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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주장성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1,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2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assert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elicopter parenting and depress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609 students (272 males and 337 females) who were 
enrolled in 25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and Gyung-gi province in Korea. The research variables 
were measured using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Helicopter 
Parenting Scale (HPS), and Rathus Assertiveness Schedule (RAS). In order to examine the general 
tendency of the study variables,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Path analysis was also used to examine the mediating model.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perceived helicopter parenting 
increased the level of depression and decreased that of assertiveness in students. In addition, students’ 
level of assertiveness had a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their level of depression. Second, the level 
of assertiveness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 of perceived helicopter parenting on depression.  
Conclusion: In conclusion, the higher the level of perceived helicopter parenting, the lower the level 
of students’ assertiveness and, subsequently, the higher their level of depress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reducing the level of helicopter parenting and encouraging assertive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their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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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최근 대학 시기에 급증하는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하여 대2병이

라는 신조어가 탄생하는 등 대학생의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SBS, 2017). 대학생 시기는 성인

기로의 이행기에 해당하는 발달적으로 중요한 시기로서 부모

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성숙한 대인관계 형성, 진로와 취업 결정 

등을 포함한 심리사회적 과업들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에(Roscoe 

& Peterson, 1984; Zal, 1992) 대학생들은 이로 인한 부담감과 스

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대학 신입생 시기를 지나 본격적

인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우울, 불안, 대인예민성, 신체화 

증상, 자살위기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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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Oh, 2018). 특히 한국대학교

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18년 ‘대학생의 심리적 위기 현황과 실

태’ 보고(Oh, 2018)에서는 대학생 약 2,600여명 중에서 43.2%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우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울은 슬픈 감정 상태의 가벼운 우울감에서부터 일상생

활에 지장을 주는 임상적 장애까지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

난다. 일반적으로 우울은 슬프고 울적한 기분, 거의 모든 활

동에 있어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에너지와 집중력 저하, 활

동력 감소, 무가치감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저조한 기분이나 

감정으로 정의된다. 대학생의 우울은 학업 성취도, 진로미결

정, 자살행동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Ahn, Kim, & 

Choi, 2015; DeRoma, Leach, & Leverett, 2009; Kisch, Leino, & 

Silverman, 2005; Walker & Peterson, 2012), 이후 성인기에도 재

발되는 만성적 우울 징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ao et al., 

1995). 또한 대학 시기의 우울 경험은 성인 초기의 주요 발달 

과업인 자아개념 강화, 진로 탐색 등(Roscoe & Peterson, 1984; 

Zal, 1992)과 관련한 선택과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이후 인생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생의 우울에 대해 개인의 문제가 아

닌 사회적 현상이자 문제로 접근하여 대학 차원에서 보다 적

극적인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혀진 심리사회적 요인은 주로 개인의 성격, 인지, 정서 등 심리

적 특성과 가족환경, 대인관계, 학교 등 사회적 특성이었으며

(Bahk & Min, 2018), 이전 발달 시기에 비해 부모와 가족이 미

치는 영향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는 대

학생 시기가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활동의 맥락이 확대

되고 성인으로서 자녀 스스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발달시켜 나

가는 시기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대학

생의 졸업, 취업, 결혼 등이 유예되고 부모로부터 독립이 늦어

지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들이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는 특수한 발달적 시기에 해당된다고 제안된 바 

있다(Arnett, 2000). 이러한 주장과 함께 주로 아동·청소년기에 

대해 연구가 되어오던 과보호적이거나 과잉간섭적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이

를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helicopter parenting)로 개념화하였

다(Somers & Settle, 2010a, 2010b).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란 부

모가 자녀의 삶에 높은 수준으로 개입하고 자율적인 문제해결

과 의사결정을 허용하지 않는 양육이 성인진입기 이후에도 여

전히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어린시절부터 시작된 이와 같

은 태도가 발달적으로 부적절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LeMoyne & Buchanan, 2011). 이는 독립성과 자율성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할 대학생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아동기 때와 

다름없이 보호, 간섭, 통제에 기반한 양육으로 나타나는 현상

을 반영한다(Padilla-Walker & Nelson, 2012; Schiffrin et al., 2014).

