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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

소득 및 교육 수준의 변화와 생활 방식의 변화로 급속

한 증가를 초래한 만성 퇴행성 질환은 국민들의 삶의 질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흡연 음,

주 부적절한 식이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바람직하지, , ,

못한 건강행위로 밝혀지고 있으나 이미 형성된 건강행위

패턴은 성인기 이후에는 교정하기 어려운 건강습관이 되

기 때문에 건강증진을 위한 대상은 점차 습관을 형성하

는 시기인 청소년 등 젊은 인구에게로 옮겨지고 있다김(

혜련 신애자, 2000; , 2000; Perry, 1984).

그러므로 청소년의 건강행위는 현재의 건강뿐만 아니

라 평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질적 생활을 좌우 할

만큼 중요하며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박종진 김은애( , 1998; , 1999)

학교를 통하여 집단적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므로 청,

소년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건강행위를 교정하고 좋은 건

강습관을 수립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고 효과적이다김(

우경 권수진, 1999; , 1996).

그러나 청소년기는 인생의 변화단계로 신체 정신 및,

인지 발달과 사회적 요구 등으로 많은 내적 및 외적 스

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며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

우쳐 판단할 경향이 크고 과격하고 격렬한 행동을 표출

하기 쉬운 특수한 발달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른

연령 집단이 경험하지 않는 독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황정규 어느 연령보다 스트레스가 많은 시( , 1990)

기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와 취업.

위주의 교육 과정 때문에 건강한 인생 설계에 대한 자주

적인 의사 결정 긍정적 대처 방식 건강한 생활양식 개, ,

발 등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김춘(

미 최정명과 현혜진, , 2000).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에서 서울 지역 중고

등학생의 는 자살 충동을 가 가출충동의33.2% , 44.5%

경험을 는 학업으로 인한 병리 현상을 경험하는, 82.7%

것으로 나타나문화방송 조선일보 청소( , 2000; , 1998)

년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지각하Walker(1989)

게되면 개인의 나쁘거나 위험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흐리

게 하여 건강행위를 불이행하게 할 수 있어 지각된 스트

레스의 정도가 높으면 건강증진 활동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스트레스의 부.

정적 충격을 완화하며 건강행위를 증진하는데 있어 사회

적 지지가 중요한 변인임이 여러 연구들에서 강조되고

있고강성희 신애현 이경주 한( , 1991; , 1998;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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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철, 1996; Wills, 1990; Dubow & Tisak, 1991)

는 사회적지지 그 자체가 건강행위와 관Langlie(1977)

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 ,

회적 지지 건강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있으나 상,

호 관련적인 개념을 통합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건강행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

청소년들의 건강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사회

적 지지 그리고 건강행위와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건, , ,

강행위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건강행위간의, , ,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청소년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한다.

넷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사회적, ,

지지 건강행위의 차이와 관계를 파악한다, .

Ⅱ 문헌 고찰.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초경 등 성호르몬의 분비와 급

격한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세 정도부11-12

터 시작하여 추상적 사고 능력과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

어지는 세 경 까지를 말한다 이런 청소년기는 신18-20 .

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한꺼번에 큰 폭으로 일어나, ,

게 됨으로서 이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이 과

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한상철( , 1998).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에 대해 김여규 는 위협을(1989)

주는 상황과 이러한 상황에서 경험되는 압력 좌절 갈등, ,

및 불안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라고 하였으며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적응, ,

의 요구를 급증시킴으로 인해 건강문제의 발생이 증가되

므로박성희 오가실과 한정석 청소년기( , 1997; , 1990)

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우리나

라의 지나친 교육열과 사회풍토로 인하여 청소년은 정체

감의 혼란이나 인간성 상실과 같은 사회 정서적 측면의

결함뿐만 아니라 운동부족에 따른 체력 약화와 각종 질

병에 대한 저항력 감퇴 사회 적응력 부족 등과 같은 신,

체적 생리적 발육 발달의 지체를 경험하고 있다문화관, (

광부, 1999).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 연구에서

이정순 의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에 따른(1988)

대응 행동에 관한 고찰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은

자신에 관한 영역이 가장 많았으며 황정규 는 스(1990)

트레스의 양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스트레스 요인의 원천으로는 부모 교사, ,

성적 관련 요인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인간,

관계 신체적 변화에 관련된 것으로 지적하였다 박명재, .

