1992: 49–55). 이상과 같이, 부모의 우울이나 불안, 반사회성 등은 자녀의 우울이나 불
안, 품행문제, 공격성, 주의집중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보고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면서 동시에 문제의 
감소를 위한 보호요인으로서 부모의 심리적 특성은 매우 중요하며 자녀의 적응적 발달에 중
요한 요소로 밝혀진바,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는 부모의 심리적 특
성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선행연구들과 같이 자녀의 정서 행동문제와 부모의 우울, 불안, 
반사회성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부모의 다른 심리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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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울 아동·청소년은, 공존문제를 다양하게 보이고 있으며, 지

능으로 대표되는 인지특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자
녀의 정서행동문제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임상기관에 내원하여 검사를 실시한 아동·청소년 중 비우울집단, 단일우울
집단, 공존문제 우울집단의 분포는 어떠하며, 주요 공존문제유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비우울집단, 단일우울집단, 주요 공존문제를 보이는 우울집단의 인지특성과 
각 집단간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비우울집단, 단일우울집단, 주요 공존문제를 보이는 우울집단의 부모의 심
리적 특성은 어떠한가?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남권에 위치한 8개 임상기관에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정서
적 문제나 행동문제 등으로 내원하거나 또는 자녀지도에 일반적인 도움을 받고자하여 내원
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우울검사(CDI, BDI), 웩슬러 지능검사, CBCL과 
ASEBA 등을 포함한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를 실시한 만 7세~ 만18세의 아동·청소년이
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는 만6, 7세경부터 만 12세 정도의 초등학교 시기에 해당하며, 청
소년 전기는 만13세 ~ 18세의 중･고등학교 시기에 해당한다고 하는 학령분류기준(송명자, 
2008)에 근거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임상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했던 대상은 총 779명이며, 이들 중 부모 모두 MMPI검사를 실
시하지 않은 사례와 전체 지능지수가 70점 미만인 사례, 연구대상의 연령기준에 맞지 않는 
7세 미만과 19세 이상의 사례는 삭제하여 총 579명이 선별되었다. 총 579명의 자료들 중 1
단계로 비우울집단을 정확하게 선별하기 위하여 우울검사와 CBCL검사 모두에서 정상범위를 
보이는 비우울집단 39명을 선정하였다. 2단계로, 공존문제가 없는 단일우울만을 보이는 집
단을 정확하게 선별하기 위하여 우울검사에서는 우울범위에 있고 CBCL검사에서는 공존문제
가 나타나지 않은 단일우울집단 51명을 선정하였다. 3단계로, 우울검사에서 우울범위에 있
으면서 CBCL검사에서 51%이상의 가장 높은 공존문제를 보인 불안, 위축, 주의집중 공존문
제를 보이는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중 불안/우울, 위축/우울은 유사한 문제유
형이므로 통합하여, 불안/위축을 공존문제로 보이는 우울집단 119명을 선정하였다. 4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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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높은 공존문제로 나타난 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 42명을 선정하였다. 5단계로, 
불안/위축/주의집중 공존문제를 모두 동시에 보이는 우울집단 15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따라서 579명 중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의 총 407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또한 이들의 부모 중 MMPI, MMPI-2 검사에 동의하여 부모검사를 실시한 부 320명, 모 
39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분포 (N=407)

구분 비우울
집단

단일우울
집단

불안/위축
공존

우울집단
주의집중
문제공존
우울집단

불안/위축/
주의집중
문제공존
우울집단

전체

성
별

남자 25(6.14) 30(7.37) 76(18.67) 31(7.62)  90(22.11) 252(61.92)
여자 14(3.44) 21(5.16) 43(10.57) 11(2.70)  66(16.22) 155(38.08)

연
령

아동 29(7.13) 25(6.14) 66(16.22) 26(6.39)  77(18.92) 223(54.79)
청소년 10(2.45) 26(6.39) 53(13.02) 16(3.93)  79(19.41) 184(45.21)
합계 39(9.58) 51(12.53) 119(29.24) 42(10.32) 156(38.33) 407(100.0)

