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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청소년기는 독립성이 증가하고 자아정체감이 발달되는

시기이며 또한 건강을 강화하거나 건강을 위협할 수 있,

는 건강에 대한 태도가 발달된다 건강(Barnett, 1989).

을 증진시켜주는 생활양식이나 행위들은 유아기와 청소

년기를 통해 학습 유지되어지고 청소년기에 강화되며,

성인기와 성인후기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Jessor, 1991).

성인기에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부터

건강증진행위를 행해야 하므로 간호사는 이 시기에 일생

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수행하도록

도와야 한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정신적인

성숙보다는 신체적인 성숙이 더 빠르며 이러한 불균형은

청소년들이 감정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위험

을 내포하게 되며 저속한 출판물과 각종 대중매체의 영

향과 학업성적위주의 교육방식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

로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약물이나 흡연 음주와 같은,

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하고 있다 등(Gens , 1990).

우리나라 청소년 운동선수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다

양한 역할과 지식을 익히는 학교에서의 전인교육보다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

으며 치열한 경쟁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고된 합, ,

숙훈련 등으로 이 들은 발달과정에 따른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만이 가지는 특수한 사회환경적 요인으

로 인한 스트레스도 경험하고 있다(Smoll & Smith,

대중들은 운동선수를 건강한 사람으로 인식하며1990).

이는 신체적 운동이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 증진,

시켜 준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청소년 운동선수들은 과,

중한 스트레스에 대해 일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흡연,

술 약물 등의 건강에 유해한 방법들을 스트레스 대처방,

법으로 쉽게 선택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청소년 운동선수들은 잘못된 식이 습관이

나 약물복용 음주 흡연 등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들, , ,

을 일반 청소년들 보다 더 많이 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등 이와(Reimers , 1990; Lipp & Trimble, 1993)

는 달리 청소년 운동선수들과 일반청소년들의 건강위험

행위의 정도는 차이가 없다는 상반된 보고도 있다

(Dezelsky, 1985).

국내의 경우 일반 청소년들의 건강 흡연 음주 성, , ,

지식과 행동 등의 많은 국내 연구들은 있지만 청소년 운

동선수들의 스트레스나 약물오남용에 대한 단편적인 연

구가 있을 뿐이용근 이덕찬 건강위험( , 1994; , 1994)

행위 전반에 대한 연구나 스트레스 증상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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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스트레스 증상

과 건강위험행위 정도를 대학 입시로 인해 과중한 스트

레스를 경험하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생과 비교해 알아봄

으로써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며 미래의 국민건강의 주역

인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연구목적2.

본 연구는 체육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스트레스와 건강

위험행위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스트레스와 건강

위험행위에 관한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체육고등학교 남학생과 인문계 고등학교 남학생의 신1)

체적 스트레스 증상과 건강위험행위 정도를 알아본다.

체육고등학교 남학생과 인문계 고등학교 남학생의 신2)

체적 스트레스 증상의 차이를 알아본다.

체육고등학교 남학생과 인문계 고등학교 남학생의 건3)

강위험행위의 차이를 알아본다.

체육고등학교 남학생과 인문계 고등학교 남학생의 신4)

체적 스트레스 증상과 건강위험행위 간의 관계를 알

아본다.

Ⅱ 연구 방법.

연구대상1.

연구대상은 연구자가 임의표본추출하여 경기도 소재

개 체육고등학교 남학생 명과 서울시 소재 개 인1 160 1

문계 고등학교 남학생 명 총 명이었다147 , 307 .

연구도구2.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1)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은 년 미국 워싱턴대학교1977

간호대학 스트레스 반응 관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문94

항의 스트레스 증상 척도(Symptoms of Stress: SOS)

를 이소우 가 번역한 도구 중 신체적 반응만을 사(1992)

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말초혈관증상군 심폐증상군 각성증‘ ’, ‘ (ⅠⅡ

상군 상기도 증상군 중추신경계증상군 위장관계증, )’, ‘ ’, ‘

상군 근육긴장증상군의 개 하위척도 총 문항으’, ‘ ’ 6 , 45

로 구성된 점 척도로서 지난 주 동안 각 증상에 대5 2

한 경험정도를 전혀 없다 점에서 매우 자주 있다‘ ’ 0 ‘ ’ 4

점에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이었다Cronbach's 0.94 .α

건강위험행위2)

