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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인지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

특성들의 대부분이 아동기의 독특한 유형에서 성인기의

유형으로 변화되는 시기이다 때문에 이 시기에 청소년.

은 자아 가족 그리고 동료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에 대한 적응이 요구되는 극적인 도전을 받는 시기이다

이러한 혼란 시기에(Lerner & Galambos, 1998).

청소년은 흡연 음주 약물 남용 십대 임신 범죄 폭력, , , , ,

등의 신체적 건강 위험 요인과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

정신적 건강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

의 건강 행동 유형과 생활 방식은 성인기의 건강에 직결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대두되고 있다 (Conner &

Norman, 1996; Lerner & Galambos, 1998;

Maton & Zimmerman, 1992; Wells & Marwell,

는 청1976). Yarcheski, Mahon, Yarcheski(1997)

소년의 긍정적인 건강 습관에 대한 인과모형을 제시하는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건강상태 및 긍정적인 건

강 습관간에 양적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건강 습관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지각된 건강상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건강 습관에 영향을 미쳤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인 정서와 관련이 있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인 정,

서와 우울과 관련이 있다(Avison & McAlpine, 1992;

Brage & Meredith, 1994; Brown & Mankowski,

1993).

은 명의 청소년을 대상Froman & Owen(1991) 445

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연구한 결과 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그들의 학교 성적이 예측 요인으로 나타

나는 반면에 소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또한 소년의 건. ,

강은 소녀와는 달리 학교 생활에서의 성취와 명백한 관

련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하여 많은 문헌에

서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낮은 지위에 있으므

로 소녀들의 자아존중감이 소년들보다 낮을 것이라고 보

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Jaffe, 1998;

김기정 역Rosenberg, 1985 , 1995). King, Hyde,

는 년에서 년Showers, & Buswell(1999) 1987 1995

에 수행된 자아존중감과 성차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메

타분석을 통하여 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소녀보다 높으나,

그 차이는 매우 적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Jose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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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Markus, & Tafarodi(1992)

연구에서 로 자아존중감Rosenberg self-esteem scale

을 측정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 소년과 소녀는 자,

신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자아존중감 생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전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나를 반영하는 단일 개념으로 측정되어져 왔으

나 최근에는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좀더 다면적인 측면에

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자.

아존중감은 동료와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한,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므로 각 영역에서

자아존중감의 양상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중요한 영향

요인인 자아존중감을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게 고려할

때 소년과 소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간호,

중재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의 차이를 파악하고 소년과 소녀의 신체적정신적 건,

강에 어떠한 영역의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관리를 성별에 따

라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2.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파악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

중감의 특정 영역을 성별에 따라 파악하고 비교함으로써,

청소년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자함에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신체적 및 정신적1) ,

건강의 차이를 파악한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및 정신2)

적 건강의 관계를 파악한다.

용어 정의3.

자아존중감1)

자아존중감은 자아 만족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느낌

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본(Rosenberg, 1965, 1986) ,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동료 학교 그리, ,

고 가정 환경에서 자신이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을 보고

하도록 구성된 를 통하Hare Self-Esteem Scale(HSS)

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체적정신적 건강2)

는 건강이란 단지 질병과 불구가 없는 상태뿐만WHO “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상태, ,

이다 라고 정의하였다전시자 외(well-being) ” ( , 2000).

본 연구에서 신체적정신적 완전한 안녕 상태는 청소년

이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평가하는 School Health Efficacy Questionnaire

를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SHEQ) ,

적정신적 건강이 높음을 의미한다.

Ⅱ 문헌 고찰.

자아존중감 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자(self-esteem)

신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 가이다 즉 자아개념,

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요인들을 포함한(self-concept) ,

평가적 구성요소이다(Jaffe, 1998). Rosenberg(1965)

는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사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는 자아존중감이. Maslow(1954)

우세한 인간 욕구의 하나임을 밝혔다 그는 또한 자아존‘ ’ .

