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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과보호가 중학생 자녀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basic psychological needs (i.e.,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overprotection and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Methods: The participants included 292 middle school students (52.7% girls) living in Gyeonggi. 
Correlation analysis, t -test, and PROCESS macro by Hayes (2013)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2.0 software.    
Results: Adolescents’ autonomy and relatedness showed a significant mediating role between 
mothers’ overprote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all adolescents. In the case of male 
adolescents, only autonomy show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mothers’ 
overprote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Conclusion: Both mothers overprotection and adolescents’ autonomy and relatedness should be 
considered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depressive symptoms. The result also indicated that 
gender is an important factor when understanding the mediating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between mothers’ overprotection and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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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나아가는 과도기로써 급격

한 신체 · 심리 ·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고 그 변화에 적응해 나

가는 시기이며, 이러한 적응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

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우울증상이 빈번하게 발

생하는 시기로 제시되어 왔다. 선행연구에서도 아동기에서 청

소년기로의 전이기에 우울증상이 증가하는 양상이 실증적으

로 확인되었고(Wickrama, Conger, & Abraham, 2008), 이러한 

양상은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보고되었

다(Suh, 2011). 이는 사춘기의 호르몬 변화와 스트레스 사건의 

증가, 그리고 이에 대한 청소년의 비효과적인 대처로 인해 우



Baek and Lee  6

울증상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유추된다(Abela 

& Hankin, 2008). 이에 청소년은 우울증상과 같은 심리적인 

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이 시사된다. 

실제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통계 결과에 따르

면,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슬픔

이나 절망감을 느꼈다고 보고하는 청소년이 중학생 21.5%, 

고등학생 25.6%로 나타났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이러한 통계결과를 확인해보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비교적 높은 우울증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중

학생은 고등학생으로 접어드는 전 단계로 우울증상에 조기에 

개입하고 대응하여 우울증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

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더욱이 우울함을 느끼는 감정은 사춘

기를 전후해서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Kwak & Mun, 1993), 

사춘기를 시작하거나 겪게 되는 중학생 시기에 우울증상이 발

현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러한 청소년기 우울증상은 성인

과 달리 우울감정이 감추어진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표면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어렵

고 방치될 우려가 많으며,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반항적인 행동

과 무단결석, 가출, 성적 저하 등으로 위장되어 나타나고, 더 나

아가 학습장애, 비행, 약물남용, 자살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

다(Hauenstein, 2003;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1998). 

따라서 중학생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우울증상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울증상에 대한 원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심리

사회적 환경인 부모양육행동은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일 

뿐 아니라(Alloy et al., 2001), 개인의 기질 특성 및 성격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다(B. K. Kim & 

Min, 2006). 실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학생 자녀의 우울증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 규명되었다(E. J. Kim, 2010; J. Jung & Kim, 2011; Moon 

& Oh, 2002).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이는 우리사회의 출산율 저하가 자녀수 감소로 이어지면

서 부모의 기대나 관심이 점차적으로 그리고 과도할만큼 증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Ki & Kim, 2014). 또한 우리나라 양육문화

의 특성상 부모가 자녀를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자신의 소유물

로 간주하고, 자녀의 성취를 통해 대리만족하는 경향으로 인

해 자녀를 과보호하며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Seong, Oh, 

Choi, & Joo, 2013). 더욱이 한국사회의 지나친 입시경쟁이나 

교육열은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조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과보호는 다른 발달 단계보다 청소년기

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청소년기는 아동에

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신체·인지·심리적 특성의 많은 부분들이 성장하

는 시기이며,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욕구와 독립하려는 욕구가 

동시에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Yoon & Kang, 2011). 

이러한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의 부정적 자동적사고 및 분

노(Suk & Oh, 2014), 불안 및 공격성(Chun & Han, 2013), 스

마트폰 중독(B. N. Kim & Choi, 2013), 정서조절 및 또래관계

(S. Kim & Chung, 2011)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 중에서도 부모의 과보호는 자

녀의 내재화 문제(Parker, Tupling, & Brown, 1979), 그 중에서

도 특히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H. 