(  )=%

2.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측정도구는 아동의 우울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우울척도(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는 조수철, 이영식(1990: 943-956)이 한국 아동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
다. Kovacs(1981)는 CDI의 총 점수에 따라 우울정도를, 0-8점은 우울하지 않은 상태, 
9-14점은 가벼운 우울, 15-23점은 중증 우울, 24점 이상은 심한 우울로 구분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중증 우울의 절단점인 15점 이상을 우울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청소년의 우울을 평
가하기 위하여 Beck의 우울척도(BDI: Beck's Depression inventory, 1967)를 이영호, 송
종용(1991)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위25%가 나누어지
는 16점을 잠정적인 경계점으로 하여 0-9점까지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은 가벼운 
우울, 16-23점은 중증 우울, 24-63점은 심각한 우울 상태로 분류하였다(이영호, 송종용, 
1991: 98-113). 본 연구에서는 중증 우울상태의 절단점인 16점 이상을 연구대상으로 하였
다. 아동·청소년의 공존문제유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K-CBCL/ ASEBA) 부모보고형을 사용하였다. 인지기능으로 대표되는 지능을 측정하기 위
하여, Wechsler 지능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WISC-Ⅳ,  K-WAIS-Ⅳ가 개정
되어 출판되기 이전부터 검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7~16세까지는 
K-WISC-Ⅲ(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를 사용하였고, 17세 이상
은 K-WAIS(Korea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를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특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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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ity Inventory: MMPI)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분석, t 검증, 일원변량분석
(ANOVA)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우울척도 기술통계량

연구대상 407명 중 아동·청소년의 CDI 아동우울척도에서 중간 우울의 15점 이상, BDI 
청소년 우울척도에서 16점 이상을 나타내는 사례는 총 368명이다. 우울척도와 CBCL에서 
모두 정상범주에 속하는 비우울군 39명(9.58%)의 평균은 10.36(SD=2.84)이고, 임상군 
368명(90.42%)의 평균은 21.58(SD=5.12)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20.51(SD=5.95)로 높
게 나타난 것은 임상군의 비율이 높아서 임상군 분포가 비우울군보다 높기 때문이다. 각 집
단의 빈도 및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빈도(명)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비우울군      39      9.58    10.36     (2.84)
임상군     368     90.42    21.58     (5.12)
전체     407    100.00    20.51     (5.95)

<표 2> 우울척도의 정상군과 임상군의 빈도 및 기술통계량  

     
2. 우울 아동·청소년의 공존문제유형의 분포

우울 아동․청소년의 공존문제유형 중 51%이상을 보이는 공존문제는 불안/우울(75.27%), 
위축/우울(58.70%), 주의집중문제(54.08%)로 나타났다. 기타 사회적미성숙(47.55%), 공격
행동(44.29%), 규칙위반(44.02%), 사고문제(22.01%), 신체증상(19.02%), 기타문제
(18.21%) 순이었다.

3. 우울 아동·청소년의 공존문제유형에 따른 집단 분포

<표 3>의 우울 아동·청소년의 주요 공존문제유형에 따른 집단의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이 156명(38.33%), 불안/위축공존 우울집
단 119명(29.24%), 단일우울집단 51명(12.53%), 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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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비우울집단 39명(9.58%)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일우울을 보이는 집단보
다는 공존증상을 보이는 집단의 빈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빈도(명) 백분율(%)
비우울집단  39 9.58
단일우울집단  51 12.53
불안/위축공존 우울집단 119 29.24
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  42 10.32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 156 38.33
합계 407 100.0

<표 3> 우울 아동·청소년의 주요 공존문제유형에 따른 집단의 분포 (N=407)

4. 비우울집단, 단일우울집단, 주요 공존문제 우울집단간 인지특성

가. 비우울집단, 단일우울집단, 주요 공존문제 우울집단간 지능의 차이
비우울집단의 전체 지능,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존문