중감의 욕구를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존중과 타인

에 의한 존경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즉 자아개념은 자아에 관한 지식이고 자아존중감은, ,

자아의 상이한 속성들에 대해 개인이 어떠한 느낌을 갖

느냐 하는 측면의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이러한 자신에.

대한 느낌과 평가로 나타나므로 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다안범희( , 2000).

은 자아존중감이 건강 행동과Wells & Marwell(1976)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는 개인, Bandura(1986)

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진술하였다.

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인성Rogers(1961)

의 핵심이 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타.

인이나 그들의 일반적인 삶에 대하여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은 청소년은 쾌활하며. ,

활기차고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확신 자아에 대한 현실, ,

적 기대 등을 보이는 반면에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은 청

소년은 정서적으로 우울함을 자주 느낀다(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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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은 정신 건강과 밀접1990; Jaffe, 1998).

한 관련이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

계에서도 불안함을 보이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낮은 자아.

존중감과 약물 남용 우울 범죄 그리고 자살기도가 연, , ,

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다

(Bolognini, Plancherel, Bettschart, & Halfon,

1996; Harter, 1986). Yarcheski, Mahon, &

는 세 세의 청소년 명을 대Yarcheski(1997) 15 -21 202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건강 습관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지각된 건강상

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건강 습관에 영향을

미쳤다 은 자아존중감과. Cornwell & Schmitt(1990)

지각된 건강상태의 순상관관계를 보고하였으며 자아존,

중감이 지각된 건강상태에 공헌한다고 기술하였다 이상.

의 결과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이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에 적게 참여하며 긍정적인 건강,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Dent, C.W.,

Galaif, J., Sussman, S., & Stacy, A., 1993).

자아존중감의 영향 요인은 부모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인정 정도 명백한 허용 행동의 한계 개인의 행동에 대, ,

한 존중과 관용도 부모의 자아존중감이라고 말하고 있,

다 또한 학교와 동료 역시 자아(Coopersmith, 1967).

존중감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송인섭( , 1990).

사회화 이론에 근거한 Jaquish & Savon-

의 연구에서 소녀보다 소년이 높은 자williams(1981)

아존중감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이 같은 결과가 소년과.

소녀의 사회화 과정에서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였다.

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Yarcheski & Mahon(1989)

라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

소년들이 소녀들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제시하였다 그.

러나 는 대학생Josephs, Markus, & Tafarodi(1992)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자아

존중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정 역(Jaffe, 1998; Rosenberg, 1985 , 1995).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보고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통

적인 성 역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 사회적,

으로 남성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것 또는 남성에게 좀,

더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

고 있다 여성다움과 높은 성취를 원하는 청소년기 소녀.

들이 겪는 역할 갈등은 청소년기 동안에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고 그들의 성공을 위한 행로에 제한을 갖게 한,

다(Harper & Marshall, 1991).

소년과 소녀에서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자기 자신에 대

한 가치를 사정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어떤 기준이 다

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자다움. ,

개별화 그리고 성취가 남성의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면 반면에 여성의 자아존중감은 좀더 관계 안, ‘

에 자아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Jaffe, 1998).

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하여 자아개념(self-concept)

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로 자아존중감을 정의

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긴밀, ,

한 관련성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부.

모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학교 생활에 의하여 영향을, ,

받을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일관,

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Ⅲ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1.

연구대상자는 서울과 진주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 명 여학생 명으로 총 명을202 , 208 410

편의 추출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세로 나, 17.40(±.62)

타났다 자료는 년 월부터 월까지 수집하였으며. 2000 6 8 ,

수업 시간에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어떤 항목에 대한 대답은 거부할 수도 있,

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고 설문에 응

답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익명성이 보장되었다. .

연구 도구2.

자아존중감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Hare Self-Esteem Scale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는 자아존중감 발(HSS) 30 . HSS

달에 중요한 동료 학교 그리고 가정 환경에서 자신이, ,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을 보고하도록 구성되어있다 각.