Y. Kim, 2000; Moon & Oh, 2002). 이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자

녀가 스스로 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부모가 과보호적 양육을 

하게 되면 자녀와 마찰을 유발해서 무력감 및 좌절감, 더 나

아가 자녀의 우울증상을 높이는 것으로 유추된다(Ahn & Mo, 

2012). 

부모의 과보호와 자녀의 우울증상간의 관계를 검증한 일

부 선행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과보호보다 어머니의 과보호가 중학생 자

녀의 우울증상에 더욱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제시되었고(H. 

Y. Kim, 200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

보호만이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Herbert, McCormack, & 

Callahan, 2010; Oh, 1998) 자녀의 우울증상에 어머니의 과보

호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어머니의 과보호는 중학생 자녀의 기본심리욕구에도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는데,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 유

능감, 관계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자율성은 행동의 주체

로써 행동의 조절자이기를 바라며 결정에 대한 자유를 원하

는 욕구이고, 유능감은 자신이 유능하거나 효율적이라고 느끼

는 욕구이며, 관계성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이다

(Deci & Ryan, 1985). 어머니의 과보호와 중학생 자녀의 기본

심리욕구와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중학생 자녀가 어머니의 과보호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율

성이 낮고(Chun, 2012),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고(Jeong & Oh, 2016), 초기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

학년 자녀에게도 열등감을 갖게하며 자기유능감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S. Lee & Choi, 2006).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

면 어머니의 과보호가 중학생 자녀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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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본심리욕구는 우울증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 자

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능력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 우울

에 영향을 미치고(Holmbeck et al., 2002), 낮은 자율성이 우울

증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Ma & Son, 2012). 또한 

유능감은 미래의 우울증상을 예측하는 변인이며(Veronneau, 

Koestner, & Abela, 2005),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이 결여되었

다고 지각하는 것은 우울증상과 부적상관을 보였다(Yi & Lee, 

2009). 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의 또래지지(Choi & Kim, 2015)

와 부모지지(Ha, 2004), 대인관계(Jeong & Oh, 2016)도 우울증

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기본심리욕구

의 각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은 우울증상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어머니의 높은 과보호는 중학

생 자녀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욕구를 낮추고, 낮은 자율

성, 유능감, 관계성 욕구는 다시 우울증상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즉, 모의 과보호와 중학생 자녀의 우울증상과의 관

계를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가 매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매개모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

회적 환경인 가정이 기본심리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며, 이

러한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내적동기와 내면화 과정의 발

달에 중요하다(Joussemet, Landry, & Koestner, 2008). 그러나 부

모의 통제적 양육으로 인해 자녀의 자율성을 억압당하면 내적

동기와 내면화과정을 발달시키지 못해 결국 부적응적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H. Lee, 2013). 더욱이 자율성 욕구 충족은 다른 

두 가지 욕구 충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Deci et al., 2006) 이

러한 통제적인 부모양육은 기본심리욕구 세 가지 욕구 충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내면화과정의 잘 발달되지 

않으면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 중 세 변인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전무하고, 유사한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

본심리욕구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관련 변인간의 단편적인 관계만을 검증하였다는 제한점이 제

기된다. 더욱이 과보호 요인과 우울증상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두 변인의 관련성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는데(B. 

K. Kim & Min, 2006), 이는 중학생 자녀의 우울증상을 유발하

는 원인이 부모의 양육적인 측면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음

을 시사한다. 실제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양육 변인 이

외에도 청소년의 성격소질, 자아정체감과 같은 청소년의 개인

내적 변인을 통해 우울증상이 유발될 수 있음을 밝혔다(H. Y. 