는 중학생은 가족 관계에서 고등학생은 친구문(1993) ,

제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하였고 이경주 는(1997)

청소년은 학업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경험하고

있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고

남학생의 행동문제는 친구 스트레스와 여학생의 행동문

제는 가족 스트레스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신애

현 은 청소년은 학교 가정 친구 건강 신체 진(1998) , , , ,

로 등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그 중에서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경험한다고 하였고 차태경(1997)

은 학교 생활 학업문제 친구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

많이 느끼고 있으며 한편, Natvig, Albrektsem,

은 청소년의 건강에anderssen & Qvarnstrom(1999)

중요한 학교 환경에서의 스트레스 관련 요인들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음을 지적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은 주로 학업성취 자,

아관련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성별 연령별 계열별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며 연구마다, , ,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습관 형성기.

인 청소년기의 건강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

는 것으로 여기에는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물질적, , , ,

도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Cobb

에 이르러서 개념정의 기능 및 효과가 보다 분(1976) ,

명하게 규명되는데 그는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정서적 지지 존중되고 가치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평가적 지지 대화 할 수 있고 상호,

의무가 있는 사회 관계 망에 속한 구성원임을 믿게 해

주는 정보적 지지를 사회적 지지의 개념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주위의 의미 있는 사람들로부터

제공되는 도움으로서 물질적 지지와 정신적 지지로 나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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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이미자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 , 1998)

를 충족시켜주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해줌으로서,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한미현( , 1996).

사회적 지지는 수용된 사회적 지지(received social

와 인지적 사회적지지support) (perceived social

를 포괄하고 있다 수용된 사회적 지지는 자연support) .

적으로 발생되는 도움 행위를 말하며 인지적 사회적 지, ,

지는 필요할 때 제공되어진다고 보는 도움행위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특히 두 가지 사회적 지지의 요소에 관.

해 학자들은 수용된 사회적 지지에 비해 인지적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완

충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있다탁영란과 이은영( , 1999;

인지적 사회적 지지는 스Norris & Kaniast, 1996).

트레스 상황에서 유의한 타자로부터 받은 지지 행동조, (

언 안심으로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의, )

향상과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 발현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많은 선행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Cohen & Wills, 1995; Heller & Swindle, 1983;

Thoits, 1985, 198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 부모 형제, ,

친구 교사 등이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타자이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사람임을 일관 되게 보고

하고 있는데윤혜정 이런 사회적 지지로부터 청( , 1992)

소년이 영향 받는 것은 아직도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지적 구조 형성이 부족하고 환경을 조절하는 인지적,

구조를 포함하는 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변화사건을 처,

리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자아상도 확실하게 형성되

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오가실과 한정석 청소년( , 1990).

의 사회적 지지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외에

도 스트레스 경험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한다고 하였으

며 등 김현숙 은 청소년의 사회(Natvig , 1999) (1998)

적 지지를 높여 줌으로써 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건강위해 행위와 비행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고,

은 청소년의 부모Resnick, Harris & Shew(1997) ,

가족 관계와 지각된 학교 친밀감 즉 사회적 지지가 모든

건강행위에 방어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Borup

은 학업에서의 스트레스를 적게 느낄수록 자신의(1998)

건강을 높게 책정하였고 건강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신애현 은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 (1998)

지와 역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이경주 는 청, (1997)

소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행동문제를 완

화시켜주는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결,

국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수행

하며 건강행위 수행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건강행위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Kasl & Cobb

은 건강행위란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개인이(1986)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질병을 발견하고 예방하려는 목적

을 가지고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년대 중반부터 건강증진 개념이 강조되면. 1980

서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중재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는데,

은 청소년기를 독립성이 증가하여 자아Barnett(1989)

정체성이 개발되는 시기라고 하였으며 이 발달 단계동,

안 건강을 강화하거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건강에 대

한 중요한 태도가 발달된다고 하였다 특히 인지 발달.

중 형식적 조작기 가 이루어지기(Formal Operation)

전에 성인의 건강이나 질병이 없는 상태 등의 추상적 개

념을 강조하는 건강 교육은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기에는 추상적 미래 지향적 사고가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기에 건강한(Susan, 1992).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건강한 생활양식의 필

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들만이 년 이후 사망률 이환1960 ,

율이 감소되지 않은 집단이다 이런 청소년들의 주요 이.