하부영역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아 평가적 문항10 ,

과 타인의 평가를 모두 반영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4 ,

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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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안정도 는 도구 개(test-retest correlations)

발 당시 개월 간격으로 시행되었으며 로 나타났다3 , .74 .

동시타당도는 과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

과 비교했을 때 으Rosenberg Self-Esteem Scale .83

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Hare, 1985).

이 도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로 우수하게 나타났다.84 .

신체적정신적 건강2)

가 개발한Froman & Owen(1991) School Health

는 신체적 건강 문Efficacy Questionnaire(SHEQ) (21

항 과 정신적 건강 문항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점) (22 ) 5

척도로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매우 자신 있다 는, “ .” 5

점 매우 자신 없다 는 점으로 측정하도록 고안되었, “ .” 1

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을 우리나라 사회문화. SHEQ 43

적 배경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신체적 건강에 대한 영

역 문항 정신적 건강에 대한 영역 문항으로 총21 , 17 38

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미국 고등학생 명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을 이용하445

여 의 구성타당도를 검정하였으며 내적 신뢰도는SHEQ ,

에서 까지로 나타났다.84 .91 (Froman & Owen, 1991).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타당도 연구에서SHEQ

도 도구의 타당성이 지지되었다탁영란 이은영( & , 2000).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신체적 건강 영역은 정서.87,

적 건강 영역은 로 나타났다.85 .

자료 분석3.

자료분석은 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SPSS WIN 9.0

은 평균 표준편차 및 백분율로 제시하였으며 성별에, , ,

따른 차이는 및t-test, χ2 분석을 하였다 성별에 따라.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를 사용하( )β

여 자아존중감의 각 영역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증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에 제시한 바와< 1>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연령과 결석일수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88, p=0.38; t=

학년은 학년에서 학년까지 분포를1.18, p=0.24). 1 3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χ2 그러나 남학생의 성적은 대상=3.92, p=0.14).

자의 가 평균 성적 점과 점에 해당53.2% 80-89 60-69

되었으며 여학생은 점 점에 의 대, 80-89 , 70-79 70.2%

상자가 해당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

=30.91, p=0.00).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신체적정신적 건강의2. ,

차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신체적정신적 건강 정도는, <

표 에 제시한 바와 같다 자아존중감은 최고점 점에2> . 4

서 남학생은 평균 평점 점 여학생은2.53(±0.32) ,

점으로 보통 이상의 자아존중감을 나타내2.59(±0.31)

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86,

p=0.06).

남학생의 신체적 건강은 최고점 점에서 평균 평점5

점 여학생은 점으로 통계적3.51(±0.57) , 3.39(±0.54)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정(t=2.18, p=0.03),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증< 1>

특성 구분
남학생(N=202) 여학생(N=208)

t/χ2 p
% M(±SD) % M(±SD)

연 령 세( ) 17.37(±.59) 17.42(±.63) -0.88 0.38

결석일수일( ) 0.44(±2.75) 0.20(±.96) 1.18 0.24

학 년 학년1 51.2% 50.2%

3.92 0.14학년2 48.8% 47.8%

학년3 - 1.9%

성 적 점 이상90 11.6% 14.4%

30.91 0.00

점80-89 28.6% 46.8%

점70-79 20.6% 23.4%

점60-69 24.6% 8.5%

점 이하60 14.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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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건강은 남학생 점 여학생3.45(±0.54) , 3.41(±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0.61) (t=

0.65, p=0.52).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의3.

관계

신체적 건강과 자아존중감의 세 하부영역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남학생에서는 상관계수 의 범위가 부터. (r) 0.15 0.50

까지 분포하였으며 여학생에서는 에서 까지의, 0.34 0.53

점수를 나타내었다.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각 하부영역의 회귀

분석 결과 남학생의 신체적 건강에는 학교 영역에서의

자아존중감이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으나(F=7.57, p=

학교영역 신체적

자아존중감 = 0.25**β 건강

남학생(a)

학교영역 신체적

자아존중감 건강= 0.21**β

= 0.32***β

가족영역

자아존중감

여학생(b)

** p<0.01, *** p<0.001

그림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건강의 경로분석< 1>

여학생에서는 가족영역과 학교영역에서의 자아존0.00)

중감이 신체적 건강에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F=

그림25.25, p=0.00)< 1>.

