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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current trends in the previous literature on daily stres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Methods: A literature search from 2010 to 2020 was performed in two electronic databases provided
by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One
hundred fifteen published articles meeting the inclusion criteria were analyzed. A systematic review
was conducted to evaluate trends several publications, methodology including study designs,
instruments as well as data analysis, and characteristics of relevant variables.
Results: Studies on daily stres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most frequently published in 2015.
A large number of studies were conducted in social and natural sciences. Most of the studies collected
data using the questionnaire method. Additionally, the self-report method was primarily used in studies
involving adolescents, whereas the other-report was used in studies involving children. The number of
studies targeting adolescents was higher than those targeting children. Regression and correlation
analyses were most frequently used in quantitative data analyses. Most studies examined the associations
between daily stress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or
adolescents and the effects of school-based intervention programs.
Conclusion: This study will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trends in daily stress research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corporating a comprehensive model with various study designs,
data collection methods, and developmentally appropriate measurement tools would strengthen
future research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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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이는
성인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도 마찬가지이다. 스트레스를 경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

험하는 대상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어린 아동에게도 스트레스

며, 예측이 보다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

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Brobeck, Marklund, Harald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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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ntsson, 2007).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변화속도가

를 평가하였다. Youm (1998)은 일상적 스트레스를 일상생활

빠른 편에 속하고, 성적, 출세, 소유 등을 강조하는 경쟁적인

을 통해 경험하는 사소하지만 부담스러운 사건들로서 좌절감

사회로 평가된다(Hong, 20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C. Cho,

을 느끼게 하거나 민감하게 하거나 때로는 긴장감을 유발시키

Ku, Kim, Lee, & Lee, 2019)의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

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읽기와 수학능력에 있어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생활에 긴장과 활력을 주기 때

서는 상위권의 수준을 나타내지만, 삶의 만족도 부문에 있어

문에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조

서는 OECD의 27개 국가들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아동

절능력이나 인지적, 행동적 대처전략이 형성되어가는 과정 중

의 삶의 질적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연구(M. Kim, Kim,

에 있으며, 성인보다 경험과 훈련이 부족하여 스트레스에 보

& Kim, 2018)에서도 우리나라 아동들의 신체적 건강 수준은

다 취약할 수 있다. 아동은 드러나는 증상이나 표현 없이 일상

우수하지만,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놀이와 휴식, 여가

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고, 두통이나 복통, 천식 등 스

가 박탈되어 심리적, 정서적 건강은 불만족스러운 수준이라

트레스에 취약한 신체적 질병이나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고 하였다. 나아가 관련 연구들(Chai & Choi, 2018; K.-H. Cho

(Brobeck et al., 2007). 아동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

& Go, 2012; A.-R. Han, 2020; D. Jang & Shin, 2017; Y. H. Kim,

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Woo & Park, 2009),

2010; Omizo, Omizo, & Suzuki, 198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우울이나 불안, 사회적 위축 등과 같은 내면적 문제, 공격성

경우처럼 경쟁과 지적 발달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는 아동과

이나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외현적 문제 행동을 많이 나타낸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데, 반복적으로 누적

다(Chan, Poon, & Tang, 2016; S. A. Kim & Song, 2012; Y.-O.

된 일상적 스트레스는 삶의 질과 행복감에 악영향을 미친다.

Lee & Lee, 2011a). 뿐만 아니라 일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의 아동과 청소년이 느끼는 불균형

록 정서조절능력이 떨어졌으며, 사회불안이 증가하거나 건강

적인 삶의 질에 주목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관해

하지 못한 식습관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ill, Moss,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ykes-Muskett, Conner, & O’Connor, 2018; J. H. Lim, Lee, Kim,

학령 전 유아를 포함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적 스

Park, & Chung, 2015).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주목한

트레스를 다룬 최근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Y.-O. Lee와 Lee (2011a)는 스트레스로 야기되는 심리적 문제

스트레스는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지만, 이에 대

가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

한 학자들의 정의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Lazarus와 Folkman

력도 성인기로 쉽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중재할

(1984)은 스트레스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를 초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

하여 개인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환경과 개인 간의

레스는 발달단계에 따라 독특한 특성이 있으므로 성인의 일상

특정한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강도와 빈도

적 스트레스 연구와 구분해 대상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하여

에 따라 심각한 스트레스와 누적된 생활 스트레스로 분류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였는데, 생활 스트레스도 빈번히 발생해 누적될 경우 심각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 또한 발달단계에 따라 차

스트레스처럼 개인의 건강과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아기에는 주양육자의 영향력이

고 보았다. 다른 학자들도 누적된 생활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

크고, 점차 형제,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시작하게 된다.