제가 많을수록 지능의 평균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을 살펴보면, 전체지능은 비
우울집단, 단일우울집단, 주요 공존문제유형에 따라 F=44.69로 p<.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등분산 가
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Tamhene의 T2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비우울집단과 단일우울집단, 
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과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 간 차이를 제외하고, 다
른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성 지능은 비우울집단, 단일우울집단, 주요 공존문제유형에 따라 F=34.28로 p<.001
에서 집단 차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mhene의 T2 사후 검증 결과 비우울집단과 단
일우울집단은 불안/위축공존 우울집단, 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 
공존 우울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불안/위축공존 우울집단과 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은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작성 지능은 비우울집단, 단일우울집단, 주요 공존문제유형에 따라 F=30.06으로 
p<.001에서 집단 차가 유의하였다. Tamhene의 T2 사후 검증 결과 비우울집단은 불안/위축
공존 우울집단, 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 공존 우울집단보다 높
게 나타났다. 단일우울집단은 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
집단보다 높고, 불안/위축공존 우울집단은 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 불안/위축/주의집중
문제공존 우울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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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비우울집단, 단일우울집단, 주요 공존문제 우울집단간 지능의 차이
소검사 집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전체
지능

a 101 141 125.85  8.69

44.69*** a, b>c>d, e
b  80 140 121.57  9.76
c  75 137 116.00 10.46
d  83 126 109.29 10.40
e  70 142 104.04 13.78

언어성 
지능

a 108 148 121.51  8.65

34.28*** a, b>c, d, e
c, d>e

b  89 136 119.69  8.38
c  80 136 114.69 10.69
d  78 126 109.48 10.25
e  68 141 103.84 13.48

동작성 
지능

a  92 142 124.90 11.43

30.06*** a>c, d, e 
b, c>d, e

b  75 141 118.80 12.92
c  73 136 113.71 11.67
d  71 125 107.05 11.29
e  51 141 103.33 15.38

주1. **p <.001
주2. a= 비우울, b= 단일우울, c= 불안/위축공존, d= 주의집중문제공존, 

e=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그림 1] 비우울집단, 단일우울집단, 주요 공존문제 우울집단의 지능 프로파일
    

[그림 1]을 살펴보면, 전체지능, 언어성지능, 동작성 지능 모두 공존문제가 가장 많은, 불
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비우울집단, 단일우울집단, 주요 공존문제 우울집단간 언어성 소검사의 차이
언어성 소검사는 비우울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존문제가 많을수록  언어성 

소검사의 평균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존문제가 많을수록 특히 산수와 숫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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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를 살펴보면, 소검사 상식은 우울 아동·청소년의 
주요 공존문제유형에 따라 F=21.92로 p<.001에서 집단 차가 유의하였다. Scheffé 사후 검
증 결과를 살펴보면 비우울집단과 단일우울집단은 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 불안/위축/주
의집중문제 공존 우울집단보다 높고, 불안/위축공존 우울집단은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성은 우울 아동·청소년의 주요 공존문제유형에 따
라 F=17.08로 p<.001에서 집단 차가 유의하였다. Scheffé 사후 검증 결과 비우울집단은 불
안/위축공존 우울집단, 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보
다 높게 나타났다. 단일우울집단은 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보다 높고, 불안/위축공존 우울집단은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보다 높
게 나타났다. 산수는 우울 아동·청소년의 주요 공존문제유형에 따라 F=28.72로 p<.001에서 
집단 차가 유의하였다. Scheffé 사후 검증 결과 비우울집단, 단일우울집단, 불안/위축공존 
우울집단은 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어휘는 우울 아동·청소년의 주요 공존문제유형에 따라 F=16.64로 p<.001에
서 집단 차가 유의하였다. Tamhene의 T2 사후 검증 결과 비우울집단과 단일우울집단은 불
안/위축공존 우울집단, 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보
다 높고, 불안/위축공존 우울집단은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는 우울 아동·청소년의 주요 공존문제유형에 따라 F=13.38로 p<.001에서 집
단 차가 유의하였다. Tamhene의 T2 사후 검증 결과 비우울집단과 단일우울집단은 주의집
중문제공존 우울집단,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보다 높고, 불안/위축 공존 우울
집단은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는 우울 아동·
청소년의 주요 공존문제유형에 따라 F=29.88로 p<.001에서 집단 차가 유의하였다. 