정신적 건강과 자아존중감의 세 하부영역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남학생에서는 상관계수 의 범위가 부터. (r) 0.18 0.50

까지 분포하였으며 여학생에서는 에서 까지의, 0.42 0.53

점수를 나타내었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세 하부영역의 회귀

분석 결과 신체적 건강과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다,

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남학생의 정신적 건강은< 2>.

학교영역과 동료영역에서의 자아존중감이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에서는 자아존(F=19.37, p=0.00),

중감의 세 하부영역 모두 정신적 건강을 예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학생에서는 동료(F=46.60, p=0.00).

동료영역

자아존중감 = 0.22**β

정신적

건강

학교영역 = 0.34***β

자아존중감

남학생(a)

동료영역

자아존중감 = 0.30***β

가족영역 = 0.24***β 정신적

자아존중감 건강

학교영역 = 0.25***β

자아존중감

여학생(b)

** p<0.01, *** p<0.001

그림 자아존중감과 정신적 건강의 경로분석< 2>

표 자아존중감 신체적정신적 건강< 2> ,

변 수
남학생(N=202) 여학생(N=208)

t p
M(±SD) M(±SD)

자아존중감 2.53(±0.32) 2.59(±0.31) -1.86 0.06

동료영역 2.71(±0.37) 2.78(±0.35) -1.95 0.05

가족영역 2.66(±0.48) 2.73(±0.45) -1.38 0.17

학교영역 2.21(±0.37) 2.25(±0.36) -1.16 0.25

신체적 건강 3.51(±0.57) 3.39(±0.54) 2.18 0.03

정신적 건강 3.45(±0.54) 3.41(±0.61) 0.65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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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학교영역 그리고 가족영역에서의 자아존중감 순으,

로 정신적 건강을 예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Ⅴ 논 의.

많은 선행 문헌에서 소년보다 소녀에서 낮은 자아존중

감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으나(Jaquish & Savon-

본williams, 1981; Yarcheski & Mahon, 1989)

연구에서는 소년과 소녀의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부 영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며 하부영역 중 동료영역에서의 자아,

존중감이 가장 높고 가족영역 그리고 학교영역 순으로, ,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최고 점에서 평균 평4

점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은정 김금순2.53 - 2.71 . ,

의 서울시에 위치한 고등학생 명을 대상으로(2001) 261

의 자아존중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최고 점Rosenberg 4

에서 평균평점 점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2.77 .

이 명의 미국 고등학생Froman & Owen(1991) 445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적 건강은 정신적3.81,

건강은 으로 나타난대 반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에서3.73

는 신체적 건강이 남학생 여학생 로 남학생3.51, 3.39

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미국의 청소년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정신적 건강 역시 남학생 여학생 로. 3.39, 3.41

의 연구 대상자 보다 낮은 점수를 보Froman & Owen

였다 이는 이 우리나라 청소. Froman & Owen(1999)

년 명과 미국 청소년 명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같357 450

은 경향을 나타냈다.

선행문헌의 보고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신체

적정신적 건강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남학,

생과 여학생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

었으나 자아존중감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

향에서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은 세Pender, Hall, Rayens, & Beebe(2000) 18

에서 세의 여대생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24 246

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음을 보고하였다

세 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r=-0.71***). 13 -14

Bolognini, Plancherel, Bettschart, & Halfon

은 정신 건강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역(1996)

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Yarcheski & Mahon(2000)

은 세 세 청소년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12 -14 225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스트레스 상태불안 그리고 우울에, ,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의 세에Yarcheski, Mahon, & Yarcheski(1997) 15

서 세의 청소년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21 202

아존중감과 지각된 건강상태 그리고 긍정적 건강 습관의

순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따라(r=0.26*: r=0.30*).