환율 사망률과 관련된 행위의 공통적 주제로 위험 행위,

를 들 수 있는데 인생 경험이 부족한 이들은 현재 또는

잠정적인 건강위해 행위들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그런 해로운 행위들에 관여하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도 년 보건사회 연구원의 연구에서 성인1995

의 식 습관 운동 흡연 음주 수면 등의 건강습관은 주, , , ,

로 청소년기에 습득되어진다고 하였으며 주요 사망원인

인 불의 사고 와 자살 은 음주 폭력 약(47.9%) (7.6%) , ,

물남용 등 건강위해 행위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고하고있

는데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 행동의 양태인 흡연 음주, ,

약물 사용 등은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문제가 닥치면 해결보다는 도피를 위한 행위로써

물질 남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나타나(Jessor & Jessor,

청소년의 건강위해행위와 스트레스가 관계 있음1977)

을 알 수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건강 관리 방법에서.

세 사이의 청소년들은 운동이나 식사조절 같은 특15-19

별한 노력을 기울지 않는다는 대답이 로서 전체55.7%

연령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였는데 이는 과도한 학업부담

과 스트레스로 건강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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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한국청소년개발원( , 1997).

여러 선행 연구에서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

을수록 건강 행위는 증진됨을 알수있다김우경( , 1999;

이미자 홍외현 김정남 및 박영숙 김현, 1998; , , 1999;

숙, 1998; Yarcheski & Mahon 1989; Mulenkamp

이종경과 한애경 조한규와& Sayles, 1986; , 1996;

선우성; 199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건강행위에 스트

레스 사회적 지지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청소,

년 대상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 사회적 지지,

와 건강행위의 관계 스트레스와 건강행위의 관계를 밝,

힌 연구는 있으나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건강, ,

행위와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없어 본 연

구를 시도하였다.

Ⅲ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1.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개 남 녀 인문계 고등4 ,

학교에 재학중인 학년생을 편의 표집 하였다 자료1, 2 .

수집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2000 8 23 2000 9 2

지였으며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총

수집된 부 중 부적절한 자료 부를 제외한 부360 11 349

를 통계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 대상 학교의 보건교사 또는 담

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성실한 응답을 위하여 해당 학과

목 시간에 연구자가 연구 목적과 조사 방법을 설명하고

학생들 자신이 직접 기록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연구도구2.

자료수집에 사용된 도구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18

문항 스트레스 문항 사회적지지 문항 건강행위, 53 , 25 ,

문항으로 총 문항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47 143

스트레스 측정 도구1)

본 연구에서는 이정순 이 개발하여 변영주(1988)

와 신애현 등이 사용하였던 척도를 수정 보(1995) (1997)

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가지 영역학교 가정 대인관계. 5 ( , , ,

자아 환경영역의 점 척도로서 변영주 와 신애현, ) 5 (1995)

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이었(1998) Cronbach's =0.81α

고 본 연구에서의 였다Chronbach's =.89 .α

사회적지지 측정 도구2)

가 개발한Brandt & Weinert(1987) PRQ(Personal

를 탁영란과 이은영Resource Qestionnaire)-partII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1999)

다 총 가지 영역친밀감 지지 자아개념 지지 사회통. 5 ( , ,

합적 지지 양육 지지 지도와 정보의 지지의 점 척도, , ) 7

로 본 연구에서의 이었다Chronbach's =.92 .α

건강 행위 측정 도구3)

등 이 개발한Walker (1987) HPLP(Health Pro-

의 총 문항을 김은애motion Lifestyle Profile) 47

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가지 영역자아(1999) . 6 (

실현 건강 책임 지지적 대인 관계 운동 영양 스트레, , , , ,

스 관리 의 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4

이었다Cronbach's =.90 .α

자료 분석 방법3.