건강위험행위는 김미정 이 의(1999) Hodges(1992)

건강위험행위도구를 수정보안한 것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이 도구는 흡연 문항 음주 문항 체중조절 문. 2 , 4 , 3

항 약물오남용 문항 안전사고 문항 총 문항의, 9 , 13 , 31

점 척도로서 현재 안한다생각해 본적도 없다 생각해6 ( ,

봤으나 하지 않았다 기회가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 과거, ,

에는 했으나 현재는 안한다 점 현재 가끔한다 점) 1 , 2 ,

현재 자주한다 점으로 구성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3

건강위험행위를 많이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이었다Cronbach's 0.72 .α

자료수집방법3.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자료수집을 하2000 11 1 11 30

였다 이 기간은 정규시험과 운동시합이 없는 기간으로.

특히 학년은 대입 수능시험이 끝난 후 자료수집을 하여3

특정 시험과 경기에 따른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끼지 않

는 기간에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후 연구목적을 설명

한 후 담임선생님이나 학과담당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배

부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수거하였다.

체육고등학생은 학교 전교생 명을 대상으로 자료206

를 수집한 후 여학생과 성별을 기록하지 않은 명을 자59

료를 제외한 명 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인147 (71.4%)

문계 고등학생은 학년 학급 학년 학급 학년 학1 1 , 2 2 , 3 1

급의 학생 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명161 160 (100%)

모두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방법4.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 및

건강위험행위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체육고등학교 학생과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X2 와-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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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스트레스 증상과 건강Fisher's exact test, t-test ,

위험행위 정도의 차이는 와t-test X
2

로 신체적 스-test ,

트레스 증상과 건강위험행위간의 관계는 Pearson

로 분석하였다correlation coefficient .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세이었으며 종교를 가지고16.9

있는 경우가 전체 이었고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62.6% ,

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보통이다고 한59.5%,

경우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한 경우는31.4%,

보통이다고 한 경우는 교우관계가 좋34.0%, 49.0%,

다고 응답한 경우는 보통이다고 한 경우는76.6%,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좋다고 한 경우는21.5%,

보통이다고 한 경우는 이었다 이상의31.4%, 57.5% .

일반적 특성에 대한 체육고등학교 학생과 인문계고등학

교 학생들간의 차이는 없었다 표< 1>.

그러나 학업성적이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체육고등‘ ’

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가 로 두 군간의5.5%, 16.0%

차이가 있었으며(X
2

자신들의 건=10.78, P=0.005),

강상태에 대해서 건강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체육고등학

교가 인문계 고등학교가 로 두 군간의77.4%, 59.8%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구분
체육고

N(%)/M±SD

일반고

N(%)/M±SD

계

N(%)/M±SD
t/x2 P

연령 16.86±0.83 16.86±0.84 16.87±0.84 0.02 0.981

종교 유 89( 61.8) 100( 63.3) 189( 62.6) 0.07 0.790

무 55( 38.2) 58( 36.7) 113( 37.4)

계 144(100.0) 158(100.0) 302(100.0)

학업성적 상 8( 5.5) 25( 16.0) 33( 10.9) 10.78 0.005

중 82( 56.6) 90( 57.7) 172( 57.2)

하 55( 37.9) 41( 26.3) 96( 31.9)

계 145(100.0) 156(100.0) 301(100.0)

건강상태지각 건강하다 113( 77.4) 95( 59.8) 208( 68.2) 15.11 0.001

보통이다 30( 20.6) 46( 28.9) 76( 24.9)

건강하지 못하다 3( 2.0) 18( 11.3) 21( 6.9)

계 146(100.0) 159(100.0) 305(100.0)

질병 유 16( 11.2) 7( 4.4) 23( 7.6) 4.86 0.028

무 127( 88.8) 151(95.6) 278( 92.4)

계 143(100.0) 158(100.0) 301(100.0)

수면시간 7.40±1.17 6.63±1.38 6.99±1.34 5.27 0.0001

가족관계 만족한다 92( 62.6) 90( 56.6) 182( 59.5) 3.30 0.193

보통이다 46( 31.3) 50( 31.5) 96( 31.4)

불만족하다 9( 6.1) 19( 11.9) 28( 9.1)