이와 같은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우울을 야기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것이 자녀에게 부정적 

사고의 발달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

으로 부모의 과잉 간섭을 경험해온 대학생은 자신의 자율적이

고 주체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

지기 어렵고,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거

나 부모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부모의 애정이 상실될 

것을 염려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무엇

인가를 성취할 수 없다는 인식과 부모의 애정이 조건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울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몇몇 선

행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Hong & Doh, 2018; J. Lee & Kang, 

2018; Schiffrin et al., 2014), 이는 우울에 취약한 사람들의 무의

식에 위치한 두 가지 본질적인 핵심신념으로 ‘무능함’과 ‘사랑

받을 수 없음’이라는 부정적 인지구조가 있다고 주장한 Beck 

(2011)의 인지적 관점과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우

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보다 구체화하여 헬리콥터 부

모양육태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우울을 야기하게 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

어, 자기효능감(Reed, Duncan, Lucier-Greer, Fixelle, & Ferraro, 

2016), 역기능적 완벽주의(Hong & Doh, 2018), 부모에 대한 

친밀감과 부모의 진로기대 부담(J. Lee & Kang, 2018) 등의 매

개경로를 조사한 연구들이 있는데, 특히 Kouros, Pruitt, Ekas, 

Kiriaki와 Sunderland (2017)는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가 성인

진입기 자녀의 우울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경로의 하나로

서 개인이 사회적인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

절하는 기술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 스스로 문제

를 해결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에 과잉간섭함으로써 대학 

시기 자녀가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서 적응적으로 대처하고 조

절하는 기술의 레퍼토리를 발달시키고 이를 사용하며 연습하

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Abaied & Emond, 2013), 그 결과 자녀

들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학생 시기는 

중 · 고등학생 때와는 달리 확장된 환경 내에서 보다 다양한 방

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도구적 목적에 맞게 적

응력을 발달시키고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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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처와 조절 기술 중에서도 특히 주장성

(assertiveness)이 헬리콥터 부모양육 태도에 의해 발달이 저해되

었을 가능성이 높은 변인이며, 동시에 우울에 취약해질 가능성

을 높이는 매개변인으로써 그 경로를 살펴볼 가치가 있다.

구체적으로 주장성이란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

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나 욕구, 의견, 생각, 느낌 등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

는 바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Alberti & 

Emmons, 2017). 이러한 주장성이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와 우

울 간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는 행동학적 관점에서 우울의 발

생 원인에 대해 이론화한 Lewinsohn의 모델에 근거하여 설명

할 수 있다. Sanchez와 Lewinsohn (1980)의 연구에 따르면, 주장

성을 포함한 개인의 사회적 기술이란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결

과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주

장성이 부족하여 대인관계 상호작용에서 보상, 욕구 충족, 만

족감을 더 적게 얻어내는 사람이 우울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즉, 대인관계 상호작용에서 발현되는 적절한 주장성은 

더 향상된 자존감과 도구적 목표 달성과 매우 큰 연관성이 있

기 때문에(Delamater & McNamara, 1986) 개인의 욕구 충족을 

통해 우울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주장성이 향상되면 우울 수준이 

감소함을 보고(Segrin, 2000)하고 있는데, 주장성과 우울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우울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

행한 경험적 연구에서는 우울과 주장적 행동의 관계를 5주 동

안 조사한 결과, 주장적 행동은 그 다음 날의 우울 수준을 예측

한 반면 우울 수준은 그 다음 날의 주장적 행동 수준을 예측하

지 않아 주장성이 우울의 예측변인이 됨을 증명하였다(Sanchez 

& Lewinsohn, 198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ewinsohn과 동료

들의 이론(Lewinsohn, Hoberman, Teri, & Hautzinger, 1985)에 근

거하여 주장성이 우울의 발생 원인이 된다고 가정하였다. 한

편, 주장성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들은 주장성

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권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

는 것으로 알려진 대학생 자기표현 척도(College Self-Expression 

Scale [CSES])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적이었다. 또한 보다 

문화보편적이고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알

려진 라터스 주장성 척도(Rathus Assertiveness Schedule [RAS])

를 사용한 연구의 경우 대학생의 주장성과 우울 간 영향 관계

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가 연구를 통해 주장성이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주장들에 근거하여 주장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헬리콥터 양육 태도를 보이