하여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 바 있다(Rowlison & Felner, 1988;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환경과 보육환경, 이를테면 어머니의

Tausing, 1982).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직업유무, 보육기관의 형태, 보육교사의 질, 학급 인원수, 재원

를 평가한 M. H. Han과 Yoo (1995)는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

시간 등과 같은 요인들이 유아들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밀접히

스를 재난적 사건, 주요한 생활사건, 일상적 스트레스로 구분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J. W. Kim, 2012; S. H. Park & Kim,

하였는데, 이들 중 일상적 스트레스가 개인의 적응을 더 잘 예

2003). 아동기에는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면

측하고 설명한다고 보고 이를 평가하였다. M. H. Han과 Yoo

서 사회적 반경이 확대된다. 이 시기에 아동들은 부모, 가정환

(1995)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개인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요구

경, 친구, 교사, 학교, 학업,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

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박감이나 긴장 등의 정신

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과 관

적, 신체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그 밖에 Youm (1998)도 일상

련된 압박, 사교육 시간, 외모 중심의 평가 등으로 인해 스트

적 스트레스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 Y. Kim, 2010; J.-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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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청소년기는 발달적으로 신체, 정서, 사회관계 면에서

근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진 사회적 변화로는 저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도록 요구받

출산으로 인한 가구원 수 감소와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를 둔

으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특히, 입시와 관련하

맞벌이가구 비율의 증가를 들 수 있다(Statistics Korea, 2019).

여 과중한 학업을 수행하며, 진로에 대한 탐색과 결정을 시작

이는 돌봄 형태의 변화와 아동 및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변화

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청소년들은 주로 부모, 학업, 친

를 가져왔다. 가령 2012년에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를 무상

구, 외모, 물질 등의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특히 학

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 이래, 많은 유아들이 어린이집

업 요인과 부모 요인이 가장 큰 스트레스원으로 나타났다(E.

에서 보다 오랜 시간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는 아동의 일상생

Jang, 2017; Y.-O. Lee & Lee, 2011a).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은

활과 스트레스가 그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E.

그 발달단계에 따라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

R. Park & Rha, 2015). 학령기 아동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학

으며 각기 다른 요인이 스트레스와 밀접히 연관된다. 발달단

업 관련 스트레스는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유엔아동권리위원

계에 따라 어떤 스트레스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

회가 최근까지 지속적인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면 최근 연구들의 내용적 경향을 살

라의 지나친 경쟁적 교육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고, 오

필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일상적 스트레스 연구의 방향을 모

히려 아동과 청소년은 더욱 과도하게 학습하고, 높은 학업스

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Y. Kim, Kim, Lee, & Kim, 2019). 그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1990

뿐 아니라, 아동이 흔히 여가활동이라고 인식하는 TV나 비디

년에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고, 이들을 종

오 시청, 인터넷 사용 등은 오히려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합적으로 고찰해 동향을 살펴본 연구도 십여년 전에 한 차례

주는 것으로 보인다(M. Kim et al., 2018). 학업 시간의 증가와

수행된 바 있다. 지난 1990년부터 2009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여가활동 유형의 변화로 인한 신체활동이나 놀이의 결핍이 아

발표된 유아와 아동 대상 일상적 스트레스 연구들을 분석한

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찾아볼

Choi, Suh와 Kim (2010)은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

수 있다(I.-S. Kim, 2008, 2009).

구가 1990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고, 향후에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여 년간의 사회문화적 변

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당시 연구자들

화가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관한 연구경향에도 변

은 유아의 스트레스 평가 시 부모보고나 교사보고 방식이 아

화를 미쳤을 것으로 예상하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닌 유아가 보고하는 방식의 면접용 도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의 현황, 방법론적 경향, 내용적 경향

제안하였는데, 그 후 이러한 면접용 평가도구(Oh, Lim, & Yi,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에 수행된 연구들의 경

2016)가 개발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Choi 등(2010)의 연구

향이 연구대상의 발달단계별로 볼 때 어떠한 현황을 보이는지

는 아동 대상 일상적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초기 이십 년에 대

살펴보고, 방법론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

한 경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 기여하

여 국내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일상적 스트레스 연구의 최근

였다. 하지만, 당시 아동 대상의 연구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청

10여 년간 경향을 파악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

소년 대상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고찰에 포함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살펴볼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지 않았다.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전환의 시기
로, 특히 사춘기가 시작되는 청소년초기에는 많은 변화가 발

연구문제 1

생하고 그로 인해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최근 국내 연구

(Newcomb, Huba, & Bentler, 1981). 따라서 청소년의 일상적 스

의 발표현황은 어떠한가?

트레스를 다룬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면 청소년의 스
트레스 관련 지원책이나 예방책은 물론 청소년 삶의 질과 웰빙

연구문제 2

을 증진시키는데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최근 국내 연구

나아가 2010년 이후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보다 최근의

의 방법론적 경향은 어떠한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적 스트
레스가 어떻게 연구되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해 분석하고 추

연구문제 3

후 연구를 위한 제언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최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최근 국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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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적 경향은 어떠한가?

검색하였을 때 7편이 검색되어 총 145편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렇게 검색된 논문 중 논문 제목, 저자, 출판연도를 바탕으로 중
복된 논문 143편과 학술지 게재 논문이 아닌 학술대회 발표자

Methods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료 9편, 본 연구에서 살피고자 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무관하
게 일상생활습관을 다룬 논문 1편, 문제행동을 다룬 논문 1편
도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닌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논문 8편, 대학생 대상 논문 1편, 영아 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다

상 논문 1편 역시 제외하여 최종 115편의 논문을 본 연구의 분

룬 국내 학술지 연구 논문 115편이다. 이 때 아동대상 논문의

석자료로 선정하였다.

