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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여러 내적인 변화는 대부분의 청

소년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내적인 변화는 아동기와는 다른 역할 수행과 인간관계,

그리고 학업성취 진학 등의 외적인 변화를 동시에 겪어,

야 하는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제공하게 된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역시 성장 배경으로 인해 이루어

지는 개념으로 특히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의 발달과제 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초래하며 나아,

가서는 학업성취 등의 외적인 변화를 대처하는데 있어서

의 근본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학업성취수준은 시험을 보는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원이 되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청소년들의 생,

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박 의 연구는 학업문제. (1982)

가 청소년 정신건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함으

로써 학업성취수준이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 상태와 자아

존중감 및 대인관계 측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을 입증하고 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신체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에게 가족기능은 성장발달은 물론 여러 면에서 많은 영

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는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 자녀들에게 적절한 모델이 되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가족 모.

두는 서로의 정서적 유대감을 증가시켜 위기의 시기라

할 수 있는 청소년기를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보낼 수 있

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희망은 자신 혹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위로가 되고 삶을 지탱해 주는 현실적으,

로 가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정도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희망은 사랑으로 인해 가지게 되(Hinds, 1988).

는 관계를 나타내는 과정이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

어난다 따라서 희망의 이러한 대인관계적 특성으로 보.

아 가족기능 정도와 희망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

으로 여겨진다 또한. Curry, Snyder, Cook, Ruby

의 연구에서 대학 운동선수의 희망이and Rehm(1997)

높은 학업성취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희망,

은 학업성취수준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희망은 시간 및 상황이 변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속

성으로 증가될 수도 또는 감소할 수도 있는 개념이다,

또한 희망은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Veninga, 1985).

적응할 수 있는 주요한 인자가 된다(Obayuwana &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고 그Carter, 1982). , ,

리고 기존의 희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 및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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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할 필요가 있다.

선행논문에 제시된 희망과의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영적안녕 건강상태최상순 와 사회적 지지임현, ( , 1991) (

자 가족지지이미자 박선애, 1992), ( , 1992; , 1993),

불편감문희 이정숙 자아존중감박미숙( , , 1995), ( , 1998)

등의 변수들과 희망과의 관련성이 제시되어 있으며 대,

상은 주로 성인 및 성인환자들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희

망을 분석한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자,

아존중감 학업성취수준 가족기능 및 희망의 관계를 규, ,

명하고 이들 각 변수들이 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여 이를 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청소년의 희망을 증진시

킬 수 있는 간호중재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목적2.

본 연구는 일 도시 지역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자아존

중감 학업성취수준 가족기능 및 희망을 파악하고 이들, ,

이 희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수준 가족1) , ,

기능 및 희망 정도를 알아본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희망 정도를 알아본다2)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수준 가족기능 및 희3) , ,

망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청소년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알아본다4) .

Ⅱ 문헌 고찰.

자아존중감이란 자아를 긍정적 가치로서 인식하는 개

념으로 다른 사람들의 수용과 인정으로부터 형성된다이(

혜경 의 연구에서 자아존, 2000). Coopersmith(1967) ,

중감의 결정요인은 어린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받아들여

진 인정 정도 명백한 허용행동의 한계 개인의 행동에, ,

대한 존중과 관용도 부모의 자아존중감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학교와 동료 역시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송인섭 선행논문들의 결과를( , 1990).

요약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심리적으로 낙천적, ,

안정적인 경향이 두드러졌고 학업성취수준도 높았으며, ,

대인관계에서도 능동적이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갖고 창의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부정적인 자기 태도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소심하고 비관적이며 자신을 지나치게,

인식하여 대인관계에서도 타인과의 상호지지적인 행동을

원만히 이루지 못하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에 비하

여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장차 원만한 사회생활과 자아,

실현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이 부모의 평.

가를 수용하면서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므로 가정에서 부

모의 격려와 사랑을 받은 아동은 학교에 가서도 자신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발전시키므로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

아존중감은 높아지게 된다송병선 또한 개인의( , 1991).

자아존중감은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며 긍

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모든 일에 적극적이

고 성취가능성이 높으며전병재 나아가서는 자( , 1972),

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실행정도가 높아지게

된다김우경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 1999).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방향을 결

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주요 과업인 학업성취와 관련있는 문헌을

살펴보면 송 은 가족의 결합력 적응력이 산업체, (1993) ,

근로학생의 성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했으며 노,

와 김(1984)
a

은 학업성취 수준이 청소년의 스트(1990)

레스 인지도 및 불안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

다 또한 학업성취가 높은 대상자가 가족기능과 학교생.