Lee & Ha, 2015; M. S. Park & Ha, 2011). 이는 부모양육이라는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개인내적 변인을 함께 고려

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더욱이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도 서로 구

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세 가지 하위요인들의 매개경

로가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어머니의 과보호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

보면 자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여

학생보다 남학생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과잉기대를 더 높

게 지각하고(J. Jung & Kim, 2011), 과보호는 남자의 경우와 

달리 여자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Moon & Oh, 

2002), 남자의 경우 부모의 과보호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방임만이 우울, 불안에 유의한 영향

력이 나타났다(Do, 2008). 또한 남자는 어머니의 ‘의존성을 조

장하는 과보호’가 관계지향성을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주었

고, 여자는 어머니의 ‘통제적 과보호’가 성취지향성을 매개하

여 우울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여 자녀의 성별에 따라 매개경

로도 다르게 나타났다(Oh, 1998). 이러한 원인을 추론해보면, 

첫 번째는 남녀의 발달적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남아에 비해 여아가 사춘기에 빠르게 진입하며, 이로 인해 

감수성 및 예민함이 증가하여 심리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빈

번하게 느껴 우울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실제로 청소년기

로 진행하면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우울증상이 뚜렷하게 증

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Kovacs, 1996). 또한 청소년

의 성별에 따라 인지적 차이도 나타나는데, 여성이 우울과 같

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자신의 신체감각을 남성에 비해 

더욱 과장하고 심각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H.-Y. Jung, 

Park, & Lee, 2004; Shin, 2000), 불쾌한 경험시 남성에 비해 여

성이 더 많은 반추를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우울증에 더 취약하였다(Nolen-Hoesema & Davis, 1999). 

이렇듯 위의 선행연구에서는 여아의 특성이 남아보다 우울증

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선행연구에

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부모양육태도를 더 거부적이고 제재적

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여아보다 

남아가 더 활동적이고 공격적인 특성을 지녀 부모로부터 더 

통제적이고, 제재적인 양육을 받으며, 그것을 더욱 강하고 부

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기 때문으로 유추하고 있다(Ro & Shim, 

2004).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했을 때 남아와 여아는 발달적, 

기질적 특성이 차이로 인하여 겪는 심리적 경로가 다양할 것

으로 유추된다. 이에 어머니의 과보호가 중학생 자녀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성별에 따라 기본심리욕구의 매개

경로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탐색해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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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중학생의 우울증

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 이 경로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추

가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우

선 발달단계상 부모의 양육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단계에 있는 

중학생의 우울증상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변인과 개인

내적 변인 그리고 그 변인간의 관계를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경로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에 따른 각각의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어머니의 과보호로 중학생의 어떤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되어 

우울증상이 발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매개

역할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우울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기본심리욕구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

해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

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모의 과보호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

향에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모의 과보호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

향에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는 성별에 따라 

어떠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중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사춘기를 전후해서 우울감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Kwak & Mun, 1993), 이러한 사춘기를 겪는 주 대상층이 중학

생 시기로 우울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함에 따라 적극적인 개입

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

집을 위해 경기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2곳에 재학 중인 중학생 

4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347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된 문항이 90% 이상 누락되거나 부모 

동의가 누락된 5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92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남녀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138명(47.3%), 여학생이 154명(52.7%)이었고, 학년 

분포는 1학년 94명(32.2%), 2학년 106명(36.3%), 3학년 92명

(31.2%)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모의 과보호 척도

모의 과보호를 측정하기 위해 Chung (2008)이 개발하고 타당

화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 대상으로 개발된 자기보고식 검사로 하위요

인으로는 과잉교육열로 인한 지나친 기대를 나타내는 ‘과잉기

대’, 지나친 간섭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자율

성 저해’, 자녀에게 지나치게 밀착하여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하는 ‘과잉통제’, 자신의 불안을 자녀에게 투사하여 자녀를 지

나치게 보호하는 ‘과잉보호 및 불안’, 자녀에 대한 과잉애착으

로 인해 지나친 접촉과 과잉 애정을 나타내는 ‘과잉애정’의 5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은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그렇다[4])로 응답하도록 되어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보호 5가지 하위요인을 통합한 총점을 사용

하였고, 모의 과보호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

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 척도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Ryan과 Deci가 2002년에 개

발한 기본심리욕구 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를 M. 