는 부모는 자녀의 욕구보다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추측

에 근거한 자신의 욕구가 우선적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양육 방

식에 자녀가 순종하고 비주장적으로 행동할 것을 독려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자녀는 부모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이 자

신의 능력보다 더 낫다는 인식에 의해서나 혹은 부모의 의견을 

따르지 않거나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부모의 애정을 상실할 것

을 염려하여 자기주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기술을 발

달시켰을 수 있다. 따라서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를 경험하는 

자녀는 가정 밖 사회적 환경에서도 주장성의 부족으로 인해 사

회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데, 타인과의 상호작

용에서 자신이 원하는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주장적 행동

을 하지 못함으로써 욕구 좌절이 누적되어 우울을 경험할 가능

성이 높다. 이는 우울에 취약한 사람이 지닌 핵심신념을 설명

한 Beck (2011)의 인지이론과 사회적으로 보상받은 행동은 강

화되고, 그렇지 못한 행동은 약화된다고 한 강화이론(Michael, 

2004)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이와 같이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주

장성이 매개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설을 경

험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진입기 자녀 중에서도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가 가장 우세한 집단이라고 보고된 바 있는 대학

생(Nelson, Padilla-Walker, Christensen, Evans, & Carroll, 2011)

을 대상으로 하여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가 주장성을 매개로 

이들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대학생

의 성, 학년, 그리고 가족의 소득수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Costello, Mustillo, Erkanli, Keeler, & 

Angold, 2003; Y. Lee, Park, & Kim, 2017; Oh, 2018)에 근거하여 

이를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

과는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부모의 헬리콥

터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대학생 우울 발생의 다양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특

히 주장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기술을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

인 우울 예방 및 중재 방안을 고안하고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와 주장성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주장성은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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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매개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9월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25개(서

울 16개, 경기 9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609명을 대

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609

명 중 남학생은 272명(44.7%), 여학생은 337명(55.3%)이었

고, 학년별 비율은 1학년이 15.3%, 2, 3, 4학년은 각각 27.6%, 

30.2%, 26.8%로 비교적 유사하였다. 대상의 월평균 가족 총소

득은 250만원 이하가 9.9%, 251만원 이상에서 450만원 이하

가 21.8%, 451만원 이상에서 650만원 이하가 22.7%, 651만원 

이상에서 850만원 이하가 17.7.%, 851만원 이상이 21.8%, 그

리고 무응답이 6.1%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우울(depression) 척도

대학생의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 (1977)가 개발한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Chon, Choi와 Yang (2001)이 한국

판으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

반인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우울한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

된 자기보고식 척도로써 응답자로 하여금 우울한 기분, 무가

치감, 절망감, 식욕 상실, 수면 장애 등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

한 우울 증상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거의 경험하
지 않음(0점)에서 거의 매일 경험함(3점)으로 응답한다. 4, 8, 

12, 16번 문항은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문항으로서 역채점

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0점까지로 점

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측정도구

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helicopter parenting) 척도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

해서 LeMoyne과 Buchanan (2011)이 개발한 헬리콥터 부모역

할 척도(Helicopter Parenting Scale [HPS])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Kwon, Yoo와 Bingham (2016)의 척도를 Kang과 Lee 

(2017)가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는 동안 청년 자녀가 경험한 부모의 관여, 의

사결정 과정 개입 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

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

수록 부모가 자녀의 삶에 어린 시절부터 성인진입기에 도달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자율적인 문제해결과 의사결

정을 허용하지 않는 정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

출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79이었다.

주장성(assertiveness) 척도

대학생의 주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Kong과 Oh (2003)가 한

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라터스 주장성 척도(RAS; Rathus, 

1973)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주

장성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도구로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한다. 총점의 범위는 

30점에서 15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나 욕구, 의견, 생각, 느낌 등 자신이 나

타내고자 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적절히 표현하는 정도가 강함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7이었다.