범위에는 학령전 아동인 만 3-5세 유아와 학령기 아동인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 청소년대상 논문의 범위에는 중등

분석절차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하
였다. 만 2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기를 함께 다룬 연구는 분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의 동향을 분

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대상을 포함한

석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을 포함해 총 5인의 아동학전공 박사

국내 학술지 연구논문을 국회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와 박사과정생이 분석에 참여하였다. 분석을 위한 예비 단계

의 학술지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수집

로서, 연구자들은 분석기준표와 분석지침안을 제작하여 아동

하였다.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에 2010년부터 2019년

학 전문가로부터 타당성을 확인했다. 기준표와 지침안을 바탕

도에 발표된 논문들을 1차로 수집하였고, 2020년 12월 18일부

으로 분석자 훈련을 마친 후, 전체 자료의 10%인 12편을 무작

터 12월 20일까지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들을 2차로 수집하

위로 선정하여 분석자들이 독립적으로 평정하였다. 이 때 평

였다. 2020년 12월 31일에 2차 수집 이후 추가 발표된 논문이

정결과 일치율은 88%로 나타났고 불일치 항목에 대해 집중적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논의를 하고 훈련과정을 마쳤다.

선행연구(Choi et al., 2010)가 2009년까지의 논문을 대상으

분석을 위한 본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논문 115편 전체를,

로 그 동향을 분석한 적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이후인

연구자들 외 3인의 분석자는 각각 36편, 36편, 43편을 독립적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논문을 다루고자 한다. 이에 학술지

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이 완료된 후, 동일자료에 대한 분석자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논문 발행 연도를 2010년부터 2020년

평정 일치율은 96%로 나타났다. 일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까지로 지정하고, 각각 자료명과 논문명에 ‘유아’, ‘아동’, ‘초등

서는 2차례의 공동논의과정을 거쳐 분석 범주를 확정하였다.

학생’,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일상’, ‘스트레스’를 조합
하여 국내 학술지 논문을 검색한 결과, 총 279편이 나타났다.

분석기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아,
일상, 스트레스를 조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46편, 아동, 일상,

본 연구에서는 최근 11년간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조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36편, 초등학생, 일상, 스

를 다룬 연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논문의 발표현황, 연

트레스를 조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7편, 청소년, 일상, 스트레

구방법, 연구내용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고 빈도와 백

스를 조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33편, 중학생, 일상, 스트레스를

분율을 산출하였다. 각각의 구체적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6편, 고등학생, 일상, 스트레스를 조
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6편이 검색되어 총 134편을 찾을 수 있

연구발표 분석기준

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유아, 일상,
스트레스를 조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56편, 아동, 일상, 스트레

연구의 발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논문이 발표된 시기와 연

스를 조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37편, 초등학생, 일상, 스트레스

구가 이루어진 분야, 발표된 학술지의 한국연구재단 등재 여부

를 조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9편, 청소년, 일상, 스트레스를 조

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발표

합하여 검색하였을 때 31편, 중학생, 일상, 스트레스를 조합하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별 빈도

여 검색하였을 때 5편, 고등학생, 일상, 스트레스를 조합하여

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발표된 논문이 어느 분야에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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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의 분류기준을

하였다. 먼저 측정방법이 자기보고식인지 타인보고식인지를

활용하여 인문과학분야, 사회과학분야, 자연과학분야, 공학분

분류하였고, 타인보고식의 측정방법은 다시 부모평정, 교사평

야, 의약학분야, 농수해양학분야, 예술체육학분야, 복합학분

정, 면접 후 검사자 보고, 관찰 후 검사자 보고로 나누어 분석

야의 총 8개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논문이

하였다. 더불어 사용된 측정도구별로 빈도를 기록하였는데,

발표된 학술지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었는지의 여부를 파

각각의 측정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는지 또는 수정, 보완하여

악하기 위해, 논문이 게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연구재단 등

사용하였는지도 확인하였다. 각 논문에서 측정도구를 설명할

재지, 등재 후보지, 기타학술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때, 신뢰도와 타당도를 기재하였는지의 여부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설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논문에서 다루어진

연구방법 분석기준

일상적 스트레스가 연구에서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조절변인 중 어떤 변인으로 지정되었는지 분류하여 분석하였

연구의 방법론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논문들을 양적

으며, 그 밖에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핀 논문들은 기타항

연구, 질적 연구, 혼합연구로 구분한 후에, 각각의 특성에 적합

목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일상적 스트레스가 한 연구에

한 분석기준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의 대상으로 수집

서 독립변인이면서 종속변인으로 다루어진 경우에는 중복측

된 115편의 논문에는 질적 연구나 혼합연구의 유형이 한 편도

정하여 다중반응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포함되지 않았다. 논문 115편이 모두 양적 연구에 해당하였으
므로, 이들의 연구유형과 연구대상, 자료분석방법, 측정도구,

연구내용 분석기준

연구설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수집방법과 연구접근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O.

