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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국립나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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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Bullying Victimization on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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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bullying victimization on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and to determine how depression depends on resilience.
Methods : A total of 4,160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middle and high schools in Goheung, Yeosu, and
the Jangheung area of Jeollanam-do Province. All participants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that included demographic variables,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the School Bullying Self-Rating Questionnaire (SBSRQ), and the Resilience Test (RT).
Results : Prevalence of depression was 30.3%. A total of 220 (5.3%) students were evaluated likely to be
bullied and 45 (1.1%) students were evaluated very likely to be bullied. Depressive symptoms positively correlated with bullying victimization. Depressive symptoms and resilience, bullying victimization and resilience
negatively correlated. Results from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while controlling for a range of demographic variables, resilience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bullying victimiz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Conclusion : Based on the results, professionals must consider resilience for treatment to reduce depression in adolescents of bullying victimization. (Anxiety and Mood 2020;16(1):18-23)
KEY WORDS : School bullying·Adolescent·Depression·Resilience.

서

론

신체적, 심리적인 해를 가하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다.1
청소년기에 학교 내 집단 따돌림(이하 학교 따돌림)은 주요문

집단 따돌림(bullying)은 한 명 이상의 집단이 한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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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며 국내에서도 학교 따돌림 피해 청소년의 자살이 사회
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학교 따돌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바 있다.2
청소년기에 다양한 발달 과제를 학습해가는 데 있어 또래
들과의 건전한 상호작용이 중요한데,3 이 시기의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은 청소년기 정신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우울,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정서적 문제
와 학교 적응의 어려움이 심각할 수 있다.4-7 이러한 문제는 청
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까지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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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수 있다.8-10 청소년 우울증은 생물학적, 심리적 특성 등의

측정도구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또래 등 여러 환경적인

이전 연구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성별, 학년(중학생

요인과 관련있다.11 특히나 청소년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

또는 고등학생), 가족구조, 사회경제적 수준이 학교 따돌림

내기 때문에 학교생활과 또래관계가 가정 못지 않게 중요한

피해 및 우울 증상과 관련성을 보였으므로,15,16 자기보고형식

환경적 요인이다.3 이를 통해, 청소년기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

의 설문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부모의 결혼 상

2

은 우울 증상과의 관련성이 클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태는 기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그러나,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모

분석에서는 양부모 가정과 한 부모 가정 환경으로 분류하였

두 우울 증상을 호소하진 않으며 고통스런 경험에도 불구하

다. 사회경제적 수준은 5단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

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므로 학교 따돌림

으며, 분석에서는 아주 못사는 편과 못사는 편은 낮은 단계,

피해 경험이 직접적이고 자동적으로 우울 증상으로 이어진다

보통은 중간 단계, 잘사는 편과 아주 잘사는 편은 높은 단계

기 보다는 그 과정에서 다른 매개 변인들이 있을 것으로 가정

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해 볼 수 있다.12 특히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보호요인으로
써, 청소년이 고통스런 경험으로부터 회복하고 성공적으로 환
13

벡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경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이

우울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BDI를 이용하였다. BDI는 우

란 역경이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복하여 긍정적으로

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적응해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가난, 가정 학대 등의 부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BDI 각 항목

정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몇몇 개인들은 놀랍도록 잘 성장한

은 0점에서 3점까지 채점되고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

14

다는 관찰로부터 그 개념이 소개되었다.

지이다. 본 연구는 Hahn 등이 표준화한 BDI 한국어판을 이

본 연구는 청소년에서 우울 증상의 위험 요인으로써 학교

용하였다.17 Park 등18의 연구에서 청소년에서도 BDI 한국어판

따돌림 피해 경험의 영향에 대해 파악하여 청소년 우울증의

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9점 이하는 정상범위이

예방 및 개입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되었다. 특히, 학교 따돌

고, 10~15점은 경미한 우울, 16~23점은 중간수준의 우울,

림 피해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에 영

24~63점은 심각한 수준의 우울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

향을 미치는 보호 요인으로써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에 대

간수준 이상의 우울인 16점을 우울 증상에 대한 절단점(cut-

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off point)으로 정의하였다.