H. Lee와 Kim (2008)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자율성

(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리

욕구가 만족함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각 하위요인별로 6문항

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5

점 리커트 척도(전혀 아니다[1]∼매우 그렇다[5])이다. 본 연구

에서 산출된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

는 .89이었고,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자율성 .74, 유능감 .87, 

관계성 .84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의 각 하위요

인별 총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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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상 척도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Kovacs (1985)가 개발한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Cho와 Lee (1990)가 아동 · 청소년

의 연령에 맞게 번안하고 국내표준화 한 한국어판 소아우울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세∼17세 아동과 청소년에게 실

시할 수 있는 자기보고형 척도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우울감의 심각도에 따라 0–2점까지 채점되며, 

총점의 범위는 0–5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각

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우울증상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경기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2곳을 직

접 방문하여 학교장 및 관계자들에게 연구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한 후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중학교 1–3

학년 학생 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347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90%이상 누락되거나 부모 동

의가 누락된 55부 제외하고, 292부를 자료분석에 포함하였다. 

자료수집과 모든 연구절차는 S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번호 SMWU-1605-HR-020-02).

자료분석 

본 연구는 모의 과보호와 중학생의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성별

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2.0 

(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의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

다. 그 후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고, 모의 과보호가 중학생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 (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성별에 따른 
평균차이 검증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변

수들의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였다.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변인들에서 유의한 

성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자료의 정규성 충족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 왜도, 첨도를 산출한 결과, 과보호 2번 문항을 제

외한 모든 문항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3, 첨도의 절대값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과보호 2번 문항

(“내가 이성친구를 만나러 갈 때 따라 오신다.”)은 이성친구가 

있는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문항으로 보편적으로 관찰되기 

어려운 문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유추

된다. 문항 제외시 과보호척도의 타당도가 확보되기 어려워 

이 문항을 포함해 과보호 총점을 산출하였고, 과보호 총점의 

왜도와 첨도값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cs and Gender Differences for the Variable 

Male
(n = 138)

Female
(n = 154)

Variables M (SD) M (SD) t
Mothers’ overprotection 1.88 (.40) 1.77 (.35) 2.44

Autonomy 3.80 (.64) 3.85 (.65) -0.65

Competence 3.46 (.72) 3.52 (.77) -0.77

Relatedness 3.75 (.64) 3.88 (.67) -1.70

Depressive symptoms 1.45 (.27) 1.46 (.30) -0.46

Note. N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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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과보호, 중학생 자녀의 우울증상, 
기본심리욕구와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인 모의 과보호는 종속변인인 중학생 

자녀의 우울증상(r = .25,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그리고 매개변인인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인 자율성(r = -.39, 

p < .01), 관계성(r = -.14, p < .05)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매개변인인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r = -.50, p < .01), 

유능감(r = -.39, p < .01), 관계성(r = -.47, p < .01)과 종속변인인 

우울증상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모의 과보호와 

유능감(r = -.03, p > .05)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남자중학생의 경우, 독립변인인 모의 과보호가 종속변인인 우

울증상(r = .25, p < .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그리고 매개변인

인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 중 자율성(r = -.39, p < .01)과만 유

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남자중학생의 기본심리욕구 하위

요인인 자율성(r = -.51, p < .01), 유능감(r = -.36, p < .01), 관계성

(r = -.48, p < .01)은 우울증상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여자중학생의 경우, 독립변인인 모의 과보호는 종속변인인 

우울과는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r = .14, p > .05) 그리고 매개

변인인 여자중학생의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 자율성(r = -.37, 

p < .05), 관계성(r = -.21, p < .05)만이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매

개변인인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r = -.49, p < .01), 유능감(r = 

-.41, p < .01), 관계성(r = -.48, p < .01)은 종속변인인 우울증상

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모의 과보호와 중학생 자녀의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과보호와 중학생 자녀의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욕구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 (2013)

가 제안한 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부트

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재추출된 표본 수는 5,000개였으

며, 95%신뢰구간에서 구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

값을 검토하여 0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였다(Shorout & Bogler, 

2002).