활 적응수준이 높았다는 연구이강선 가 있었으( , 1999)

며 은 항상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 Curry et al.(1997)

고 있는 대학생 운동선수들의 희망 점수가 일반 대학생

들보다 더 높고 희망이 높은 선수들의 학업성적이 일반,

대학생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였다.

가족은 가족구성원인 개개인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인.

건강문제보다는 발달과정의 특징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요구에 대한 갈등 및 현실에 대한 부적응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는 가장 기초집단이라 할 수 있는 가족단위 즉 가족 중

심으로 문제들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가족기능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이 여러 논

문에서 논의되고 있으며안양희 청소년 정신질( , 1988),

환자 가족공성숙 공수자 이나 비행청소( , 1992; , 1990)

년 김윤희 김창은 물질남용청소년 가족( , 1990; , 1998),

이경호 등과 정상청소년 가족의 가족기능을 비( , 1999)

교 연구한 문헌들이 보고되었다 최근에는 이.
a

가(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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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가족기능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련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모든 문헌에서 청소년기의 건전한 신체적, ,

정신적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가정이 절대로 요구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희망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정의가 제시

되고 있다 그중 김과 이 는 희망을 단순한 생각. (1998)

이나 느낌이 아닌 인식이나 행동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

면서 가능성을 상상하고 평가하며 느끼는 과정이라고 하

였으며 는 희망을 좋은 상태, Miller & Powers(1988)

가 계속되거나 상태의 호전을 기대하고 처해있는 위험,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대라고 하였다 또한 희망이.

란 단일 행동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감정 생각, ,

행동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희망을 가진 사람은 이를 달,

성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가지게 된다

(Brown, 1989).

는 정상 청소년 및 물질남용으로 입원Hinds(1984)

한 청소년과 면담한 결과 청소년이 느끼는 희망의 정의

를 반드시 해야하는 노력 개인에 따른 가능성 더 나‘ ’, ‘ ’, ‘

은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예감 등의 네 가지’, ‘ ’

영역에 대해 청소년들이 믿는 정도라고 했으며, Farran,

는 이 네 영역 중 청소년Herth and Popovich(1995)

에게 현저한 것이 바로 노력하면 된다는 신념이라고 했‘ ’

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미루어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희.

망의 요소들을 서로 잘 조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는 명의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희망Herth(1990) 30

에 대해 연구한 결과 가지의 희망 촉진 전략과 가지의7 3

희망을 방해하는 요소를 구분하였다 희망을 증진시키는.

것은 가족 친구 건강 전문인과의 의미있는 대인관계, , ,

달성가능한 목표 영적 신앙 유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

태도 유머감각 즐거운 기억의 회상 자기가치감의 확인, , ,

등이었다.

은 환자와 간호제공자 사이의 관계에서Bruhn(1984)

희망의 중요한 치료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환자나 간호제

공자 어느 한 사람이 희망적이거나 절망적인 것이 상대

방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상.

자의 희망을 증진시키는 요소 중의 하나는 가족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며 역으로 가족과의 신체적 정서, ,

적 관계의 상실은 희망을 저해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임 은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지지자원이 없거나(1992)

도움이 없다면 절망감을 느끼게 되어 일상적인 삶의 건

강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하여 사회적 지

지가 높을수록 희망의 지각 정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그외에도 가족지지박선애 어은영 이미( , 1993; , 1997;

자 자아존중감박미숙 영적 안녕최상, 1992), ( , 1998), (

순 정신사회적 성숙, 1991) (Brackney & Westman,

등이 희망과 관련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희망1992) ,

역시 건강증진 행위를 긍정적으로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

릴 수 있다(Fowler, 1997).

외국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방면의 희망연구

가 행해지고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인 청소년에 대한

희망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별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여러 변수들 중 자아존중감과 학

업성취수준 가족기능 등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를 파,

악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유동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는

희망을 높일 수 있는 간호 전략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Ⅲ 연구 방법

연구 설계1.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수준 가족기능이 희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2.

본 연구의 대상은 년 월 일부터 년2000 10 16 2000

월 일까지 서울시 소재 개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10 31 1

학년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12 456 .

연구 도구3.

자아존중감 측정도구1)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Coopersmith

가 아동을 위해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1975)

를 김과 장 이(Self-Esteem Inventory, SEI) (1984)

번역한 아동용 자아존중감 측정도구이다.