서 본 연구결과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의 순 상관관계는 선행문헌과 일치하는 결과로 보

여진다.

신체적 건강에 있어서 남학생은 학교 영역에서의 자아

존중감이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에서는 학교,

영역과 가족영역에서의 자아존중감이 영향 요인으로 나

타났다 정신적 건강에서 남학생은 학교 영역과 동료 영.

역에서의 자아존중감이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여학,

생에서는 동료 영역 학교 영역 그리고 가족 영역에서의, ,

자아존중감이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성별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가치를 사정하

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남. ,

학생에서는 남자다움 개별화 그리고 성취가 그들의 자아, ,

존중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 여학생에서는 관계 안, ‘

에 자아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Brown & Gilligan,

1992; Holland & Andre, 1994; Josephs,

여성은 자아에 대하여Markus, & Tafarodi,1992).

남성보다 집단주의적 전체적 또는 관계적인 를, , schema

갖으며 특히 의미 있는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를 중요시,

하며 그러한 타자는 자아의 부분으로 또는 자아 안에,

포함시켜 표현된다 반면에 남성은 여성보다는 자아에.

대하여 개별적 독립적 또는 자발적인 를 갖으, schema

며 타자를 자신의 부분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별,

개의 존재로 표현한다(Markus, Kitayama, 1991;

Sampson, 1989).

따라서 청소년기의 남학생인 경우 가족의 영향력보다

는 동료 집단과 학교 생활에서의 평가가 자신의 자아존

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여학생.

들은 학교 가족 동료 집단에서의 타자와 자신과의 관계, ,

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며

이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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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신적 건강의 차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특정 영역을 성별에 따라 파악하고

비교하여 청소년 건강을 도모하는 간호중재를 위한 자료

를 제시하고 자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남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여학생의 자아존중

감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학생.

의 신체적 건강이 여학생의 신체적 건강보다는 높은 점

수를 나타내었으나 정신적 건강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

또한 남학생의 신체적 건강에는 학교 영역에서의 자아,

존중감이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에서는 가족,

영역과 학교영역에서의 자아존중감이 신체적 건강에 예

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정신적 건강은 동료영역.

과 학교영역에서의 자아존중감이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

며 여학생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세 하부영역 모두 정신,

적 건강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차이는 없었으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신체

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청소년기의 남학생인. ,

경우 동료 집단과 학교 생활에서의 평가가 자신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

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여학.

생들은 학교 가족 동료 집단에서 타자와 자신과의 관계, ,

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며

이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존의 연구들이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의 차이

를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 자아,

존중감의 어떠한 측면이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양상을 제시한대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반복 연구를 통하여 청

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건강에 대한 실증적

증거의 누적으로 소년과 소녀의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간호 중재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

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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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Self-esteem, Physical and Mental

health, Gender, Adolescent

Gender Difference in Self-esteem,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ts

Lee, Eun-Young*Tak, Young-R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ender difference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self-esteem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The sample were consisted of 410 adolescents,

202 boys and 208 girls in two urban city of

Korea and the mean age was 17.4 years old.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Hare

Self-Esteem Scale(Hare, 1985) and School

Health Efficacy Questionnaire(Froman & Owen,

1991) which is consisted of bo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in self-esteem of adolescents.

However, the school domain of self-esteem was

related to physical health of boys, and both the

family domain and the school domain of

self-esteem were related to physical health of

girls. And both the school domain and the peer

domain of self-esteem were positively related to

mental health of boys, and all domains of

self-esteem(peer, school, and family) were

positively related to mental health of girls.

In conclusion, there was not gender difference

in degree of self-esteem, bu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 in specific domains of self-esteem

related wi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ts.

* Department of Nursing, Chinju Health College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