연구의 내용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Chung (2008)은 아동학의 연구유형을 관찰연구, 조사연구, 실

함께 다루어진 변인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령, 성별, 출생

험연구로 분류하고 조사연구를 질문지법과 면접법으로 나누

순위 등을 다룬 인구사회학적 특성, 신체발달, 인지발달, 정서

어 설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방법을 관찰법,

발달, 자아개념, 성격특성, 적응능력 등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에 문헌연구와 기타항목을 포함하여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과 관련

총 6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접근법

된 관계적 특성, 부모특성, 가족특성, 학교특성, 교사특성, 사

은 횡단적 접근법과 종단적 접근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회특성 등과 관련된 환경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둘째, 연구대상인 아동과 청소년을 그 발달단계에 따라 3년 단

기타항목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논문에서 일상적 스트레스

위로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생, 초등학교 고학년생, 중학생과

와 더불어 한 가지 이상의 변인들을 함께 다룬 경우에는 중복

고등학생으로 총 5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측정하여 다중반응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함께 살핀 것과 같이 넓은 범위
의 발달단계의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중복측정하
여 다중반응 빈도분석을 하였다. 각 논문에서 연구한 대상의

Results

수도 분석하였는데,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함께 다룬 연구
라 하더라도,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한 아동과 청소년의 수
만 계산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의 특성을 일반아동, 장애아동,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발표현황

다문화가정의 자녀, 한부모가정의 자녀, 기타항목으로 분류하
여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분석방법을 파악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의 발표연도

하기 위하여 t 검증, 변량분석, 반복측정 변량분석, 공변량분

별 빈도를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2010년부

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카이제곱

터 2020년까지 총 115편의 연구가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최근

검증, 기타의 총 10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한 가

에 이르기까지 관련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나, 2015년

지 이상의 분석방법을 사용한 경우 중복측정하여 다중반응 빈

에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된 이래, 그 이후부터는 논문의 수가

도 분석을 하였다. 넷째, 연구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

감소하다가 2020년에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어떤 도구들이 사용되었는지 파악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관련연구는 8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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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이 사회과학분야에서 연구되었고, 17편(15.7%)이 자

전체 논문 115편 중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논문

연과학분야에서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분야에서

이 87편(50.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면접법이 43편

는 대부분 교육학 분야에서, 자연과학분야에서는 생활과학분

(25.0%), 실험법이 28편(16.3%) 순으로 나타났다. 실험법을 사

야의 아동학분야에서 연구되었다. 이외에도 복합학(4.3%), 의

용한 논문들은 대부분 일상적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의 효

약학(3.5%), 인문과학(1.7%), 농수해양학(1.7%), 공학(1.7%),

과를 살핀 준실험연구들이었다. 관찰법을 사용한 연구와 문헌

예술체육학(1.7%)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연구들이 이루어

연구는 각각 3편(1.7%)씩으로 그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문

졌다. 예를 들어, 농수해양학분야에서는 원예프로그램(S.-H.

헌연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동향

Park & Huh, 2010)이, 공학분야에서는 규칙적인 신체활동(J.-

연구 2편(Choi et al., 2010; H.-W. Nam & Kim, 2020)과 심리진

S. Park & Kim, 2010)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단자료 및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이론 고찰 연구 1편이 포

향을 살펴보았다. 예술체육학분야에서는 미용교육프로그램

함되었다(N. Kim, 2013). 덧붙여 전체 115편 중 70편(60.9%)

에 참여한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의 논문은 한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나머지 논문

영향을 다루었다(M.-H. Kim & Choi, 2018). 논문이 발표된 학

(39.1%)들은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술지가 논문이 게재된 시점에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었는지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실험법과 면접법을 함께 사

의 여부를 파악한 결과, 88편(76.5%)의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용하거나(S.-H. Park & Huh, 2010), 실험법, 면접법, 질문지법

등재지에 게재되었고, 13편(11.3%)의 논문은 등재 후보지에

을 동시에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경우도 있었다(J.-Y. Lee &

게재되었으며, 14편(12.2%)의 논문은 기타학술지에 게재된

Jeon, 2015). 다음으로 연구접근법을 보면, 문헌연구를 제외

것으로 나타났다.

한 112편의 논문 중, 111편의 논문이 횡단적 접근법을 사용하
였고, 단 한 편의 논문만이 종단적으로 접근하여 일상적 스트
레스의 지속성을 총 1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살펴보았다(J.-A.
Lee & Chung, 2012).

연구대상
연구대상의 수와 발달단계별 대상 수, 연구대상의 연령범위,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별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
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들에서 연구대상
Figure 1. Number of studies on daily stres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의 수는 최소 1명에서 최대 6598명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이 1명이었던 연구는 미술치료가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를 치료 전후의 점수를 비교하여 분석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방법론적 경향

한 연구였으며(Y.-O. Lee & Lee, 2011b), 연구대상이 6598명이
었던 연구는 청소년의 패널자료를 수집하여 일상적 스트레스
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였다(A.-R. Han,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의 방법론적 경

2020). 연구대상자의 수를 50명 미만, 50명～100명미만, 100

향에서는 연구의 유형, 유아, 아동, 청소년으로 구분한 연구대

명～200명미만, 200명～300명미만, 300명～400명미만, 400

상, 자료분석 방법, 측정방법과 측정도구, 연구설계로 구분하

명～500명미만, 500명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500

여 살펴보았다. 구체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 이상으로 한 연구가 23편(20.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였고, 100-200명으로 한 연구가 21편(18.4%), 50명 미만으

연구유형

로 한 연구가 18편(15.8%)으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들의 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들의 유형을 다

의 발달단계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

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자료수집방법을 보면,

다. 전체 115편의 논문 중 대상자가 청소년기인 연구가 5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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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requency on Developmental Stages of Participants by Publication Year
Stage

Total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arly childhood

7

5

4

6

2

7

5

6

2

1

2

47
(32.9)

Middle childhood

5

5

6

3

2

8

2

1

2

2

2

38
(26.6)

Adolescence

8

2

3

5

7

7

5

3

5

3

10

58
(40.6)

Note. N = 115.
Duplicate responses were allowed.