본 연구는 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SPSS WIN

며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1)

분율을 사용하고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건강행위의, ,

각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건강행위의 관계2) , ,

는 를 이용하여 분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석하였다.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3)

를 이용하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스트레스4) , ,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는 와ANOVA t-test,

을 이용하였다Spearman rho correlation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대상자의 건강행위에 관련된 특성으로는 커피를 전혀

안 마신다는 인 명 일주일에 한번 미만이33% 5 , 44.4%

인 명 일주일에 한잔 이상이 인 명 하루155 , 19.2%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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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잔이상이 인 명이었다 음주에 대한 항목에3.2% 11 .

서 술을 전체 학생의 인 명이 마신다고 응답하38.7% 135

였고 인 명이 안 마신다고 응답하였다 술을59.0% 206 .

마시는 빈도는 전체 학생의 인 명이 가끔 마신28.4% 99

다 였고 한 달에 한번 또는 그 이상이 인 명이5.7% 20

었고 일주일에 한번 또는 그 이상이 인 명이었3.5% 12

다 술을 처음 마신 경험은 초등학교 학년이하가. 6

인 명이었고 중학교 학년이 인 명12.9% 45 1 4.6% 16 ,

중학교 학년이 가장 많은 중학교 학년이2 22.3%, 3

인 명 고등학교 학년이 인 명 고등7.7% 27 , 1 13.5% 47

학교 학년이 인 명이었다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2 2.6% 9 .

응답에서는 전체 학생의 인 명이 담배를 피운다8.9% 31

였고 피우지 않는 학생은 인 명이었다 담배의90% 314 .

경험은 인 명의 학생이 피운 적이 있었고30.1% 105

인 명이 경험이 없었다 흡연의 빈도는 가끔 피63% 220 .

운다가 인 명 하루에 일회이상이 인 명1.4% 5 , 6.9% 24

이었다 흡연의 첫 경험은 초등학교 학년 이하가. 6 5.4%

인 명 인 명이 중학교 학년 인 명19 , 1.4% 5 1 , 11.2% 39

으로 중학교 학년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 학년 고등학2 3 ,

교 학년이 각각 인 명 고등학교 학년이1 5.2% 18 , 2

으로 명이었다 여기서 중학교 학년 때 음주와2.6% 9 . 2

흡연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어 적절

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년 청소년 대상의 통계에 의하면 년에 비1999 1991

해 흡연 경험율이 에서 로 음주의 경험 율26.8% 44.4%

은 에서 로 많은 증가를 나타난 것문화방34.8% 60.9% (

송 과 서울시내 고등학생의 가 한 달에 한번, 2000) 43%

이상 는 한 달에 네 번 이상 술을 마신다고 한캠, 11% (

퍼스저널 조사에 비하면 낮은 비율로 볼 수 있는, 1999)

데 이는 발달적 지역적 학년별 차이가 있는 서울시 소, ,

재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표본의 특성 때문으

로 생각된다.

연구 변수의 서술적 통계2.

대상자의 총 스트레스의 평균은 점 평139 (±28.23),

균 평점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2.68/5(±.74), 118.79

점 평균 평점 건강행위의(±21.64), 4.87/7(±1.08),

평균은 점 평균 평점117.74 (±16.44) 2.50/4(±.55)

으로 나타났다.

연구 변수의 하부 영역별 서술적 통계에서 스트레스,

는 환경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학교 스트레스 자아스(3.33/5±.82), (2.94/5±.74),

트레스 대인 스트레스 가정(2.60±.76), (2.37±.68),

스트레스가 순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사2.27/5(±.72) .

회적 지지의 하부 영역 별 서술적 통계는 지도 정보의

지지는 친근감 지지는5.16(±1.18), 5.11(±1.18),

사회통합적 지지는 가치 지지는4.82(±1.08), 4.64(±

로 양육의 지지는 순으로 인지하1.01) 4.58/7(±.98)

고있었다 건강행위의 하부 영역별 서술적 통계에서는.

대인관계에 관한 건강행위가 자아실현 건2.98(±.54),

강행위는 스트레스 관리 건강행위는2.88(±.49),

영양에 관한 건강행위는 건2.63(±.52), 2.61(±.82),

강책임 건강행위는 운동 영역의 건강행위2.36(±.52),

는 로 가장 낮게 수행하고 있었다1.99(±.39) .