대상 및 방법

학교 따돌림 척도(School Bullying Self-Rating
Questionnaire, SBSRQ)

연구 대상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SBSRQ를 이용하

본 연구에 전라남도 3개 시군(고흥군, 여수시, 장흥군)의

였다. SBSRQ는 2007년 서울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에서 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4,421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였다. 연

발된 자기보고형 척도로 괴롭힘 및 가까운 또래관계와 관련

구 대상자는 각 지역 별로 남녀 비율과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

된 12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각 항목은 전혀 없음(1점),

교의 비율을 고려하여 층화추출법(stratified sampling)으로

약간 있음(2점), 상당히 있음(3점), 아주 심함(4점)으로 평가

선정되었다. 연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본 연구에 대한 설명

하고 총점 범위는 12~48점이다. 상당히 있음과 아주 심함에

을 미리 제공한 후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에 진행하였다. 본

표시된 수의 총 합계가 3개 이상인 경우를 ‘학교에서 따돌림

연구는 연구 대상자에게 자기보고형 설문지를 배부한 뒤 작

받을 가능성이 있음(likely to be bullied)’으로 간주하며, 8개

성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결과를 검토하여

이상인 경우 ‘따돌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very likely to

설문에 대한 응답누락항목이 많거나 응답의 집중화 경향을

be bullied)’으로 간주한다.19 SBSRQ를 이용한 이전 연구에서

보여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26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전체 문항의

4,160명(94.1%)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총 4,160명 중 남학생이

Cronbach의 알파계수는 0.94 이었다.20

2,126명(51.1%), 여학생이 2,034명(48.9%)이었으며 중학생이
1,673명(40.2%), 고등학생이 2,487명(59.8%)이었다. 본 연구는
국립나주병원 임상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

회복탄력성 지수(Resilience Test, RT)
회복탄력성을 평가하기 위해 회복탄력성 지수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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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 능력

NY, USA)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등 총 9개 영역 27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각 항목은 1점

결

에서 5점으로 채점하고 총점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과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Shin 등이 개발한 척도를 이용
하였다.21 회복탄력성 지수 척도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비교적
21

전체 대상군 중 30.3%(1,262명)에서 우울 증상이 있음을

잘 검증되어 있고(Cronbach의 알파계수=0.91), 한국적 상황

보고하였는데, 우울 증상이 있는 군과 없는 군으로 나누어 분

을 반영한 국내 제작 척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석하였을 때, 성별, 학년, 가족구조,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1).

자료분석

SBSRQ에서 학교에서 따돌림 받을 가능성이 있음(likely

BDI의 절단점(16점)을 기준으로 우울 증상이 있는 군과 없

to be bullied)으로 평가된 대상은 220명(5.3%)였고 따돌림

는 군으로 나누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very likely to be bullied)으로 평

및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변수의 특성에 따

가된 대상은 45명(1.1%)였다. 우울 증상이 있는 군에서는 대

라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카이제곱 검정(chi-

조군에 비해 SBSRQ 총점이 유의하게 높았고(p＜0.001), 따돌

square test)을 시행하였다. 또, 우울 증상과 학교 따돌림 피해

림 받을 가능성이 있음, 따돌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

경험, 회복 탄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

로 보고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행하였다.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 여부와 회복탄력성이 우울

우울 증상과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 회복 탄력성간의 상관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hier-

관계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우울 증상과 학교 따돌림 피해

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경험간에는 양의 상관관계, 우울 증상과 회복 탄력성간에는

및 결과는 SPSS software Version 24.0(IBM Corp., Armonk,

음의 상관관계,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과 회복 탄력성간에는

Table 1. Demographics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with and without depression
Depression

Total (n=4160)

Yes (n=1262)

No (n=2898)

Sex

＜0.001

Male

2126 (51.1)

566 (44.8)

1560 (53.8)

Female

2034 (48.9)

696 (55.2)

1338 (46.2)

Middle school (13-15 yrs)

1673 (40.2)

437 (34.6)

1236 (42.7)

High school (16-18 yrs)

2487 (59.8)

825 (65.4)

1662 (57.3)

Living with both parents

3298 (80.6)

939 (75.4)

2359 (82.9)

Living with one parents

794 (19.4)

306 (24.6)

488 (17.1)

606 (14.7)

292 (23.3)

314 (10.9)

2675 (64.8)

773 (61.6)

1902 (66.2)

849 (20.6)

190 (15.1)

659 (22.9)

School grade

＜0.001

Family structure

＜0.001

Socioeconomic status
Low
Medium
High

p

＜0.001

Statistical significance is designated by bold type.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he presence of depression was defined
as scores of 16 or more on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Table 2.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and bullying victimization
Total (n=4160)

Depression
Yes (n=1262)

No (n=2898)

p

Total score of SBSRQ

14.4±4.5

16.5±6.1

13.6±3.2

＜0.001

Likely to be bullied

220 (5.3)

157 (12.4)

63 (2.2)

＜0.001

45 (1.1)

33 (2.6)

12 (0.4)

＜0.001

Very likely to be bullied

Statistical significance is designated by bold type.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The presence of depression was defined as scores of 16 or more on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SBSRQ : School Bullying Self-Rating
Questionnair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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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1).