Table 2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by Gender

Variables   1   2   3   4   5
1. Mothers’ overprotection — -.37** -.05 -.21** .14

2. Autonomy -.40** — .49** .52** -.49**

3. Competence -.01 .22** — .54** -.41**

4. Relatedness -.04 .34** .62** — -.48**

5. Depressive symptoms .25** -.51** -.36** -.48** —

Note. Males below and females above the diagonal.
**p < .01.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Overprotection and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95% CI

Independent variable Mediating variable Dependent variable Indirect effect SE Boot LLCI Boot ULCI
Mothers’    
   overprotection

→ Autonomy → Depressive 
   symptoms

.16 .03 .06 .17

Mothers’ 
   overprotection

→ Competence → Depressive 
   symptoms

.01 .01 -.01 .03

Mothers’ 
   overprotection

→ Relatedness → Depressive 
   symptoms

.03 .02 .01 .07

Note. N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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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보호→자율성→
우울증상, 과보호→관계성→우울증상의 두 경로에서만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모의 높은 과보호를 받은 중학생은 자

율성 및 관계성이 낮고, 자율성과 관계성이 낮은 중학생일수

록 우울증상이 높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간접경로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과

보호→자율성→우울증상 경로와 과보호→관계성→우울증상 

비교에서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두 매개경로간 유

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자율성을 매개로 한 간접경로 

계수가 관계성을 매개로 한 간접경로계수보다 유의미하게 컸

다. 이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전체 중학생 자녀의 관계성보다 

자율성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쳐 우울증상을 높인다는 것을 의

미한다.

모의 과보호와 중학생 자녀의 우울증상의 관
계에서 성별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과보호와 중학생 자녀의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욕구 하위요인의 매개효과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하

였다. 

Table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남자중학생의 경우 모의 과

보호→자율성→우울증상의 경로에서만 매개효과가 유의하

였다. 즉 모의 높은 과보호를 받은 남자중학생은 자율성이 낮

고, 자율성이 낮을수록 남자중학생의 우울증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자중학생의 경우 과보호

→자율성→우울증상, 과보호→관계성→우울증상의 두 경로

Figure 1. Adolescents’ direct and indirect paths from mothers’ overprotection to their depressive symptoms.

*p < .05. ***p < .001.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Overprotection and Boys’ Depressive Symptoms

95% CI

Independent variable Mediating variable Dependent variable Indirect effect SE Boot LLCI Boot ULCI
Mothers’ 
   overprotection

→ Autonomy → Depressive 
   symptoms

.10 .03 .05 .17

Mothers’ 
   overprotection

→ Competence → Depressive 
   symptoms

-.01 .01 -.02 .02

Mothers’ 
   overprotection

→ Relatedness → Depressive 
   symptoms

.01 .02 -.03 .05

Note. N = 138. 

Mothers’
 Overprotection 

Depressive  
Symptoms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16*** 

.02 

-.01 

-.06* 

-.68*** 

-.21 

-.48*** 

Significant Path 
Nonsignificant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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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모의 높은 과보호를 받은 

여자중학생은 자율성 및 관계성이 낮고, 자율성과 관계성이 

낮을수록 여자중학생의 우울증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중학생 자녀의 우울증상에 미치

는 영향에서 성차에 따른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의 매개효과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과보호에 따른 성별에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