계 147(100.0) 159(100.0) 306(100.0)

학교생활 만족한다 44( 29.9) 60( 37.7) 104( 33.9) 5.23 0.073

보통이다 82( 55.8) 68( 42.8) 150( 49.1)

불만족하다 21( 14.3) 31( 19.5) 52( 17.0)

계 147(100.0) 159(100.0) 306(100.0)

교우관계 좋다 115( 78.2) 120( 75.0) 235( 76.6) 5.63 0.063*

보통이다 32( 21.8) 34( 21.2) 66( 21.5)

좋지않다 0( 0.0) 6( 3.8) 6( 1.9)

계 147(100.0) 160(100.0) 307(100.0)

교사와 관계 좋다 40( 27.2) 56( 35.2) 96( 31.4) 2.34 0.310

보통이다 89( 60.5) 87( 54.7) 176( 57.5)

좋지않다 18( 12.3) 16( 10.1) 34( 11.1)

계 147(100.0) 159(100.0) 306(100.0)

결과임 무응답자 있음*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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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었고(X
2

질병을 가지고=15.11, P=0.001),

있는 경우는 체육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가11.2%,

로 두 군간의 차이가 있었다4.4% (X
2
=4.86, P=

질병의 종류로는 위장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0.028). ,

환 피부질환 등이었다 또한 수면시간은 체육고등학교, .

학생이 시간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시7.40 6.63

간보다 많았다 표(t=5.27, P=0.0001)< 1>.

이상의 결과로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

생들에 비해 학업성적은 뒤떨어져있으나 자신은 건강하

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면시간은 체.

육고등학교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많았으

며 질병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2.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은 체육고등학교 학생이 0.97

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점이었으나 두 군간의, 1.09

차이는 없었다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의 하위영역인 말.

초혈관 증상은 체육고등학교 학생이 점 인문계 고1.10 ,

등학교 학생이 점이었으며 심폐증상 각성증상은1.24 ( )Ⅰ

체육고등학교 학생이 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1.18 ,

점 심폐증상 상기도 증상은 체육고등학교 학생1.33 , ( )Ⅱ

이 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점 중추신경1.18 , 1.33 ,

계 증상은 체육고등학교 학생이 점 인문계 고등학0.90 ,

교 학생이 점 근육긴장은 체육고등학교 학생이0.85 ,

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점으로 두 군간의0.92 , 1.06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위장관계 증상은 체육고등학교.

학생이 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점으로 두0.83 , 0.98

군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t=1.97, P=0.0498)< 2>.

체육고등학교 학생의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 중 심폐증

상 상기도 증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다( )Ⅱ

음으로는 말초혈관증상 심폐증상 각성증상 근육긴, ( ),Ⅰ

장 중추신경계 증상 위장관계 증상 순이었나 인문계 고, ,

등학교 학생의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은 심폐증상 상기(Ⅱ

도 증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말초혈관증상 근육긴장 심폐증상 각성증상 위장관, , ( ),Ⅰ

계 증상 중추신경계 증상순이었다 표, < 2>.

이상으로 체육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모두

심폐증상 상기도 증상을 가장 많이 경험하며 체육고등( )Ⅱ

학교 학생은 위장관계 증상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중

추신경계 증상을 가장 적게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학생수가 체육고등학교가 더

많은데 비해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 중 위장관계 증상에

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더 많이 호소한 것은 아마도 체육

고등학교 학생들의 질병이 경미한 증상을 가진 질병이며

매일매일의 운동으로 스트레스 증상이 완화되는 반면 인

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

앉아 생활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박선남 의 청소년 남자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한(2001)

연구에서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 점수가 인데0.85-0.94

비해 본 연구에서는 로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 점수0.97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위험행위3.

건강위험행위는 체육고등학교 학생이 점 인문계1.10 ,

고등학교 학생이 점으로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1.10 .