이 도구는 또래 집단 혹은 동료와 부모 학교 그리고,

개인적 관심 등의 네 가지 영역을 측정하는 총 문항으25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이 자신과 비슷한 경우 매, ‘

우 그렇다 점 보통이다는 점 자신과 비슷하지 않은’ 3 , ‘ ’ 2 ,

경우 아니다 점을 주었으며 점수의 범위는 점‘ ’ 1 , 2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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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측정 결과 는 이었다Cronbach's .80 .α

학업성취수준2)

시험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학1, 2

년 학생들 모두 학기 중간고사를 치른 후 대상자 스스2

로가 알고 있는 본인의 학급 등수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

였으며 척도의 구성은 단계로 단계를 등 단계, 3 1 1-10 , 2

를 등 단계를 등 이하로 하여 단계를 상11-30 , 3 31 , 1 ‘ ’,

단계를 중 단계를 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2 ‘ ’, 3 ‘ ’ .

가족기능 측정도구3)

본 연구의 가족기능 척도는 Epstein, Baldwin and

이 개발한 가족기능척도Bishop(1983) (The McMaster

의 번역본을 김Family Assessment Device, FAD) ,

이 수정 보완한 도구이다 본 연구의 가족기능척(1998) .

도 의 총 문항수는 문항이며 개의 하위영역으(FAD) 17 4

로 정서적 반응 차원 문항(affective responsiveness) 4 ,

문제해결 차원 문항 의사소(active problem solving) 5 ,

통 차원 문항 역할인식 및 정서적 지(communication) 4 ,

지 차원(role recognition and emotional support) 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 척도로 그렇다. 3 Likert ‘ ’ 3

점 보통이다는 점 그렇지 않다 점을 주었으며 최, ‘ ’ 2 , ‘ ’ 1 ,

저 점에서 최고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17 51 ,

기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가.

족기능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가Cronbach’s .90α

이었으며 각 하위영역의 는, Cronbach’s .74 .81α ～

이었다( .81, .77, .74, .77) .

희망 측정도구4)

본 연구의 희망 척도는 가Hinds & Gatusso(1991)

청소년의 희망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Hopefulness

를 본 연구자가 번역하Scale for Adolescents, HSA)

여 수정 보완한 것으로 간호학 교수 인 및 간호학 박사2

과정 대학원생 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은 척도이2

다 총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 24 ‘

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를 점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를’ 0 , ‘ ’

점으로 구성한 점 평정척도로 점수의 범위는5 6 0 120～

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 .

구의 신뢰도 는 이었다Cronbach's .88 .α

자료 수집 방법4.

본 연구의 자료는 년 월 일부터 년2000 10 16 2000

월 일까지 서울시 소재 개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10 31 1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12 ,

할 것을 동의한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분 정도였다. 30 .

각 학년 개 학급 중 임의추출한 개 학급씩 총 개15 7 , 14

학급 학생들에게 총 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500 100%

으나 불성실한 자료 부 를 제외한 부44 (8.8%) 456 (91.2%)

를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5.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SAS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수준 가족기능 및 희망은 평균과, ,

표준편차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희망 정도는 와t-test

및 로 다중비교를 하였으며 청소ANOVA Scheffe test ,

년의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수준 가족기능 및 희망간의, ,

상관관계 분석은 상관계수와 상관Pearson Spearman

계수로 청소년의 희망에 대한 예측요인은, Stepwise

으로 분석하였다multiple regression .

.Ⅳ 연구결과 및 논의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1.

연구대상은 고등학교 학년 남학생 명 과1 179 (39.3%)

학년 남학생 명 으로 형제순위는 가2 277 (60.7%) , 37.7%

첫째 가 막내였고 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 44.6% , 65.1%

는데 이들 중 기독교가 로 가장 많았다 표84.8% < 1>.

부모의 학력 수준은 아버지의 어머니의91.8%,

가 고졸이상이었고 중졸 이하의 학력은 아버지가86.8% ,

어머니가 였다 부모의 직업은 의9.2%, 13.2% . 96.1%

아버지와 의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56.0% ,

맞벌이 가정은 그중 로 절반 이상이 되고 있음을51.6%

알 수 있었다.