가족 총소득(family income) 척도

대학생의 가족 총소득을 측정하기 위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에서 추출한 전국가구 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 추이(전국 2인 

이상) 자료를 참고로 하여 최종적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구간

을 250만원 이하, 251만원 이상에서 450만원 이하, 451만원 이

상에서 650만원 이하, 651만원 이상에서 850만원 이하, 851만

원 이상으로 분류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25개(서울 

16개, 경기 9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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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다. 연구 대상은 편의표집 방법을 통해 표집되었고, 연

구자가 각 대학의 수업 시간에 직접 방문하거나 개별 접촉을 

통해 섭외한 대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후 참

여에 동의한 이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거나, 연구자로부터 자

료 수집에 대한 훈련을 받은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인 연구보조

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

다. 총 66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고 625부를 회수하여 회수율

은 94.7%였으며, 이 중 최소 1개 이상의 척도에 응답하지 않거

나 모든 문항을 동일한 값으로 평정하는 등 불성실한 응답으

로 판단되어 분석이 불가능한 16부의 질문지를 제외한 후 총 

609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과 AMOS 25.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

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

보고자 각 측정 변인 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측정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

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 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최대우도

법 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s)을 적용한 경

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여 본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

인한 후, 측정변인 간의 경로계수와 그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

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적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원자료(N = 609)에서 무작위 표본추출된 5,000개의 표본으로

부터 간접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Shrout & Bolger, 2002).

Results

대학생의 우울,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 및 
주장성의 일반적 경향

측정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각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값을 산출

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인 전체 대

학생의 평균 우울 수준은 17.98점(SD = 9.47)이었고, 헬리콥터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Variables Score range
Total Men (n = 272) Women (n = 337)

M SD M SD M SD
Depression 0-60 17.98  9.47 16.35  8.43 19.29 10.06
Helicopter parenting 10-50 26.60  6.14 26.61  5.86 26.60  6.36
Assertiveness 30-150 93.56 13.65 95.75 13.25 91.78 13.72
 Note. N = 609.

Table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1. Depression —

2. Helicopter parenting  .16** —

3. Assertiveness -.35** -.19** —

4. Sex  .16** -.00  -.15** —

5. Grade .02 -.05  .11** -.02 —

6. Family income -.16** .05  .12** -.02 .05 —

Note. N = 609.
**p < .01.



Kim and Park   170

부모양육태도는 26.60점(SD = 6.14), 주장성은 93.56점(SD = 

13.65)이었다.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인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는 우울

과 유의한 정적 상관(r = .16, p < .01)을 보인 반면, 주장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r = -.19, p < .01)을 보였다. 이는 대학생이 인

식한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주

장성이 낮아지고, 더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고한다는 것을 나

타낸다. 또한 주장성은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r = -.35, p < .01)

가 있었다. 이는 자신의 주장성을 낮게 인식하는 대학생이 우

울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장성의 매개효과

경로모형 적합도 평가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주

장성이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한 연구모형을 경로분석을 통

해 검증하였다. 우선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고, 그 결

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χ² (5) = 8.750 ( p = .119)으로 χ² 통

계량이 유의하지 않게 나와 모형의 적합도 수준이 적절한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χ²/df 는 1.750로 나타났는데, 2 미만

으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로 판단할 수 있다. 다른 적합도 지수

들인 NFI, TLI, CFI가 모두 .90을 넘어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RMSEA는 .05 이하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편으로 확

인되었다.

경로계수 유의성 검증

다음으로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와 주장성 및 우울 간의 관계

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

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는 주장성

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β = -.190, p < .001), 대학

생이 지각한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생의 주장성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

로, 주장성은 우울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β = 

-.304, p < .001), 이는 대학생의 주장성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

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는 대학

생의 우울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β = .113, p < 

.01),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태도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대학

생이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Fit Indices for the Path Analysis Model

χ² df p χ²/df NFI TLI CFI RMSEA

Model 8.750 5 .119 1.750 .984 .927 .976 .035
Note. df = degrees of freedom; NFI = normed fit index; TLI = Tucker-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able 4
Path Coefficients for the Final Model

Path β SE C.R. p value

Helicopter parenting → Assertiveness -.190 .089 -4.762*** .000

Assertiveness → Depression -.304 .027 -7.919*** .000

Helicopter parenting → Depression  .113 .058  3.002** .003

Sex → Depression  .108 .712  2.896** .004

Grade → Depression  .063 .340 1.707 .088

Family income → Depression -.138 .147 -3.705*** .000
Note. N = 609.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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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 검증