건강위험행위의 하위영역인 흡연에 대해서는 체육고등학

교 학생이 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점 음1.20 , 1.28 ,

주에 대해서는 체육고등학교 학생이 점 인문계 고1.21 ,

등학교 학생이 점 약물오남용에 대해서는 체육고등1.25 ,

학교 학생이 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점1.09 , 1.08 ,

사고관련행위에 대해서는 체육고등학교 학생이 점1.06 ,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점으로 두 군간의 차이는1.06

표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 2>

체육고 일반고 t P

전체 0.97±0.56 1.09±0.54 1.79 0.0742

말초 혈관 증상 1.10±0.63 1.24±0.67 1.91 0.0574

심폐 증상 Ⅰ 1.01±0.76 1.03±0.76 0.21 0.8374

심폐 증상 Ⅱ 1.18±0.69 1.33±0.67 1.84 0.0665

중추신경계 증상 0.90±0.81 0.85±0.67 0.60 0.5467

위장관계 증상 0.83±0.66 0.98±0.66 1.97 0.0498

근육긴장 0.92±0.71 1.06±0.75 1.76 0.0802

심폐증상 각성증상:Ⅰ

심폐증상 상기도 증상: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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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그러나 체중조절에 대해서는 체육고등학교 학생.

이 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점으로 두 군1.08 , 1.03

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t=3.20, P=0.0016)< 3>.

김미정 의 일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999)

에서의 건강위험행위는 전체가 점 흡연 점 음1.11 , 1.22 ,

주 점 약물오남용 점 사고관련행위 점1.16 , 1.11 , 1.08 ,

체중조절은 점으로 전체 점수는 본 연구와 비슷한1.06 ,

반면 음주관련행위는 본 연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체중

조절은 인문계 고등학생의 점수가 낮게 나왔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은 남학생이며 김미정의 연구대상은 여학생

이 포함된 연구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은 대학 운동선수들이 일반Lipp & Trimble(1993)

학생들보다 흡연이나 음주를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으

나 본 연구에서는 흡연이나 음주에 대해서 두 군간의 차

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약물오남용행위에 대해서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던 결과는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Dezelsky(1985)

으나 운동선수들이 일반학생들보다 약물사용을 더 많이

한다는 김회창 김용남(1995), (1998), Ewing(1998),

등 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었다Nattive (1997) .

이는 김회창 김용남(1995), (1998), Ewing(1998),

등 의 연구대상은 합숙훈련이나 가정에Nattive (1997)

서 통학을 하는 개인종목 및 단체종목을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종목의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데 반해 본 연구

는 개인종목이며 합숙훈련을 하는 운동선수들로 교사에

의해 생활지도를 받기 때문에 흡연이나 술 약물사용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사려된다.

체중조절행위에 대해서 체육고등학교 학생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체육고등학교 학생

들의 운동종목이 역도 체조 태권도 유도 육상 펜싱, , , , , ,

복싱 수영 레슬링 등의 체급별 운동종목으로 무엇보다. ,

도 체중조절이 우선되어야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되며 이는 Council on Scientific Affairs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1993) .

본 연구에서 체육고등학교 학생은 건강위험행위 중 음

주에 관련된 행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흡연 관련 행위를 가장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김미정 의 연구에서< 3>. (1999)

일반 중고등학생들이 건강위험행위 중 흡연이 가장 높게

나온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건강위험행위의 각각 문항을 살펴보면,

체중조절행위에 관한 모든 문항에서 이를 경험한 학생이

체육고등학교에서 많았으며 흡연관련 문항 중 하루에 담‘

배 한 두 개피 피우기에서 체육고등학교 학생은 과거에’ ‘

했으나 현재는 하지 않음이 현재 가끔한다가’ 12.4%, ‘ ’

현재 자주한다가 인데 반해 인문계 고등10.3%, ‘ ’ 4.1%

학교 학생은 과거에 했으나 현재는 하지 않음이‘ ’ 7.0%,

현재 가끔한다가 현재 자주한다가 로 두‘ ’ 6.3%, ‘ ’ 13.9%

군간의 차이가 있어(X
2

인문계 고=11.66, P=0.009),

등학교 학생이 흡연을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하루에 담배 한 두 개피 피우는 것을 경험한 학

생이 체육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는26.9%, 27.2

로 나타난 것은 장영희 의 고등학생 흡연경험율% (1995)

나 김회창 의 고등학교 남자 운동선수의 흡45.9% (1995)

연경험율 박성진 의 고등학교 사격선수의36.4%, (1995)

흡연경험율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53.4% .