가정의 경제상태는 대상자의 가 자신의 가정을88.8%

중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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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N=456)

일반적 특성 구 분 N(%)

학년 학년1 179(39.3)

학년2 277(60.7)

출생순위 첫째 171(37.7)

중간 25( 5.6)

막내 202(44.6)

독자 55(12.1)

종교 유 295(65.1)

무 158(34.9)

아버지의 학력 전문대졸 이상 188(42.1)

고졸 218(49.7)

중졸이하 41( 9.2)

어머니의 학력 전문대졸 이상 101(22.6)

고졸 286(64.2)

중졸이하 59(13.2)

아버지의 직업 유 421(96.1)

무 17( 3.9)

어머니의 직업 유 241(56.0)

무 189(44.0)

경제수준 상 22( 4.8)

중 381(84.0)

하 51(11.2)

무응답 제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수준 가족기능 및 희망2. ,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점 만점에 최소 점 최고75 33 ,

점으로 평균 점 평균평점 점70 51.06±6.83 , 2.04 (1 3～

점 으로 표 중간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는) < 2>, ,

김 김 공 김 및 서 의 연구 대상인 남자 중학생, , , (1998)

들의 자존감 평균평점과는 거의 유사하였고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김 의 연구 결과보다는 매우(2000)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학업성취수준은 학업성적에 대한 학급에서의 등수로

알아보았는데 상 등이 명 중, (1 10 ) 133 (29.2%), (11～ ～

등이 명 하 등 이하가 명30 ) 240 (52.7%), (31 ) 82

이었다 표(18.1%) < 2>.

가족기능은 점 만점에 최소 점 최고 점으로 평51 7 , 51

균 점 점 평균평점 점38.30±6.98 (7 51 ), 2.25 (1 3～ ～

점이었고 그 하위영역인 정서적 반응차원은 평균) , 9.59

점 점에 평균평점 점 문제해결차원±1.99 (4 12 ) 2.40 ,～

은 평균 점 점에 평균평점 점10.42±2.46 (5 15 ) 2.08 ,～

의사소통차원은 평균 점 점에 평균평8.60±1.97 (4 12 )～

점 점 역할인식 및 정서적 지지차원은2.15 , 9.76±1.85

점 점 에 평균평점 점이었다 표 이는 일(4 12 ) 2.44 < 2>.～

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가족기능을 비교한 김(1998)

의 연구에서 일반 청소년의 전체 가족기능 평균평점

과 거의 동일하였으며 비행청소년의 가족기2.27±0.37 ,

능 평균평점인 보다는 다소 높았다2.21±0.34 .

각 하위차원 중 높은 점수를 나타낸 정서적 반응차원

과 역할인식 및 정서적 지지차원은 각각 가족구성원들끼

리 주어진 자극에 적절한 양과 질의 감정을 나타내는 능

력을 측정하고 가족성원들이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반복,

적 행동유형과 가족성원들의 활동이나 관심사에 어느 정

도 지지하고 관심을 나타내는 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

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족을 서로 좋은 일이 있으면 기

꺼이 축하해 주거나 따스하게 인사를 잘하고 잘못이나,

실수가 있어도 서로 감싸주고 각자 자신의 임무와 책임,

을 잘 알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서로를 도와준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

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문제해결차원 점(1998)

수와 의사소통차원 점수가 다른 차원에 비해 낮았으며,

이는 문제나 갈등이 발생할 때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수준 가족기능 희망< 2> , , , (N=456)

M±SD or N(%) 범 위 평균평점범위( )

자아 존중감 51.06±6.83 33 70～ 2.04(1 3)～

학업성취수준

상 등( 1 10 )～ 133(29.2)

중 등(11 30 )～ 240(52.7)

하 등 이하(31 ) 82(18.1)

가 족 기 능 38.30±6.98 7 51～ 2.25(1 3)～

정서적 반응 9.59±1.99 4 12～ 2.40

문제해결 10.42±2.46 5 15～ 2.08

의사소통 8.60±1.97 4 12～ 2.15

역할인식 및 정서적 지지 9.76±1.85 4 12～ 2.44

희 망 84.26±16.45 9 115～ 3.5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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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능력이 청소년들에게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가족원간의 관계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에 비하여.

친밀한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소통 장애를 더 자주 느낄 수 있으며한국가(

족관계학회 따라서 가족기능 증진을 위해 의사, 1993),

소통 촉진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희망은 점 만점에 최소 점 최고 점으로 평120 9 , 115

균 점 평균평점 점 점으로 표84.26±16.45 , 3.51 (0 5 ) <～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희망 수준은 백분율로 환산하2>,

여 미혼모정마리아 나 척수손상환자박미숙( , 2000) ( ,

혈액투석환자이미자 보다는 높으나 일1998), ( , 1992)

반 성인최상순 암환자문희 이정숙( , 1991), ( , , 1995),

소아암환아 부모남궁정민 보다는 낮은 점수를( , 2000)

나타내고 있었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희망3.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희망에서 아버지의 학,

력이 중졸 이하군은 평균 점으로 전문대졸 이상군77.32

의 점과 고졸군의 점보다 유의하게 희망이84.59 85.18

낮았다 그러나 다른 일반적 특(F=4.04, P=0.0183). ,

성에 따른 청소년의 희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종교의 유무에 따라 희망점수가 차이가 났던 선행3>.