소검사 집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상식
a  9 19 13.18 2.26

21.92*** a, b>d, e 
c>e

b  8 18 12.73 2.39
c  4 18 11.92 2.63
d  3 15 10.98 2.56
e  3 17  9.85 2.87

공통성
a 11 19 14.36 1.72

17.08***
a>c, d, e
b>d, e
c>e

b  9 19 13.90 2.00
c  7 19 12.84 2.24
d  4 19 12.29 2.94
e  2 19 11.49 2.73

산수
a  8 17 12.90 2.39

28.72*** a, b, c>d, e
b  7 18 12.55 2.04
c  6 18 11.71 2.34
d  7 15 10.10 2.03
e  2 16  9.55 2.72

<표 5> 비우울집단, 단일우울집단, 주요 공존문제 우울집단간 언어성 소검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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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우울집단, 단일우울집단, 주요 공존문제 우울집단의 언어성 소검사 프로파일

[그림 2]를 살펴보면, 언어성지능의 모든 요인에서 공존문제가 가장 많은, 불안/위축/주
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비우울집단, 단일우울집단, 주요 공존문제 우울집단간 동작성 소검사의 차이
동작성 소검사는 비우울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존문제가 많을수록 동작성 

소검사의 평균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존문제가 많을수록 특히 빠진곳찾기와 
기호쓰기 소검사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을 살펴보면, 빠진곳찾기는 우울 아동·
청소년의 주요 공존문제유형에 따라 F=16.57로 p<.001에서 집단 차가 유의하였다. Scheffé 
사후 검증 결과 비우울집단은 불안/위축공존 우울집단, 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보다 높
고, 단일우울집단과 불안/위축공존 우울집단은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보다 높

어휘
a 10 17 13.51 1.59

16.64*** a, b>c, d, e
c>e

b  9 18 13.18 1.56
c  5 17 12.38 1.73
d  7 15 11.90 1.75
e  4 18 11.19 2.52

이해
a  9 17 13.21 1.72

13.38*** a, b>d, e
c>e

b  8 16 13.12 1.41
c  4 18 12.45 1.68
d  7 14 12.00 1.71
e  5 18 11.29 2.50

숫자
a  9 15 11.74 1.19

29.88*** a>c, d, e
b, c>d, e

b  8 15 11.47 1.03
c  7 17 10.96 1.43
d  8 12 10.02 1.05
e  6 15  9.74 1.59

주1. **p <.001
주2. a= 비우울, b= 단일우울, c= 불안/위축공존, d= 주의집중문제공존, 

e=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 아동·청소년의 공존문제유형과 인지특성 및 부모의 심리적 특성 135

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호쓰기는 우울 아동·청소년의 주요 공존문제유형에 따라 F=13.39로 
p<.001에서 집단 차가 유의하였다. Scheffé 사후 검증 결과 비우울집단은 단일우울집단, 불
안/위축공존 우울집단, 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례맞추기는 우울 아동·청소년의 주요 공존문제유형에 따라 
F=15.93으로 p<.001에서 집단 차가 유의하였다. Tamhene의 T2 사후 검증 결과 비우울집
단은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보다 높고, 단일우울집단은 주의집중문제공존 우
울집단,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보다 높았으며, 불안/위축공존 우울집단은 불
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막짜기는 우울 아동·청소
년의 주요 공존문제유형에 따라 F=16.95로 p<.001에서 집단 차가 유의하였다. Tamhene의 
T2 사후 검증 결과 비우울집단과 단일우울집단은 불안/위축공존 우울집단, 주의집중문제공
존 우울집단,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보다 높고, 불안/위축공존 우울집단은 불
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양맞추기는 우울 아동·청
소년의 주요 공존문제유형에 따라 F=8.73으로 p<.001에서 집단 차가 유의하였다. Scheffé 
사후 검증 결과 비우울집단과 단일우울집단은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검사 집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빠진곳 
찾기