음주관련 문항 중 무임에서 맥주나 포도주 한 두잔‘

마시기에서는 체육고등학교 학생이 과거에 했으나 현재’ ‘

는 하지 않음 현재 가끔한다 현재 자’ 15.2%, ‘ ’ 39.3%, ‘

주한다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과거에 했으나’ 7.6%, ‘

현재는 하지 않음 현재 가끔한다 현’ 10.1%, ‘ ’ 31.5%, ‘

재 자주한다 로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음주’ 9.4%

경험자가 체육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는62.1%,

로 장영희 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음주 경51.0% (1995)

험율 와 김회창 의 고등학교 남자 운동선수57.3% (1995)

의 와 비교해 보면 체육고등학교 학생의 맥주나47.8%

포도주에 대한 음주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박성진

연구의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1995) 70.8% .

독한 술소주 위스키 마시기에서 체육고등학교 학생은‘ ( , ) ’

과거에 했으나 현재는 하지 않음이 현재 가끔‘ ’ 10.3%, ‘

한다가 현재 자주한다가 인데 반해 인문’ 7.5%, ‘ ’ 3.4%

계 고등학교 학생은 과거에 했으나 현재는 하지 않음이‘ ’

현재 가끔한다가 현재 자주한다가11.3%, ‘ ’ 18.1%, ‘ ’

로 두 군간의 차이가 있었다5.7% (X
2
=11.66, P=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독한 술에 대한 음주0.009).

경험률이 로 체육고등학교 학생의 보다 높34.6% 21.2%

았으나 장영희 의 연구에서의 음주 경험률에 비해(1995)

서는 낮게 나타났다.

사고관련행위에서 기물파괴나 남의 물건 훔기기 등의‘

법어기기 에서는 체육고등학교 학생이 과거에 했으나’ ‘

현재는 하지 않음이 현재 가끔한다가’ 8.3%, ‘ ’ 0.0%,

현재 자주한다가 인데 반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 0.7%

은 과거에 했으나 현재는 하지 않음이 현재 가‘ ’ 15.7%, ‘

끔한다가 현재 자주한다가 로 두 군간의’ 1.3%, ‘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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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었다(X
2

즉 인문계 고등=6.94, P=0.043).

학교 학생이 체육고등학교 학생보다 과거에 더 많이 법

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출하기에서는 체육고. ‘ ’

등학교 학생이 과거에 했으나 현재는 하지 않음이‘ ’

현재 가끔한다가 현재 자주한다가19.9%, ‘ ’ 1.4%, ‘ ’

인데 반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과거에 했으나0.0% ‘

현재는 하지 않음이 현재 가끔한다가’ 6.3%, ‘ ’ 0.6%,

현재 자주한다가 로 두 군간의 차이가 있어‘ ’ 0.6%

(X
2

체육고등학교 학생이 과거에=13.969 P=0.001),

더 많이 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과 건강위험행위간의 관계4.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은 건강위험행위와 낮은 정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건강위험행위(r=0.19, P=0.0020),

의 하위영역인 흡연 음주 약물오남용 사고관련행위와, , ,

낮은 정 상관관계가 있었다(r=0.13, 0.14, 0.12,

표0.18, P=0.0343, 0.0211, 0.0411, 0.0033)< 4>.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과 체중조절과는 관련이 없었다.

스트레스와 흡연 음주 약물오남용 사고관련행위간, , ,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이전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

과를 보였다조명희 주혜경( , 1993; , 1994; Bonaguro

& Bonaguro, 1987; Hoffmann & Su, 1998;

Aseltine & Gore, 2000)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과 체중조절과는 상관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체중조절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며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의 운동종목

들이 수영 체조 조정 역도 유도 태권도 육상 사격, , , , , , , ,

펜싱 복싱 레슬링 사이클 등의 체중에 따른 체급별 운, , ,

동종목으로 운동의 체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중조절

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체중조절.

과 관련된 건강위험행위는 청소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것에 비추어 볼

때 본 스트레스와 체중조절과의(Beth et al., 1998),

상관관계가 없다는 본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모두 남학생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청소년 운동선수의 스트레스와 건강위

험행위가 일반 청소년들과 비슷한 정도임을 알 수 있었

으며 이는 일반 청소년들 못지않게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스트레스 관리나 건강위험행위 예방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 운동선수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

발시에는 스트레스 관리와 잘못된 체중조절법 등에 중점

을 두어 개발하여야 하겠다.