(40.6%), 유아기인 경우가 47편(32.9%), 아동기인 경우가 38

자료분석방법

편(26.6%)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기의
경우, 중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초기 대상 연구는 34편이었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에서 자료분

으며,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후기 대상 연구는 24편이

석방법을 중복측정하여 다중반응 빈도를 산출한 결과, 전체

었다. 아동기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아동중기

115편의 논문 중 회귀분석은 65편(28.4%), 상관분석은 61편

대상연구는 33편이었으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아동

(26.6%), t 검증은 43편(18.8%), 변량분석은 16편(7%)의 논문

초기 대상연구는 5편에 그쳤다.

에서 사용되었다. 즉 변인 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통

대부분의 논문에서 연구대상의 연령 범위는 3년 이내였지

계기법이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기법보다 더 많이 사용되

만, 그 이상인 연구도 22편이 있었다. 즉 영아기에서 유아기까

었다. 덧붙여, 한 가지 분석기법을 사용한 논문이 40편(34.8%)

지 대상으로 한 논문이 1편, 유아기에서 아동초기까지를 대상

으로 가장 많았고, 두 가지 분석기법을 사용한 논문이 39편

으로 한 논문이 1편, 아동초기에서 청소년초기까지를 대상으

(33.9%)이었으며, 세 가지 분석기법을 사용한 논문이 23편

로 한 논문이 2편, 아동초기에서 청소년후기까지 대상으로 한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가지 분석기법을 사용한 논문

논문이 1편, 아동중기에서 청소년초기까지 대상으로 한 논문

도 2편(1.7%)이 있었다.

이 1편, 아동중기에서 청소년후기까지 대상으로 한 논문이 1
편, 청소년초기에서 청소년후기까지 대상으로 한 논문이 15

측정방법

편이었다.
경험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표집된 대상의 일반적 특

총 115편의 논문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

성을 살펴보면, 98편의 논문에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였

정한 논문은 문헌연구 3편을 제외하여 112편이었다. 일상적

고, 1편의 논문에서 장애아동을, 3편의 논문에서 다문화가정

스트레스 측정 방법을 살펴본 결과, 자기보고식 측정이 67편

의 자녀를, 3편의 논문에서 한부모가정의 자녀를 표집한 것으

(59.8%), 타인보고식 측정이 45편(40.2%)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다. 그 외에 시설보호아동,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타인보고식 측정에서는 면접 후 검사자 보고가 41편으로 가

등 임상적인 문제가 있는 아동, 도서지역의 아동, 저소득층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부모평정법을 사용한 논문은 2편,

정의 자녀, 알콜중독자의 자녀, 조기 유학 청소년 등이 포함된

교사평정법을 사용한 논문은 1편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

연구도 있었다. 분석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논문에서 연구

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대상의 발달단

대상은 단일 특성을 가진 대상들이었다. 하지만, 7편의 논문

계별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한부모가정 자녀, 저소득층 가정의

일상적 스트레스 측정방법은 연구대상의 발달단계에 따라

자녀를 함께 살핀 연구도 있었으며, 일반 청소년과 조기 유학

차이를 보였다. 아동중기부터 청소년후기까지의 대상으로 한

청소년을 함께 분석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었다.

경우, 일상적 스트레스를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반면, 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모두 타인보고식으로 측
정되었으며, 주로 면접 후 검사자 보고로 측정되었다. 아동초

Park and Lim 96

Table 2
Frequency on Source of Informants of the Daily Stress Inventory
Developmental stage
Source

Early childhood

Middle childhood

Adolescence

Subtotal

Total (%)

0

35

54

67

67 (59.8)
45 (40.2)

Self
Other

Parent

2

0

0

2

Teacher

1

0

0

1

Inspector after interview

41

1

0

42

Inspector after observation

0

0

0

0

Note. N = 112.
Subtotal and total were based on the number of articles.

Table 3
Frequency on Daily Stress Scale
Developmental stage
Scale

Rater

Version

Classroom Child Stress Behavior Instrument
(Burts, Hart, Charlerworth, & Kirk, 1990)

Observer

Daily Hassles Scale for Children in Korea
(M. H. Han & Yoo, 1995)

Child

Preschool Children’s Daily Stress Scale
(Youm, 1998)

Interviewer Original

Hassles Scale for School Age Children
(Min & Yoo, 1998)

Child

Daily Stress Scale for Preschool Children
(Oh, Lim, & Yi, 2016)

Interviewer Original

Early childhood Middle childhood Adolescence

Original

0

0

0

Modified

1

0

0

Original

0

11

6

Modified

0

5

15

24

1

0

Modified

13

0

0

Original

0

3

0

Modified

0

3

0

3

0

0

0

0

0

1

7

18

Modified

Panel data

Total (%)
1(

0.9)

29 ( 26.1)
37 ( 33.3)
6(

5.4)

3(

2.7)

15 ( 13.5)

Others

2

6

17

20 ( 18.0)

Total

44

36

57

111 (100.0)

Note. N = 111.
Total was based on the number of articles.