에 따라 어머니의 과보호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과잉기대를 더 

높게 지각하며(J. Jung & Kim, 2011), 부모로부터 더 많은 기대

와 간섭을 받는다고 제시한 연구결과(Sohn et al., 2001)와 불일

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면, 위 선행연구에서

는 부모양육태도 하위요인으로서 과잉기대, 과잉간섭의 요인

으로 과보호가 포함되어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인 

과보호 척도로 자녀에 대한 과잉애착으로 인해 지나친 접촉과 

애정을 나타내는 과잉애정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데 큰 차

이점이 있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애정에 기반한 과보호

는 여자가 남자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J. Kim & Oh, 2011).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여학생의 경우 과

잉애정적 요소를 과보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으로 인해 성

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유추된다. 

둘째, 어머니의 과보호는 중학생 자녀의 우울증상과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의 높은 과보호 경

향이 중학생의 높은 우울증상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자녀의 내재화문제 중 특

히 우울증상과 관련이 있고(H. Y. Kim, 2000), 과보호가 자녀

의 우울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규명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B. K. Kim & Min, 2006). 이처럼 어머니의 과보호를 

받고 자란 청소년 자녀는 스스로 주변의 문제를 처리해 본 경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Overprotection and Girls’ Depressive Symptoms

95% CI

Independent variable Mediating variable Dependent variable Indirect effect SE Boot LLCI Boot ULCI
Mothers’   
   overprotection

→ Autonomy → Depressive 
   symptoms

.11 .05 .03 .24

Mothers’ 
   overprotection

→ Competence → Depressive 
   symptoms

.01 .01 -.01 .05

Mothers’ 
   overprotection

→ Relatedness → Depressive 
   symptoms

.05 .04 .01 .15

Note. N = 153. 

Figure 2. Direct and indirect paths from mothers’ overprotection to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by gender (Boys, left; Girls, right).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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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없어 발달단계에 적합한 과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을 발달시키지 못한다(Wexberg, 1974). 이로 인해 인생에서 어

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열등감에 빠지거나 부모에게 의존적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반복되면서 무기력감을 느끼며 

우울증상이 발현될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는 중학생의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

인 자율성, 관계성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으나, 유능감과

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높은 수준

의 과보호가 중학생의 낮은 자율성, 관계성과 관련됨을 의미한

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어머니의 과보호를 높게 지각할수

록 자율성이 낮으며(Chun, 2012), 과보호를 받은 자녀는 대인

관계와 사회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Chung & Chang, 2008; Jeoung, 2007). 이러한 원인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은 자율성을 획득하

는 것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여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체

적인 책임을 갖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조절할 수 있

다는 신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Chun, 2012). 하지만 어

머니의 과보호는 자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박탈하고 부모

가 자녀를 대신하여 의사결정함으로써 자녀가 자율성을 발휘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

의 과보호는 청소년 자녀의 관계성을 좌절시킬 수도 있는데, 

과보호를 받은 아동은 자기중심성이 강하여 타인을 배려하지 

못해 관계에서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이

다(C.-K. Kim, 2000; A.-C. Park, 1998). 그러나 유능감은 어머니

의 과보호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어머니

의 과보호와 아동기 자녀의 유능감이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다

는 연구(Yi & Lee, 2009)와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대상이 청소년으로 연령

에 따라 유능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유

추된다. 연령과 관련하여 유능감의 특성을 살펴보면, 청소년

이 초등학생보다 더 낮은 유능감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데(Soenens & Vansteenkiste, 2005; Trouiloud, Sarrazin, Bressoux, 

& Bois, 2006). 초등학교 시기에 비해 중학교에서는 교사와 일

대일 접촉이 줄어드는 것에 반해 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학업량

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중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행을 보

다 엄격하게 평가하며, 사회적 비교를 기반으로 한 기준을 사

용한다. 이로 인해 중학교 시기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성적하

락과 자기지각 및 동기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ccles et al., 1993). 이에 청소년 시기의 유능감은 부모의 양육