a  6 16 12.92 2.40

16.57*** a>c, d, e
b, c>e

b  4 19 11.31 2.85
c  5 17 11.05 2.40
d  4 14  9.79 2.36
e  3 17  9.60 2.74

기호
쓰기 

a  7 17 12.18 2.14

13.39*** a>b, c, d, e
b  0 14  9.22 2.59
c  1 16  9.27 2.70
d  5 17  9.21 2.42
e  1 16  8.87 2.57

차례
맞추기

a  6 18 13.49 2.69

15.93***
a>e 

b>d, e
c>e

b  4 17 13.55 2.49
c  7 18 13.16 2.13
d  6 17 11.90 2.52
e  4 18 11.23 2.75

토막
짜기

a 10 19 15.38 2.53

16.95*** a, b>c, d, e
c>e

b  8 18 14.94 2.00
c  7 19 13.86 2.50
d  4 19 12.90 3.07
e  2 19 12.13 3.37

<표 6> 비우울집단, 단일우울집단, 주요 공존문제 우울집단간 동작성 소검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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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우울집단, 단일우울집단, 주요 공존문제 우울집단의 동작성 소검사 프로파일

[그림 3]을 살펴보면, 동작성지능의 모든 요인에서 공존문제가 가장 많은, 불안/위축/주
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간 부모 MMPI의 차이

가.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간 모 MMPI의 차이 
<표 7>을 살펴보면 건강염려증(Hs) 척도의 우울집단의 평균이 53.05(SD=9.16)으로 비우

울집단의 평균 49.87(SD=8.8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04, p<.05). 히스테리(Hy) 
척도의 우울집단 평균은 53.95(SD=9.63)로 비우울집단 평균 49.97(SD=9.10)보다 높게 나
타났다(t=-2.43, p<.05). 이를 제외한 모 MMPI 척도에서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간의 차이
는 유의하지 않았다.

  

모양 
맞추기

a  7 18 12.79 2.72

8.73*** a, b>e
b  6 19 12.84 2.92
c  5 19 11.62 3.17
d  6 16 11.12 2.59
e  4 19 10.51 3.08

주1. **p <.001
주2. a= 비우울, b= 단일우울, c= 불안/위축공존, d= 주의집중문제공존, 

e=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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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척도 

비우울집단
(N=38) 

우울집단
(N=360) t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L 36 70 51.18  6.89 30 84 51.08  9.52    .08
F 32 66 43.79  7.70 26 84 43.71  8.80    .05
K 40 81 60.00 10.24 36 83 59.36 10.08    .37
Hs 36 69 49.87  8.82 33 80 53.05  9.16 -2.04*

D 30 82 51.24 10.29 20 86 53.42 10.89 -1.18
Hy 30 67 49.97  9.10 27 80 53.95  9.63 -2.43*

Pd 38 71 52.61  7.39 25 83 53.93 10.47 -1.01
Mf 32 69 45.53  8.30 25 71 47.38  8.87 -1.23
Pa 31 78 47.37  9.66 25 81 47.44  8.50  -.05
Pt 30 70 46.61  9.16 22 82 49.48 10.62 -1.61
Sc 30 60 45.79  6.65 24 78 47.67  9.38 -1.58
Ma 29 65 42.87  8.71 26 74 45.45  8.69 -1.74
Si 25 69 45.79 10.50 19 79 47.88 10.71 -1.14
*p <.05