기의 경우, 자기보고식 측정방법과 타인보고식 측정방법이 함

의 하위문항들, 즉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관련

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된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일상적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원척
도 그대로 사용하였는지,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는지를

측정도구

분류하여 연구대상의 발달단계별로 그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115편의 논문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측

일상적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연구대상의

정도구를 사용한 논문은 111편이었다. 그 중 Youm (1998)이

발달단계에 따라 사용빈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유아기를 대상

개발한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

으로 한 연구에서는 Youm (1998)의 척도가 주로 사용되었고,

는데, 37편(33.3%)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아동초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으로 많이 사용된 척도는 M. H. Han과 Yoo (1995)가 개발한

에서는 Youm (1998)의 척도와 M. H. Han과 Yoo (1995)의 척도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로서, 29편(26.1%)의 연구

가 각각 1편씩 사용되었다. 아동중기부터 청소년후기까지 M.

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15편(13.5%)의 연구에서는 패널자료

H. Han과 Yoo (1995)의 척도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청소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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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equency on Type of Variables for Daily Stress
Developmental stage
Type of variable

Early childhood

Middle childhood

Adolescence

Total (%)

Independent

6

19

42

49 (42.2)

Dependent

36

17

8

57 (49.1)

Mediator

1

3

7

8 ( 6.9)

Moderator

0

0

0

0 ( 0.0)

Others

1

0

1

2 ( 1.7)

Note. N = 111.
Duplicate responses were allowed.

가 대상일 경우에는 M. H. Han과 Yoo (1995)의 척도를 수정,

변인, 조절변인 중 어떤 변인으로 지정되었는지를 연구대상의

보완하여 사용한 경향이 있었다.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

발달단계별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한 경우의 예를 들면, 선행연구를 근거로 일부요인만 선택하

유아기대상 연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주로 종속변인

여 사용하거나 일부 문항을 삭제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었으

으로 지정되었으며, 아동기대상 연구에서는 독립변인과 종속

며, 지역적 특성이나 대상의 특성에 맞게 문장의 표현을 수정

변인이 비슷한 비율로 지정되었다. 청소년기대상 연구에서는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청소년기 대상 연구들은 유아기나 아

일상적 스트레스가 주로 독립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동기 대상 연구들보다 패널자료의 하위문항을 사용하여 일상

났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매개변인으로 지정된 논문 8편 중에

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밖에, 아동과 청소

서 7편이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다룬 논문에서 측정도구에 대해 기
술할 때, 신뢰도 정보는 103편(92.8%)의 논문에서 보고되었으
나, 타당도 정보는 8편(7.2%)의 논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관련 연구
의 내용적 경향

특히 원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논문 37편 중 타당도를
제시한 논문은 4편이었다.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에서 내용적 경
향을 살피기 위하여 함께 다루어진 변인의 특성을 살펴보았

연구설계

다. 문헌연구를 제외한 112편의 논문을 살펴본 결과, 한 편의
논문에서 일상적 스트레스와 함께 다루어진 변인의 수는 최소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의 설계 경향을

1개에서 최대 13개까지로 나타났다.

살펴보고자 일상적 스트레스가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함께 다루어진 변인의

인, 조절변인 중 어떤 변인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

특성을 인구학적 특성, 개인적 특성, 관계적 특성, 환경적 특성

다. 그 결과, 106편(95.5%)의 논문에서 일상적 스트레스는 한

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이 중 일상적 스트레스와 개인적 특

가지 변인으로 지정되었으며, 4편(3.6%)의 논문에서는 두 가

성 변인을 함께 다룬 연구가 약 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지 변인으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가지 변인으로 지

났다. 환경적 특성 변인을 함께 다룬 연구는 약 22%로 두 번

정된 4편의 논문 모두에서 일상적 스트레스는 독립변인으로

째로 많았으며, 관계적 특성 변인을 함께 다룬 연구는 약 10%

도, 종속변인으로도 사용되었다. 일상적 스트레스 변인이 어

로 적었다. 여기서 개인적 특성 변인은 개인의 발달특성과 관

떤 변인으로 지정되었는가를 중복측정하여 다중반응 빈도를

련된 것으로, 신체발달, 인지발달, 정서발달, 자아개념, 성격특

산출한 결과, 전체 115편의 논문 중 종속변인으로 지정된 연

성, 적응능력 등이 이에 포함된다. 개인적 특성 중에서는 정서

구가 57편(4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독립변인으로 지정된

발달(28.4%)과 적응능력(21.9%)에 관한 변인이 일상적 스트

연구가 49편(42.2%)으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

레스와 함께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발달

이었던 연구는 8편(6.9%)이었으며, 조절변인이었던 연구는

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정서성, 정서인식, 정서조절 등이 다루

한편도 없었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

어졌고, 적응능력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심리사회적 적응,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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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stribu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Used in the Study
Developmental stage
Variables
Demographic