태도 보다는 학교에서 수행하는 학업능력이나 또래나 교사에 

의한 평가 등이 더욱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 중학생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

능감, 관계성은 우울증상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낮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수준은 높은 우울증상과 관련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욕구가 우울증상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규명된 연구를 지지한

다(Inguglia et al., 2016; S. S. Kim, 2015). 이처럼 청소년의 기본

심리욕구가 좌절되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긴장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대처반응으로 내부로 향하는 우울증상 등이 발

현될 수 있다(Averil, 1983). 구체적으로 자율성과 우울증상이 

관련되는 이유를 발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청소년기는 독립

해나가는 단계로 자율성이 중요한데, 이 시기에 자율성을 만

족시키지 못하면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과 기술이 부족

하여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껴 우울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

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유능감과 우울증상이 관련되는 원인을 

유추해보면, 유능감은 청소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으로 

이러한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지각할 경우 도전적인 상황에 부

딪혔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좌절감

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어 우울증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

다(Yi & Lee, 2009).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관계성과 우울증상

이 관련되는 이유를 유추해보면, 청소년기는 또래관계 및 타

인과의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로써 특히 또래와

의 친밀한 관계와 지지가 중요한데, 이러한 관계는 학교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삶의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Choi & Kim, 2015). 또한 우울은 의존적 우

울과 자기비판적 우울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의

존적 우울은 타인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

에 대한 무력감, 보호와 애정을 원하는 소망을 일컫는다(Blatt, 

1974). 이에 청소년의 관계성의 욕구의 좌절은 타인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켜 의존적 우울증상을 유발

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남녀에 따른 주요 변인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

과,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관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

가 도출되었으나 어머니의 과보호와 우울증상과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의 경우 어머니의 과보

호와 자녀의 우울증상 간의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지만, 

여자의 경우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남자의 경우 부모

의 과보호와 방임적 양육행동 모두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고, 여자의 경우에는 방임만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

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Do, 2008). 다른 선행연구

에서도 남자의 경우 과보호 하위요인 중 과잉기대, 과잉간섭, 

밀착통제, 투사적 과보호, 자녀분리불안이 우울증상과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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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여자의 경우 과보호의 모든 하위요인과 

우울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J. Kim & Oh, 2011).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과 달리 과

보호보다 돌봄과 같은 다른 요인이 우울증상과 연관될 수 있

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Moon, 2004), 어머니의 과보호를 자신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

으로 받아들일 가능성 때문으로 유추된다. 또한 남아에 비하여 

여아를 더욱 보호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양육태도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여아가 부모의 과보호를 상대적으로 

더 수용하여 우울증상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과보호와 우울증

상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자율성과 관계

성이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유능감은 상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

의 높은 과보호가 청소년의 낮은 자율성과 관계성을 통해 우

울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로가 나

타난 원인을 우선 자율성과 관련하여 탐색해보면, 청소년기는 

부모의 의존방식을 벗어나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선택하며 

독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율성 획득이 매우 중요한 과업

이다.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자녀를 대신하여 모든 문제를 해

결해주는 어머니의 과보호는 기본심리욕구 중에서도 자율성

을 저해하는 가장 부정적인 양육방식으로 자녀로 하여금 행동

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고 느끼게 하여 수동적으로만 행동하

게 만들고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여 우울 등의 병리적인 증상

을 가질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유추된다. 어머니의 과보호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관계성도 매개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높은 과보호가 청소년의 관계성 욕구

를 좌절시켜 우울증상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

과는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관

계성을 매개하여 우울증상 완화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연구결

과(Inguglia et al., 2016)와 유사한 맥락이다. 특히 이 두 가지의 

간접 경로 중 자율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간접경로계수가 

관계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간접경로계수보다 유의미하

게 큰 것으로 확인되어, 어머니의 과보호가 우울증상에 미치

는 영향에서 중학생 자녀의 자율성의 중요성이 추가적으로 제

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중학생 자녀의 우울증

상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세 변인들의 역할을 개별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어머니의 과보호가 어떤 경로를 통해 중학생 자