<표 7>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간 모 MMPI 차이

 

[그림 4]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의 모 MMPI 프로파일

[그림 4]를 살펴보면, 우울집단이 비우울집단에 비해 편집증(Pa)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상
척도에서 더 높은 T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간 부 MMPI의 차이 
<표 8>과 같이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간 부 MMPI 척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반사회성

(Pd) 척도에서 우울집단의 평균이 51.77(SD=9.53)로 비우울집단의 평균 47.61(SD=9.5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t=-2.38(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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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I  척도에서 반사회성(Pd) 척도 이외의 다른 척도에서는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간의 차
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
척도 

비우울집단
(N=38) 

우울집단
(N=360) t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L 33 73 51.82  8.99 31 86 49.49  9.82   1.30
F 33 59 43.03  6.17 29 85 45.75  8.91  -1.70
K 38 78 57.48  9.72 30 78 55.85 10.31    .87
Hs 34 70 49.27  8.84 30 76 50.95  9.32   -.99
D 29 64 48.09  8.29 29 83 50.50 10.13  -1.31
Hy 30 71 48.06  8.96 30 76 51.18  9.28  -1.84
Pd 32 67 47.61  9.50 22 83 51.77  9.53  -2.38*

Mf 33 66 50.09  9.73 22 75 48.94  9.00    .69
Pa 30 57 44.64  6.62 28 84 46.98  9.18  -1.42
Pt 29 59 45.18  7.07 27 83 47.26  9.58  -1.54
Sc 33 58 44.42  6.01 30 81 45.98  8.84  -1.33
Ma 20 62 43.00  8.20 17 69 45.63  8.92  -1.61
Si 23 70 49.76 12.22 25 79 49.13 11.23    .30
*p <.05

<표 8>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간 부MMPI 차이 

[그림 5]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의 부 MMPI 프로파일
           

[그림 5]를 살펴보면, 우울집단이 비우울집단에 비해 남성성-여성성(Mf), 내향성(Si) 척
도를 제외한 임상척도에서 더 높은 T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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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울 아동·청소년이 함께 가지고 있는 공존문제유형을 살펴보고, 우울과의 공존

비율이 높은 문제를 중심으로 지능으로 대표되는 인지특성이 어떠한지를 비교분석 하고자 
하였다. 또한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의 부모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1의 우울 아동·청소년의 공존문제유형 분포와 주요 공존문제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 아동․청소년의 공존문제유형 분포를 살펴본 결과, 빈도가 높은 척도
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불안/우울(75.27%), 위축/우울(58.70%), 주의집중문제(54.08%), 사
회적미성숙(47.55%), 공격행동(44.29%), 규칙위반(44.02%), 사고문제(22.01%), 신체증상
(19.02%), 기타문제(18.21%) 순이었다. 둘째,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이 156
명(38.33%), 불안/위축공존 우울집단 119명(29.24%), 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 42명
(10.32%)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의 다양한 공존문제로, 불안, 행동문제가 동반된다는 이
주영(2010)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우울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정서장애를 가
지고 있을 경우, 주의집중문제와 정서적 불안정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이린아, 
최종옥(2013)이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연구 2의 비우울집단, 단일우울집단, 불안/위축공존 우울집단, 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
단,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간 인지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우울집단, 단일우울집단, 불안/위축공존 우울집단, 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 불안/위축/
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의 다섯 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간 인지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존문제 우울집단이 전체지능,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에서 비우울집단에 비해 모
두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불안/위축/주의집중문제공존 우울집단이 가장 인지특성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공존하는 문제 증상이 심각할수록 지능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은 지루함이나 초조함, 신체화 증상, 공격성, 불안장애 등과 함께 나타나거나 인지
능력 저하 문제도 동반된다는 권석만(2013)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전체지능
지수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집단과 불안, 우울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힌 서혜희
(2002)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