Personal

Early childhood Middle childhood Adolescence

Subtotal

Total (%)
48 (16.2)

Sex

8

9

12

23

Age/Grade

5

10

8

16

Birth order

2

2

0

4

Others

2

1

2

5

Physical development

4

2

7

9

Cognitive development

3

4

8

12

Emotional development

10

18

26

44

Social development

3

1

0

4

Self

5

9

14

22

Personality

3

0

7

7

Adjustment

8

12

24

34

Experience

0

3

11

9

Others

1

9

9

14

Parent-child

2

5

5

8

Sibling

0

0

0

0

Peer

6

7

1

12

Teacher

2

5

0

7

Others

0

0

2

1

Parent

8

7

1

16

Family

0

3

6

5

School

22

0

4

24

Teacher

2

0

2

3

Social

0

1

3

4

Others

4

7

3

12

Others
Note. N = 112.
Duplicate responses were allowed.

1

0

0

1

Relational

Environmental

155 (52.4)

28 ( 9.5)

64 (21.6)

1 ( 0.3)

교생활적응, 문제행동 등이 다루어졌다. 환경적 특성 변인은

연구대상의 발달단계별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아동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발달환경, 즉 부모, 가족,

있다.

학교, 교사, 사회맥락의 특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 환경

함께 다루어진 변인의 특성을 연구대상의 발달단계별로 살

적 특성 중에서는 학교특성이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학교 특

펴본 결과, 주로 유아기대상 연구에서 교육기관의 특성을 많

성 중에서 학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사용된 경우가 많았

이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시행

다. 관계적 특성 변인은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또래관계, 교

하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

사와의 관계를 말한다. 관계적 특성 변인 중 가장 많이 다루어

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공을 활용한 신체활동이나 요

진 변인은 또래관계였고, 형제관계는 최근 10년간 한 번도 다

가활동, 원예활동 프로그램, 숲체험 활동, 보육기관에서의 놀

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인구사회학적 변인

이치료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프로그램이 유아의 일

중에서는 성별이 가장 많이 다루어졌다. 연구에서 일상적 스

상적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

트레스와 함께 다루어진 변인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그 빈도를

들이 22편에 이르렀다. 그밖에, 또래관계 변인은 유아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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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대상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고, 청소년기대상 연구에서

며, 2020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환경적 특성을 가진 변인보다 개인적 특성을 가진 변인이

는 2015년 이후 감소세였던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

더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에 관한 연구의 최근 발표경향에 변화를 제공하였다. 청소

덧붙여, 연구시기에 따른 연구 내용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

년의 삶의 질과 밀접한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해 최근에 다시

하여 2010년과 2020년에 일상적 스트레스와 함께 다루어진

학계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므로, 추후 발표 현황과 연구방

변인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인구학적 특성 변인의 사

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용비율이 전체 변인의 17.9%에서 3.6%로 감소하였으며, 개인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적 특성 변인에는 인지발달, 정서발달, 자아개념, 경험과 관련

사회과학분야 중 교육학 분야와 자연과학분야 중 생활과학분

된 변인들의 사용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환경적 특성 변인

야에서 연구되었고, 복합학, 의약학, 인문과학, 농수해양학, 공

중 학교특성이 28.6%에서 66.7%로 크게 증가하였다.

학, 예술체육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부 다루어졌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라는 연구주제가 여러 학문
분야와 연관될 수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조명해보고 다학제적

Discussion

으로도 연구할 수 있는 주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일상적 스트
레스를 감소시키고 조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수해양학분야

본 연구에서는 최근 11년 동안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아동과

와 예술체육학 분야에서 원예프로그램이나 미용교육 프로그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들의 경향을 살펴보

램을 제시한 것과 같이(M.-H. Kim & Choi, 2018; S.-H. Park &

기 위해 논문들의 발표현황과 방법론적 측면 및 내용적 측면

Huh, 2010), 여러 연구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 완화

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

및 조절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앞서 이루어진 선행연구

다음으로, 연구의 방법론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최근 11

(Choi et al., 2010)는 유아와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년간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들은 모

관한 연구들의 시기별 동향, 연구대상, 연구 내용, 연구방법,

두 양적 연구로 분류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들은 주로 질

측정도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항목과

문지법과 면접법, 실험법을 통해 횡단적으로 수집되었다. 자

유사하여, 본 연구결과를 논의함에 유용한 자료가 된다.

료수집방법 중 질문지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긴

먼저,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들의

하지만, 1990년부터 2009년의 연구동향 분석결과(Choi et al.,

발표경향을 살펴본 결과, 2010년 이후 11년간 총 115편이 국

2010)와 비교하였을 때, 질문지법의 비율은 줄어들었고, 대신

내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연도별 발표 빈도를 살펴보면 2010

면접법과 실험법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 원

년 이후 꾸준히 수행되어 오다가 2015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인을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발표된 이래,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Choi 등(2010)의

연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질문지 답변 능력이 부족한 유

동향 연구에서는 유아와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다

아의 경우, 대부분 면접법을 통해 자료가 수집된 것으로 나타

룬 연구들의 발표 경향을 5년 단위로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났다. 둘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연구의 수

와 본 연구에서 청소년을 제외하고 유아와 학령기 아동을 대

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관찰법을 사용한 비율은 10

상으로 한 연구의 발표현황을 비교하면 약 30년간의 발표현

여 년 전의 결과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관찰법을 기초로 한

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유아와 학

대표적인 측정도구인 CCSBI (Classroom Child Stress Behavior

령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는 1990년대부터

Instrument)의 사용이 감소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다.