Ⅳ 결론 및 제언.

결론1.

본 연구는 청소년 운동선수의 스트레스와 건강위험행

위를 일반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청소년 운동선수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 개 체육고등학교 남학생1

명과 서울시 소재 개 인문계 고등학교 남학생160 1 147

명 총 명이었으며 이소우 의 신체적 스트레스, 307 (1990)

증상과 김미정 의 건강위험행위 척도를 이용하여(1999)

스트레스와 건강위험행위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

표 건강위험행위< 3>

체육고 일반고 t P

전체 1.10±0.10 1.10±0.11 0.20 0.8446

흡연 1.20±0.41 1.28±0.58 1.41 0.1585

음주 1.21±0.30 1.25±0.37 0.97 0.3336

체중조절 1.08±0.18 1.03±0.10 3.20 0.0016

약물오남용 1.09±0.10 1.08±0.09 1.13 0.2590

사고관련행위 1.06±0.09 1.06±0.07 0.13 0.8966

표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과 건강위험행위간의 관계< 4> (N=307)

건강위험행위

전체 흡연 음주 체중조절 약물오남용 사고관련행위

신체적

스트레스증상

0.19

(0.0020)

0.13

(0.0343)

0.14

(0.0211)

0.10

(0.0893)

0.12

(0.0441)

0.18

(0.0033)

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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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은 체육고등학교 학생과 인문계1)

고등학교 학생간 차이가 없었다.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의 하위영역인 위장관계 증상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체육고등학교 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모두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 중 심폐증상 상기도 증상을 가장( )Ⅱ

많이 경험하며 체육고등학교 학생은 위장관계 증상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중추신경계 증상을 가장 적

게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강위험행위는 체육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학2)

생간 차이는 없었다.

건강위험행위의 하위영역인 흡연 음주 약물오남용, , ,

사고관련행위에 대해서는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체중조절에 대해서는 체육고등학교 학생이 인문계 고

등학교 학생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고등학교 학생은 건강위험행위 중 음주를 인문,

계 고등학교 학생은 흡연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은 건강위험행위와 낮은 정 상3)

관관계가 있었으며 건강위험행위의 하위영역인 흡,

연 음주 약물오남용 사고관련행위와 낮은 정 상관, , ,

관계가 있었다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과 체중조절과.

는 관련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스트레스와 건강

위험행위는 일반 청소년들과 비슷한 정도임을 알 수 있

었으며 이는 일반 청소년들 못지않게 청소년 운동선수들

의 스트레스 관리나 건강위험행위의 예방의 중요성을 시

사하는 결과라고 본다 또한 청소년 운동선수의 건강증.

진 프로그램 개발시에는 스트레스 관리와 잘못된 체중조

절법 등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여야 하겠다.

제언2.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 체육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1) 1

구로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있어 많은 청

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위험행위에 영향요인으로 스트레2)

스만을 알아보았으나 청소년 운동선수의 건강위험행

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규명할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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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Physical stress symptom, Health

risk behavior, Adolescent athlete

Physical Stress Symptoms and

Health Risk Behaviors

between Adolescent Athletes and

High School Students

Park, Sun-Nam*Moon, Young-Im*

Park, Ho-Ra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physical stress symptoms and health risk

behaviors of adolescent athletes and high school

students as a basis for providing a health

promotion program of adolescent athletes.

The subjects consisted of 160 male students

of a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athletes) in

Kyonggi and 147 male high school

students(non-athletes) in Seoul.

Data was obtained from the physical stress

symptoms and the health risk behaviors

* Nursing Colleg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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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

The result were as follows :

1. Physical stress symptoms didn't mak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GI symptom, as the subscale of physical

stress symptoms of non-athletes were higher

then those of athletes.

The highest ranked physical stress symptoms

in athletes was cardiopulmonary symptom Ⅱ

(upper respiratory symptoms) and in non-

athletes was central-neurological symptoms.

2. Health risk behaviors didn't mak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Weight control, as the subscale of health risk

behaviors of athletes were higher then those

of non-athletes.

The highest ranked health risk behaviors in

athletes was alcohol and in non-athletes was

smoking.

3. There were the low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stress symptoms and health

risk behavi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