주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에서 우

울에 이르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β = .113, p < .01),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가 주장성을 매개

로 우울에 이르는 간접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β = .058, 

p < .001). 즉,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 주장성 및 우울 간의 관

계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매개 모형

이 본 연구모형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대학생이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태도를 더 많

이 경험할수록 우울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주장성이 낮아지게 

되는데, 낮아진 주장성은 다시 우울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종 경로모형

이와 같은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된 헬리

콥터 부모양육태도와 주장성 및 우울 간의 부분매개 관계를 

반영한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Figure 1과 같다.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the Final Model

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Helicopter parenting → Assertiveness -.190*** — -.190***
Assertiveness → Depression -.304*** — -.304***
Helicopter parenting → Depression .113** .058*** .171**
Note. N = 609.
**p < .01. ***p < .001.

Figure 1. The effect of perceived helicopter parenting and assertiveness on depression.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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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헬리

콥터 부모양육태도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주장성의 매개효과

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주요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태도는 대학

생의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연구 결과는 Beck (2011)의 우울에 대한 인지적 취약성 모

델에 근거하여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가 부모의 과잉간섭으

로 인해 자녀에게 스스로 무능하거나 사랑받을 수 없다는 부

정적 사고를 발달시킴으로써 대학생 자녀의 우울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의 우울에 대한 영향력을 보고한 선

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Darlow, Norvilitis, & Schuetze, 

2017; Hong & Doh, 2018; J. Lee & Kang, 2018; Schiffrin et al., 

2014). 또한 이러한 결과는 헬리콥터 부모양육 태도가 자녀의 

자율성 욕구를 좌절시키는 사회 환경이기 때문에 심리적 건

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한 Reed 등(2016)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

과이며, 기본적 심리 욕구인 자율성이 충족되어야 개인이 보

다 나은 심리적 건강을 경험하고 발달에 필요한 주요한 성장 

과정을 겪어 나갈 수 있다고 한 자기결정성 이론(Ryan & Deci, 

2017)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

초해 보면, 대학생의 우울 예방을 위해서는 그들이 보다 긍정

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율성과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상담 개입과 함께 부모가 양

육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주장성은 대학생의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수준의 주장성은 우울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주장성의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 증

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장성이 우울의 강력한 예측변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Ball, Otto, Pollack, & Rosenbaum, 1994; 

Sanchez & Lewinsohn, 1980). 또한 주장성이 부족하여 대인관

계 상호작용에서 보상, 욕구 충족, 만족감을 더 적게 얻어내는 

사람이 우울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Sanchez와 Lewinsohn 

(1980)의 주장과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이는 주장성이 더 

향상된 자존감과 도구적 목표 달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Delamater & McNamara, 1986), 주장성이 낮으면 대인관계 상

호작용에서 자신의 욕구가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해 불만족감

이 누적되어 결국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

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주장성은 개인의 자존감, 자신감, 대인

관계, 개인적 성취 등을 향상시킨다(Delamater & McNamara, 

1986)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착안하여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로 인한 대학생의 우울 예방과 감소를 

위해 주장성 훈련(assertion training)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가 주장성을 통

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주장

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

녀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이 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과잉

간섭적 양육인 헬리콥터 양육태도를 보일 때, 자녀의 주장성

이 실제로 감소하며 이로 인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한다. 즉, 헬리콥터 양육태도를 보이

는 부모는 자신의 양육방식에 자녀가 따르기를 독려하기 때문

에 이러한 양육방식을 경험한 대학생은 부모의 의사결정과 문

제해결 능력이 자신의 능력 보다 더 낫다고 인식하거나 혹은 

부모의 의견을 따르지 않거나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심과 

애정을 상실할 것을 염려하여 자기주장을 억제하고 부모의 의

견을 따르는 상호작용 방식을 발달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가

정을 벗어난 환경에서도 대인관계 상호작용에서 자신이 원하

는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주장성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욕구 좌절이 누적되어 우울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무능함과 사랑받을 수 없음이 우울에 취약한 

사람이 지닌 핵심신념이라고 주장한  Beck (2011)의 인지이론

과 사회적으로 보상받은 행동은 강화되고, 그렇지 못한 행동

은 약화된다고 한 강화이론(Michael, 2004)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한 매개경로를 토대로 대학생의 