의 청소년 중에 30.3%가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과 회복 탄력성이 우울 증상에 미치

되었다. 또, 본 연구 대상자의 5.3%에서 학교에서 따돌림 받

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을 가능성이 있음(likely to be bullied)으로, 1.1%에서 따돌

BDI 점수를 종속 변인으로 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SBSRQ,

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very likely to be bullied)으로

회복탄력성 지수(RT)를 독립 변인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평가되었다. 이러한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은 청소년의 우울

시행하였다. 먼저 단변량 분석에서 우울 증상 유무에 있어 유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

의한 결과를 보인 성별, 학년, 가족구조, 사회경제적 수준을

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과 우

통제하였다.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과 우울 증상은 주효과에

울 증상 간의 관련성이 일관되게 보고된 바와 일치한다.22-24

해당하므로 모델 1의 결과로 해석하였으며, 그 결과 학교 따돌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 증상에 대한 예방과 조기 개입 및 관

림 피해 경험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적으로 유의한

리를 위해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372, p＜0.001), 설명력은

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3.3%였다. 다음으로 회복 탄력성이 투입되었을 때(모델 2), 부

본 연구 대상자에게 또래관계 내에서의 괴롭힘 및 가까운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0.244,

또래관계에 대한 항목들로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을 평가하

p＜0.001), 설명력의 변화는 5.6%였다. 이는 학교 따돌림 피해

였다. 또래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또래와 부정

경험이 회복 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통해 우울 증상을 예언하

적 상호작용을 반복하거나 또래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수록

였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로,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

자기 비난을 많이 하고 자기비난 귀인으로 인해 우울증, 동기

더라도 개인의 회복탄력성이 우울 증상을 낮추는데 유의한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25 특히, 학교 따돌림은 심각한 외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나타낸다.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 외상 경험이 청소년 우울증의 발병 또
는 재발에 대한 촉진 인자임을 고려할 때, 학교 따돌림 피해

고

경험은 청소년 우울증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26,27 한

찰

편, 우울 증상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지를 왜곡시키고 사회
본 연구 결과, 전라남도 3개 시군(고흥군, 여수시, 장흥군)

적 기술을 손상시킬 수 있다. 우울 증상으로 인해 부정적으
로 자기 인식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Table 3. Correlations among the depression, bullying victimization, and resilience
BDI
BDI

RT

0.376*

-

-0.306*

-0.200*

SBSRQ
RT

SBSRQ

신호를 적대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타인이 자신을 거절한다고
받아들이는 등 왜곡된 인지를 할 수 있다.28,29 또한 우울 증상
으로 인해 주변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거나 괴롭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력함을 보일 수 있다.30,31 즉 우울

-

Statistical significance is designated by bold type. * : p＜0.001.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SBSRQ : School Bullying SelfRating Questionnaire, RT : Resilience Test

증이 있는 청소년은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손상되어 학교 따돌림을 당하기 쉬운 대상
이 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와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학교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Model 1
Sex
School grade

B

β

-2.559

-0.137

Model 2

†

†

t
-9.571***

β
-0.157

t
-11.377***

0.920

0.048

1.230

0.064

Family structure

-0.871

-0.037

-2.538*

-0.595

-0.025

-1.793

Socioeconomic status

-2.284

-0.144

-9.774***

-1.773

-0.112

-7.793***

0.786

0.372

26.006***

SBSRQ
RT
R2 (Adjusted R2)
Adjusted R2 change
F

0.433 (0.187)

3.341**

B
-2.947

4.615***

0.697

0.330

23.501***

-0.125

-0.244

-17.269***

0.493 (0.242)

0.135

0.056

187.573***

217.454***

* : p＜0.05, ** : p＜0.01, *** : p＜0.001,†: Adjusted for sex, school grade, family structure, and socioeconomic status. SBSRQ :
School Bullying Self-Rating Questionnaire, RT : Resilie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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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따돌림 피해 경험과 우울 증상