연구 3의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간 부모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간 부모 MMPI 척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는 건강염
려증(Hs), 히스테리(Hy) 척도에서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는 
반사회성(Pd)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우울, 반사회성
과 자녀의 우울, 주의집중문제, 외현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연구(Judy, Hermine, 
Lindon, 2012: 668-677)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불안장애, 애착장애 등 아동정신
병리로 진단받은 모 MMPI 연구에서 건강염려증(Hs), 우울증(D), 히스테리(Hy), 반사회성
(Pd), 남성성-여성성(Mf), 강박증(Pt), 내향성(Si)에서 정상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힌 김혜연(1999)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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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상담장면에서의 시사점과 활용방안,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한 아동·청소년의 전체 공존문제유형 분포를 살펴본 결과, 불안/우울, 주의집중

문제, 위축/우울의 공존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우울은 불안,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우울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주의집중문제를 동시에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
라서, 아동·청소년의 인격교육적 측면이나, 학교나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정서지도시 공존문
제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지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시사되며, 전문
적인 상담장면에서도 우울한 아동·청소년의 공존문제유형에 따라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개입
이 요구된다. 

둘째, 우울 아동·청소년은 인지특성으로 대표되는 지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존
문제를 많이 보일수록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불안정이 인지기
능의 취약성과 강도에 영향을 주며, 문제 증상이 심각할수록 인지기능도 더욱 심각하게 저하
될 수 있어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는데 제한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울
증상 이외에 다른 공존문제유형을 동시에 보일 경우 지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아
가서 자아정체감 형성과 적응적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울 뿐 아
니라 공존증상을 동시에 보이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학교나 가정에서의 학습지도시 이러
한 인지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면밀하고 주의깊은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간의 부모 MMPI를 살펴본 결과, 모는 건강염려증(Hs), 히스
테리(Hy)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부는 반사회성(Pd)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우울문제는 부모의 불안,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와 관련이 있고, 자
녀의 공격성, 품행문제 등의 행동문제는 부모의 반사회성 등 외현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자녀의 우울과 어머니의 히스테리, 건
강염려증 등 자기중심적이고 미성숙한 심리적 특성도 관련이 있으며, 아버지의 반사회성 등 
자기주장성이나 분노의 외현화 등의 특성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힌 새로운 결과이다. 

이 연구는 오늘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정서문제는 외견상 보이는 단
순히 한가지의 정서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서행동상의 공존문제를 
동시에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우울 등의 정서문제는 인지특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공존증상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지능으로 대표되는 인지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우울한 자녀의 문제와 모의 건강염려증(Hs), 히스테리(Hy), 부의 반사회
성(Pd) 등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로서 아동･청소년 인격교
육 현장이나 임상연구, 상담 및 가정에서의 지도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의
의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발달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정서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단일 정서문제 뿐 아니라 공존하는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능으로 대
표되는 인지특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안정
을 위한 심리사회적 환경의 정비, 정서안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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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더불어 이러한 정보는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이나 인격교육 프로그램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존문제유형별 인지특성에 따라 학습전략, 학습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개
입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더불어, 자녀의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과 부모자신의 스트레스 
관리, 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도 공동양육자로서 강조되어 아버
지도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시사된다. 자녀가 문제 행동을 치료하는 
임상장면에도 부모가 모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적응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04년
부터 2014년까지의 심리검사자료를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으로 선별하여 분석한 것으로, 시
대별 차이에 대한 검증을 하기에는 집단의 수가 고르게 표집되지 않았다. 이후에는 시대별 
우울과 공존증상에 대한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심리검사를 위하여 임상
장면에 내원한 주 대상자는 아동·청소년이므로,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문제가 되어 아동·청
소년의 우울이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의 정서, 행동상의 문제로 인하여 부모의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데는 한계점이 있었다. 셋째, 본 연구는 
8개 임상기관에 방문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일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내담
자들의 대부분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원하여 방문한 경우가 많아,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능 
수준 등 기관에 대한 대표성이나 일반화 문제에 대한 제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도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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