녀의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매커니즘을 구체적

으로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청소년의 우울증상

을 더욱 효과적으로 완화 혹은 예방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감소시키는 것에 더해 청소년의 자율성 

및 관계성을 충족시키는 개입을 통합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적

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어머니의 과보호와 중학생 자녀의 우울증상과의 관계

에서 성별에 따른 기본심리욕구 세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검

증한 결과, 남녀 중학생 모두에게서 자율성이 유의한 매개효

과를 나타냈다. 즉, 높은 어머니의 과보호적 경향은 남녀중학

생 모두의 자율성을 저해시킴으로써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관계성의 경우 여자에게서만 유의

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경로의 차이가 나타난 원인

을 탐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여성이 더 관계지향적이며 

대인간 유대 지향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Rose & Rudolph, 

2006) 여자 청소년의 경우 친밀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신뢰를 

중요시하고 관계지향 및 사회화가 더욱 강조됨을 유추할 수 

있다. 더욱이 어머니의 과보호는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지향적인 여자청소년에게 그러한 갈등은 자율

성 욕구 뿐 아니라 관계성 욕구를 더욱 좌절시켜 우울증상을 

유발할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에 남자 청소년은 이러한 사회

화 과정이 덜 강조되기 때문에(Ryan, La Guardia, Solky-Butzel, 

Chirkov, & Kim, 2005) 대인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덜 할 

뿐 아니라 어머니와의 양육적인 갈등이 관계적인 갈등으로 이

어지기보다 남자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 욕구좌절로 이어지게 

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특히 남자 중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행

동통제나 심리적 통제에 대해서 여자 청소년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함에 따라(Reeve & Jang, 2006)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나 강

요적인 태도가 부모와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체성과 통제감을 가질 수 없게 하여 자율성을 더욱 침해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과보호로 인해 발생

된 청소년의 우울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자율성에 초점을 두고, 여자의 경우 자율성과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중학생 자녀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율성과 관계성이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남녀중학생 성

별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녀중학

생 모두 어머니의 과보호와 우울증상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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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를 나타냈고, 여자중학생의 경우 관계성이 추가적으

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중학생 자녀의 우울증

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환경적인 영향인 어머니의 

과보호가 개인내적 변인인 자녀의 기본심리욕구에 어떤 역할

을 하는지, 이로 인해 중학생 자녀의 우울증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였으며, 더 나아가 성별에 따라 

이 경로의 양상이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중학생 자녀의 우울증상을 설명하는데 있

어 기본심리욕구와 같은 개인내적 요인뿐 아니라 어머니의 과

보호라는 환경요인을 함께 고려해서 이해하고 개입해야한다

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남

자중학생의 자율성과 우울증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여자중학생의 경우에는 자율성과 관계성에 부정

적 영향을 미쳐 우울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어

머니의 과보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탐색할 때 자녀의 성별

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과보호적 양육행

동만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우울증상과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태

도에는 과보호적 양육태도 이외에도 돌봄, 방임, 심리적 통제 

등의 다양한 양육태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어머니의 과보

호적 양육태도의 영향만을 탐색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과보

호적 양육태도나 다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및 

우울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지 못하였다. 이에 

다양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와 우울증

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 여자중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과보호와 

여자중학생의 우울증상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본심리욕구를 통한 매개모형은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여자중학생의 우울증상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기 보다는 다른 변인의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유추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후속

연구를 통해 탐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여자중학생의 경우 특

히 어머니의 과보호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있어 다른 매개변인을 포함하여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남자중학생의 경우 모의 과보호와 우울증상과의 관계에

서 자율성만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는데, 유능감, 관계

성의 경우 청소년의 연령, 학년 등의 어떤 다양한 요인으로 인

해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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