따돌림 피해 경험과 우울 증상은 상호 원인적 혹은 매개적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년, 실직가정 청소년, 성학대 피해청소년 등 취약할 수 있는
환경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고 일반청소년을 대상

본 연구 결과,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과 청소년의 우울 증

으로 한 연구는 적은 상황이다.40 추후 청소년에서 회복탄력성

상간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이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

관련 요인 및 개입에 따른 결과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로 나타났다. 즉,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더라도 회복탄력

할 것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 정신건강

성이 우울 증상에 완충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다. 최근 우울

에 대한 개입 및 치료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증상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회복탄력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먼저, 본 연구는

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회복탄력성

특정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

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과적 증상과 관련이 있고 정신과적

를 중·고등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

32-34

증상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회복탄력성

구 결과 청소년의 우울 증상에 있어서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

은 역경이나 위기 상황에서 심리적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

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이들 관계에서 회복탄력

와주고 이로써 적응력을 향상시켜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성이 조절효과를 가짐이 밝혀졌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적

35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과 우울 증상 사이의

연구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판단을 하기가

인과관계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학교 따돌림 피해

어렵다. 또, 음주, 수면 습관 등과 같은 건강 관련 요인, 성격

경험이 있더라도 회복탄력성이 우울 증상에 완충 효과를 가

적 요인 및 다양한 가정환경적 요인 등과 같이 우울 증상 및

진다는 본 연구 결과와 기존 연구 결과들을 미루어보면 회복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통제가

탄력성이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 및 증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이뤄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정 진단 기준을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용하거나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하는 대신에 자가 보고식 설문

최근에는 단순히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보다 긍정적

지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응답자의 주관적 편향성이 작용했을

인 심리 자원들을 계발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더욱 건강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울 증상의 유무를 자가보고형 척도인

36

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청소

BDI의 절단점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대상군 중 30.3%

년기는 가정, 또래,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가 극심할 수 있

가 우울 증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청소년을 대상

고,37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등

으로 한 이전 연구들은 우울증의 유병률을 18.5~35%로 다양

의 정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 특성을 고

하게 보고하고 있다.41-43 이는 연구마다 서로 다른 진단 기준

려했을 때, 본 연구 결과는 회복탄력성 및 관련 요인을 파악

및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고, 조사 대상자의 연령 및 대표성 또

하여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이 청소년 우울증

한 서로 간에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이전

및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

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

시한다. 회복탄력성에는 성격, 자조능력, 신경가소성 등의 내

따돌림 피해의 평가를 위해 사용된 SBSRQ 또한 자가보고형

적 요인과 가족, 또래, 지역사회의 지지, 사회경제적 요인 등의

척도이며 척도의 개발 과정에서 신뢰도 및 타당도 평가 근거

38

외부요인이 모두 관련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물학적 반

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듯 우울 증상 및 학교 따돌림 피해 경

응에 대한 이전 연구 결과들을 보면 회복탄력성에 있어 시상

험에 대한 임상적 면담 및 제 3자의 정보 제공 등의 객관적인

하부-뇌하수체-부신 축(Hypothalamic-pituitary-adrenal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된다.

axis)으로 대표되는 호르몬계와 신경전달물질계의 기능이 중
요하고 보상, 공포 반응 신경회로 및 유전자형에 따른 영향이

결

론

알려져 있다.39 또한, 회복탄력성에 개인의 기질적 요인도 중요
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 건강, 정서적 안정, 사회적 기술이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과 개인의 회복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자존감이

탄력성이 우울 증상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여 영향

35

높고 지능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았다. 국내 연구 결

요인을 확인하였다. 학교 따돌림 피해 경험은 청소년의 우울

과에서 보면, 인구학적 특성 중 부모의 나이, 아버지의 직업,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두 변인의 관계에 있어서 회

사회경제적 상태 등이 회복탄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복탄력성이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40

타났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회복탄력성이 청소년 정신건강

는 청소년 정신건강 및 우울증 예방에 있어 학교 따돌림에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신체적, 정서

지만 국내의 청소년 회복탄력성 관련 연구는 주로 가출 청소

적 괴롭힘과 같은 고통스런 경험으로부터 회복하고 성공적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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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은 등

로 적응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키는 방
향으로 개입과 치료 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3.

중심 단어 : 학교 따돌림·청소년·우울증·회복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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