증가하다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가장 많이 수행되

10여 년 전 연구에서는 전체의 7%의 논문에서 CCSBI가 사용

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약간 감소하여 2005년부터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용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였

2009년까지 수행된 연구의 수와 비슷한 수준에 이른 것을 알

다. CCSBI는 유아교육기관의 학급 내에서만 유아를 관찰함으

수 있었다. 현재 기준으로 약 20-30년 전에 수행된 청소년 대

로써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기관

상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본 연

밖에서의 스트레스 행동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구에서 분석된 최근 11년간의 발표경향을 기준으로 보면, 청

연구의 대상을 살펴본 결과, 최근 십여년간은 청소년 대상

소년 대상 연구들 역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

의 일상적 스트레스 연구가 유아나 아동대상의 연구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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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아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설계의 경

동초기 대상 연구는 1990년부터 2009년의 연구동향 분석결

향을 살펴본 결과, 일상적 스트레스 변인은 주로 종속변인이

과와 동일하게, 그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초기

나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었다. 1990년부터 2009년의 연구동향

는 생활환경이 학교라는 넓은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물리적,

(Choi et al., 2010)에서 종속변인으로서의 역할비율이 독립변인

심리적 변화를 크게 경험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경험하는 일

으로서의 역할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상적 스트레스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

10년 동안의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의 사용 비율이 증가하

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아동초기인 초등저학년생들

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

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부재와도 밀접한

으로 하는 연구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나타났을 수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Youm (1998)의 척도와 Oh 등

도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2016)의 척도는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M. H. Han과

주로 종속변인으로 지정되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Yoo (1995)의 척도는 질문지 답변 능력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다. 하지만, 점차 대상 연령이 높아

저학년생을 제외하고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

져 청소년기에 이르면 주로 독립변인으로 지정되어 일상적 스

로 개발되었다. Min과 Yoo (1998)의 척도 역시, 초등학교 중기

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핀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와 후기를 대표하는 3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되

다. 이는 연구자들이 어린 연령이 대상인 경우에는 일상적 스

었기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아동의 일상적

트레스의 원인을 찾아 가급적 그 영향을 줄이고자 하는데 관심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측정도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초등

이 있고, 연령이 높아지면 일상적 스트레스가 개인과 삶의 어

학교 저학년생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

떠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스트레스의 결과에 관심을 갖는

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상적 스트레스가 매개변인으로 지정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일상적 스트레스 연구에서 사용된

된 비율은 선행연구(Choi et al., 201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았

주요통계분석기법을 살펴본 결과, 회귀분석과 상관분석이 가

다. 이는 특정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상적

장 많이 사용되었고, t 검증과 변량분석이 그 다음으로 많이 사

스트레스 수준이 매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기법보다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어

변인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기법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떠할 때 특정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련성이 나타나는지

있었다. 이는 개인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무엇에 영향을 받으

를 밝히고자 시도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일상적 스트레

며,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경우가 많았기

스 수준이 특정 독립변인과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인에 영향을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종합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모형을 제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추후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의 조절

안하여 통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저조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 편이므로, 추후에는 다각도의 특성들을 포함한 일상적 스
트레스 관련 구조에 대한 모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각 발달단계 모두

일상적 스트레스 측정방법은 연구대상의 발달단계와 연관

개인적 특성을 포함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환경적 특성, 관계

이 있었다. 유아 대상 연구에서는 주로 면접 후 검사자가 보

적 특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부터 2009년

고하는 타인보고식 측정방법을 사용하였고(Oh et al., 2016;

의 연구동향 분석결과(Choi et al., 2010)와는 차이가 있다. 당

Youm, 1998), 아동중기부터 청소년후기까지는 자기보고식

시에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함께 환경적 특성변인이 가장 많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M. H. Han & Yoo, 1995; Min & Yoo,

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대상 연구를 포함

1998).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는 아동중기를 대상으로 개발된

하여 최근 연구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 특성을 가진 변

M. H. Han과 Yoo (1995)의 척도를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거

인이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여전히 관계적 특성은 상대적으

나 패널자료를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 연구

로 적게 다루어졌다. 연구대상의 발달단계별로 구분해 살펴보

(Choi et al., 2010)에서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문항의 타당성에

면, 유아기 대상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변인과 환경적 특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 일상적 스트레스를

변인의 비율이 비슷하였지만, 아동기 대상 연구에서는 개인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평가도구의 개발이 요

적 특성변인이 환경적 특성변인보다 약 3배 이상, 청소년기 대

구된다.

상 연구에서는 약 5.5배 이상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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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으로는 유아기 대상 연구에서는 교육기관에서의 프로

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램 효과를 검증한 준실험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된 반면, 아

연구들의 경향을 비교해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동향을

동기와 청소년기 대상 연구에서는 실험연구가 매우 적게 수행

토대로 일상적 스트레스를 다루는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을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대상 연구에서 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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