표 연구 변수의 하부 영역별 서술적 통계< 1>

변수 평균표준편차( )

스트레스 2.68/5(± .74)

학교 관련 2.94/5(± .74)

가정 2.27/5(± .72)

대인관계 2.37/5(± .68)

자아 2.60/5(± .76)

환경 3.33/5(± .82)

사회적 지지 4.86/7(±1.08)

친근감 5.11/7(±1.18)

사회통합 4.82/7(±1.08)

양육 4.58/7(± .98)

가치 4.64/7(±1.01)

지도 정보 5.16/7(±1.18)

건강행위 2.50/4(± .55)

자아실현 2.88/4(± .49)

건강책임 2.36/4(± .52)

운동 1.99/4(± .39)

영양 2.61/4(± .82)

스트레스관리 2.63/4(± .52)

대인관계 2.98/4(± .54)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건강행위와의 관계3. , ,

대상자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건강행위와의 상관, ,

관계는 표 과 같다< 2> .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 를 보여 청소년의 인지적(r=-.260)

사회적 지지가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감소함을 알

수 있었고 스트레스와 건강행위와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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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역상관관계 를 보여 스트레스가 많을수(r=-.239)

록 건강행위 수행정도는 낮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행위와의 관계는 로 유의한r=.511

순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건강행위간의 상관관계< 2> ,

스트레스 사회 적지지

사회적 지지 -.260**

건강 행위 -.239** .511**

**P<.01

일반적 특성과 연구 변수와의 관계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있어서

는 대상자의 성별 신장 체중(r=.158), (r=-.184),

학년 가정의 경제력(r=-.128), (r=-.174), (r=-.124),

음주 빈도 가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r=.208)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의 차이 는 남학생이 평균(t=8.59, p=0.004) 137.23

점 여학생이 점으로 여학(±26.17) , 146.58(±31.13)

생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여.

학생 모두 환경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

며 환경스트레스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3.33±0.81),

없었다 그 다음으로 학교 스트레스 자아. (2.94±0.74),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2.60±0.75), (2.36±0.68),

가정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스(2.26±0.71) .

트레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이 스트레스

를 더 지각하고 있으며 학교 스트레스(t=3.66, p=

대인 스트레스 자아 스트0.00), (t=1.99, p=0.047),

레스 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의미(t=3.05, p=0.002)

있게 높게 지각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서 대

상자의 학년 종교 음주 빈도(r=.158), (r=.122), (r=

경제력 이 사회적 지지와 통계적으로-.178), (r=.186)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위의 관계에 있어서는

형제 순위 종교 가정의 경제력(r=.133), (r=.119),

아버지 직업 아버지의 학력(r=.225), (r=.175), (r=

어머니의 학력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169), (r=.123)

관계가 있었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건강 행위의 모형5. , ,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건강행위 관련 일반, ,

적 특성의 회귀 분석 결과 모형은 그림 와 같다< 1> .

건강행위에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509), ( =β β

가 영향을 주었고 사회적 지지에 스트레스-.232) ( =β

가 영향을 주었다-.282) .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을 회귀 분석한

결과 음주빈도 신장 학년( =.208), ( =-.184), ( =β β β

성별 경제력 이 영향을-.183), ( =.161), ( =-.122)β β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 빈도가 많을수록 학. , 2

년보다 학년학생이 신장이 작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1 , ,

생이 가정의 경제력이 나쁠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을 회귀 분석

한 결과 학년 경제력 음주빈도( =.198), ( =-.181),β β

학년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71) .β

가정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음주 빈도가 적을수록 학, , 1

년 보다 학년 학생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인지하는 것2

으로 나타났다.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을 회귀 분석한

결과 경제력 아버지의 직업 아( =.218), ( =-.170),β β

버지의 학력 형제순위 어머니의( =.168), ( =.135),β β

학력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19) .β

가정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아버지 직업이 전문 관리직,

인 경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형제자매가 없는 독자, ,

녀 인 경우가 건강행위 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

났다.

Ⅴ 결론 및 제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스트레스정도는 점 만점 중 사회적5 2.68,

지지는 점 만점 중 건강행위는 점 만점 중7 4.86, 4 2.5

로 나타났다.