우울 수준을 낮추기 위해 개인적 차원, 가족차원, 사회적 차원

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로 인한 대학생의 우울 예방과 감소를 

위해 주장성 훈련(assertion training)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

다. 이는 주장적 행동을 직접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임상적 개

입(Rathus, 1973)으로 우울증 치료를 위한 사회기술훈련의 일

환으로 진행되는 치료기법이다(Kramer, Bernstein, & Phares, 

2009). 일반적으로 주장성은 개인의 자존감, 자신감, 대인관

계, 개인적 성취 등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고(Delamater & 

McNamara, 1986), 스트레스와 관련된 사고와 감정을 사회적 

상황에 적절하게 주장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떠오

르는 부정적 생각의 빈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적응을 촉진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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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Pennebaker, 1993). 따라서 주장성 증진 훈련은 부

모의 헬리콥터 양육태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누적된 대학생

의 우울 증상 개선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헬리콥터 양육태도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는 대학생의 부모

에게 직접 개입하여 양육태도를 바꾸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 부모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

닫지 못하거나 자신의 태도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상담 현장에 대학생의 부모가 참여하기에는 여

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 

대상 개입과 인식의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 자녀의 주장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보다 실질적인 접근 방안으로써 대학

생의 주장성 증진 훈련은 부모보다 상담 현장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접근이 용이한 당사자에게 개입함으로써 헬리콥터 부

모양육태도로 인해 유발된 대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개입은 대학상담센터 등과 

같은 기관에서 심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의 주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서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태도로 인해 형성된 대학생의 왜곡된 

인지체계를 개선하고, 이러한 역기능적 사고로부터 기인한 비

주장적 행동을 개선시키는 통합적 개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가 우울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경

로에서뿐만 아니라 주장성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경로에서도 자녀의 부정적 핵심신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의 인지적 측면과 행동

적 측면에 대해 동시에 개입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는 우울 예방과 치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

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장성 훈련에 인지적 접근을 접

목하여 주장행동과 관련된 비합리적 생각을 찾아 이를 합리적 

생각으로 대체하는 인지적 주장훈련, 주장행동과 관련된 불안

을 줄이는 정서적 주장훈련, 그리고 주장행동의 요소를 습득

하는 행동적 주장 훈련을 모두 포함하여 단기간 시행하는 집

중적 주장성 훈련(S.-H. Kim, 2002)의 실시를 고려해볼 수 있

다. 이러한 접근은 비주장적 행동의 원인을 행동적, 인지적, 정

서적 원인으로 분류한 Rakos (1991)의 제안에 근거한 것으로 

주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시도로써 대학생들에게

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가족적 차원에서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가 자녀

의 성장 시기 동안 지속되어 누적된 결과로 인해 대학생이 낮

은 주장성을 보이고 우울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개입은 향후 우울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미리 차단하거나 예방하는 효과를 나

타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발달적으

로 적절한 독립성을 격려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적극적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길러주는 자율성 지

지적 양육태도(Kouros et al., 2017)를 보일 경우, 자녀는 더 높

은 자기효능감과 더 낮은 우울감을 나타냈다(Reed et al., 2016). 

따라서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춰 부적절한 과잉간섭은 지양하

고 자율성은 지지할 수 있도록 양육태도를 조정하는 데 도움

을 주는 부모 개입방안의 마련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결정성 이론(Ryan & Deci, 2017)에 근거하여 자녀의 기본 

심리 욕구인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의 충족을 지지해 줄 수 있

는 양육행동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Jeong & Shin, 2011)은 효

과적인 부모교육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개발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

동 증진과 함께 자율성을 포함한 자녀의 심리적 만족도 향상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태도가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진입기 자녀의 정신건강과 발달적 위험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헬리콥터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는 단지 부모의 관점에서 애

정으로 간주되는 동기에 기반하여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것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일 것이라고 왜곡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의도와는 달리 자율성을 침

해하거나 자존감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되면, 실질적 도움과는 

별개로 자녀의 정신 건강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적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며 백세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성인

진입기를 시작으로 한 성인 자녀와 부모 간 관계가 아동·청소

년기보다 긴 5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

다. 그런데 성인도입기 이후의 자녀에 대한 부모 역할에 대해

서는 사회적 인식이나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가족생활주기에 기반하여 성인진입기 자