변수의 하부 영역들의 서술적 통계에서는 환경 영역과

학교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경험하였고 사회적 지지의

하부영역에서는 지도정보 지지와 친근 지지를 높게 가,

치 지지를 가장 낮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건강행위에서는

대인관계와 자아실현 영역에서의 건강행위를 높게 수행

하였고 운동영역과 건강책임 영역에서의 건강행위를 가

장 낮게 수행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 를 스트레스와 건강행위(r=-.260) ,



성별

신장

학년

음주빈도

경제력

형제순위

아버지 직업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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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r=

사회적 지지와 건강행위와의 관계는-.239), (r=.511)

로 유의한 순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연구 변수와 성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만이 차이가 있

었고 사회적 지지와 건강행위는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건강행위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가 의 설명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26.3%

며 스트레스는 의 영향을 미쳤다1.3% .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하부 영

역과 성별의 차이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환경

스트레스를 제외한 학교 대인 자아 스트레스를 유의하, ,

게 높게 경험하며 신장과 체중이 적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학년 학생들이 학년 학생보다 스트레스를1 2

더 많이 경험하며 가정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적게 경험하고 있었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음

주의 빈도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는 학년 학생들1

이 학년 학생들 보다 사회적 지지를 더 경험하며 종교2

가 있는 학생들이 종교가 없는 학생들보다 사회적 지지

일반적 특성

** p<.01 * p<.05

그림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건강행위의 관계 모형< 1> , ,

건강행위

사회적 지지

=-.184β ＊＊

=-.183β
＊＊

=.168β ＊＊

=.170β ＊＊

=.135β
＊

=.171β ＊＊

=-.122β ＊

=.208β
＊

=-.282**β

=-.232**β

=.218β
＊＊

=.509**β

=-.181β ＊

=.161β
＊＊

=.198β ＊＊

스트레스

=.119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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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경험하며 음주의 빈도가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는

적게 경험하며 가정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위의 관계에서 형제 자매가 없,

는 학생들이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보다 종교가 있는 학,

생들이 종교가 없는 학생들보다 아버지의 직업이 고학,

력 전문직인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고학력인 경우 건강

행위 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행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와 건강행위와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지를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행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와 건강행위와 스트레스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서 청소년의 스트레스 감소와 건강행위

증진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건강행위와 건강위해행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모 학교 및 현재 실행중인 지,

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단위 모임 특히 최근의 연구 결,

과 문화체육부 에 의하면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 1995)

청소년 상담이 전화 상담에 비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높

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인터넷 등을

이용한 상담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지원 등이 요구되

며 청소년들의 성별 가정의 환경 정신 신체적 발달과, ,

사회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실제적인 사회적 지지 프로

그램 개발에 노력하며 학교 특별활동의 활성화와 청소년

들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및 환경 정화 청소년들의,

가치 지지 가치관 정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아울러 건강행위 영역에서의 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학교

보건교육 프로그램들의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의 정부

차원에서의 육성정책 등이 요구된다고 본다 아울러 청.

소년들의 원만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솔

선하여 모범적인 건강문화를 선도하며 청소년의 이해와

그들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위해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고 지

역별 발달적 단계별초기 중기 후기 계열별 차이를, ( , , ),

비교 연구해 보는 반복 연구를 해볼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건강행위와 사회적 지지 도

구는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이므로 우리나라 청소년에 맞

는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반복 연구해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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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Adolescnces' stress, Social

support, Health behavio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of Stress Levels,
Social Support, and Health
Behaviors in the Adolescent

Population

Kim, Young-Ah*

The subjects were 349 high school boys and

girls who were 10th and 11th graders in Seoul,

Korea. Statistical analysis included percentages,

mean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OVA,

t-te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ocial support, stress

reduction and increases in health behavior.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ocial

support, stress, and adolescents health behavior

showed that social support explained 26.3% of

the variance in health behavior, The more social

support subjects experienced more health

behavior level and the less the correlated stress

level. In the area of demographic attributes,

gender, height, weight, grade level, socioeco-

nomic level of the parents, and stres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grade levels, religion,

socioeconomic level of parents and social

support. sibling order, religion, socioeconomic

level of the parents, parents education,

occupation of father. and health behavio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findings indicated

stress was a negative factor in health behavior,

and social support was a positive factor in

reducing stress and promoting health behavior.

To reduce adolescents stress and to promote

health behavior, we should endeavor to develop

realistic social support programs.

* 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