녀의 건강한 발달을 독려하는 유능한 부모역할에 대한 재개념

화가 필요하며, 우선 부모가 자녀와 심리적으로 분리되는 것

이 중요하고 자녀를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대신 부모 

스스로의 인생을 재설계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자녀의 건강

한 발달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이 건강한 중·장년 이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데, 자녀에게 과잉간섭하는 부모

는 자녀에 대한 지나친 헌신으로 인한 에너지 소진과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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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포기함으로써 삶의 만족도 저하라는 부정적 결과를 경험

할 수 있기 때문이다(Schiffrin et al., 2014). 특히 우리나라는 전

통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Ryu, 2007), 유교 문화

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인

식하도록 하여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강한 동일체감을 형성

하였기 때문에(J. Kim, 2010), 부모들이 자녀의 자율성 지지를 

덜 하고 과잉간섭적 행동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대학생의 성, 학년, 

가족 총소득 중에서는 성과 가족 총소득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학생의 성은 우울 수

준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Costello et al., 2003; Oh, 2018). 또한, 대학생의 가족 

총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우울 수준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대학생의 가족 총소득이 낮으면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Y. Lee et al., 2017)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이는 대학생이 단순 피부양자의 입장이기보다는 성인

진입기 자녀로서 가족의 낮은 소득 수준에 대해 공동 책임감

을 느끼고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우울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 개

입과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개입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대학 등록금 인하나 저소

득층 가정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과 장학금 조성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밝히며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각 변

인들을 한 시점에 측정한 횡단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측

정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연구 결과에서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주장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린시절부터 자녀의 

주장성이 부족하여 부모가 대신 문제를 해결해주고 결정을 내

려주는 과잉간섭적 양육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자녀

가 성인진입기에 도달한 현재까지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이어

지는 부모양육태도를 회고식으로 측정하는 도구(LeMoyne & 

Buchanan, 2011)를 사용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

구 모형을 도입하여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주장성, 

그리고 정신 건강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검증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와 관련된 한계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헬리콥터 부모역할 척도(LeMoyne & Buchanan, 

2011)를 사용하였다. 실제 상호작용의 모습보다 개인이 인지

한 상호작용의 양상이 심리적 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연

구 결과(Sabatelli & Anderson, 1991)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구는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경험한 과잉간섭과 관련된 

부모의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

이기 때문에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가족 관련 변인을 측정함에 있

어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관점을 종합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Sabatelli & Bartle, 1995).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각하는 헬리콥터 양육태도를 함께 측정하여 부모와 자녀가 

느끼는 헬리콥터 양육태도 수준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자녀

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개입 수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주장성의 매개효과를 설명하며 근거 이

론 중 하나로 무능함과 사랑받을 수 없음이라는 두 가지 부정

적 핵심신념에 기반한 인지체계 이론(Beck, 2011)을 사용하였

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로 인해 대

학생의 우울이 유발되는 과정을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자녀의 

주장적 행동을 측정하고, 인지적 측면은 가설적으로만 규명하

였을 뿐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는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를 경험하는 대학생의 우울을 유발

하는 매개변인으로 부정적 핵심신념을 측정하여 이러한 가설

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대학생이 인식한 헬리콥터 부모양

육태도와 주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대학생의 우울을 유발하는 예측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특히 부모 관련 변인 중에서도 최근 주목 받고 있

는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의 우울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봄으

로써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과 성인진입기라는 발달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학생 우울의 발생 원인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우울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써 성

인진입기 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부모-자녀 간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의 중요

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주장성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태도가 우울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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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구체적 과정을 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경로에 개

입하는 매개변인에 대한 개념적 확대를 이루었다. 특히 주장

성은 이미 임상 현장에서 우울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

음이 규명된 요인으로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한 치료적 프로그

램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헬리콥터 부모

양육태도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는 당사자에게 직접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개변인으로써 임상적 함의가 크다. 따라서 대

학생의 우울 완화를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과 관련하여 헬리

콥터 부모양육태도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부정적 핵심신념을 수정하는 인지적 상담 기법과 주장성 

증진 훈련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인지행동치료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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