연구 결과박미숙 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단지( , 1998)

아버지의 학력 수준에서만 차이가 났으며 아버지의 학력

이 낮은 경우 유의하게 낮은 희망점수를 나타낸 것은 학

력이 높을수록 희망정도가 높다는 선행논문의 결과들문(

희 이정숙 박미숙 과 일치하였다 아버, , 1995; , 1998) .

지의 학력이 높은 경우 청소년 대상자의 희망이 높은 것

은 본 연구의 대상자인 청소년들은 모두 남학생으로 여

학생에 비해 아버지상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수준 가족기능 및4. , ,

희망간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은 전체 가족기능 및 개의 하위(r=0.43) 4

차원 모두와 정 상관관계를 보여(r=0.31, 0.41, 0.39,

가족기능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은 것으로0.30),

나타났다 표 이 결과는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 4>.

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희망< 3> (N=456)

일반적 특성 구 분 M±SD t or F P

학년 학년1 85.32±16.04 1.10 0.2713

학년2 83.58±16.71

출생순위 첫째 83.92±16.83 0.14 0.9378

중간 86.16±13.36

막내 84.22±16.25

독자 83.96±17.67

종교 유 84.81±16.77 0.96 0.3369

무 83.25±15.87

아버지의 학력 전문대졸 이상 a* 84.59±16.68 4.04 0.0183

고졸 a* 85.18±15.54

중졸이하 b* 77.32±19.61

어머니의 학력 전문대졸 이상 85.38±16.17 2.42 0.0897

고졸 84.72±16.31

중졸이하 79.88±17.75

아버지의 직업 유 84.30±16.49 0.43 0.6647

무 82.53±17.27

어머니의 직업 유 83.30±17.18 1.26 0.2087

무 85.32±15.51

경제수준 상 89.32±14.44 1.09 0.3354

중 84.04±16.26

하 83.75±18.82

결과* Scheffe test :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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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이 높다고 한 송 의 연구와 가족기능을 높이(1991)

는 가족체제 기능화 집단요법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켰다는 결과를 보고한 안과 배 의 연구와도 일(1995)

치하였다.

학업성취수준은 자아존중감과 정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고 가족기능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반응 역할(r=0.15), ,

인식 및 정서적 지지와도 정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r=0.11, 0.12). , ,

기능 중 정서적 반응 역할인식 및 정서적 지지가 좋을,

수록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이< 4>.

결과는 이a 의 연구와 송 의 연구에서 성적(1999) (1993)

이 상위인 대상자의 가족기능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

과와 자아개념 증진이 학업성취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

힌 의 연구와 일치하였다Popka(1980) .

희망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수준과 정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으며 전체 가족기능 과(r=0.42, 0.26), (r=0.15)

개의 하위영역 모든 분야와도 정 상관관계를 보여4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r=0.13, 0.16, 0.11, 0.13), ,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좋을수록 희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이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희망과 정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박 및 이(1998) c 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며(1999) ,

학업성취수준과 희망과의 관계를 밝힌 Curry et al.

의 연구와도 일치하였고 가족지지가 높을수록(1997) ,

희망감이 높다는 이 와 박 의 연구결과를(1992) (1993)

지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5.

청소년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를 규명하고자

학년 출생순위 종교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경제, , , , ,

수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수준 가족기능을 투입하여, , ,

다중회귀분석 을 한 결(stepwise multiple regression)

과는 표 와 같았다< 5> .

청소년의 희망에 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은 자아존중감

이었으며 다음으로는 학업성취수준(17.63%) (3.41%),

아버지의 학력 이었다 이러한 변인들이 희망을(0.84%) .

설명하고 있었다21.88% .

본 연구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희망을 가장 많이 설명

한다는 점에서는 이c 의 연구와 일치하지만 성인(1999) ,

을 대상으로 희망을 측정한 선행 연구들에서 종교적인

측면이 희망을 설명하는 주요 인자라는 결과이화진( ,

정마리아 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본1999; , 2000) .

연구의 대상자인 청소년들이 종교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

는 연령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가족기능이 상관관계 분석

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기는 했으나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명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상관계수가

너무 낮게 나옴으로써 회귀분석에서는 영향력 있는 변수

로 분류되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의해 청소년의 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를

개발하는 것이 청소년의 희망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표 청소년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Partal R2 Model R2 F P

자아존중감 0.1763 0.1763 96.74 0.0001

학업성취수준상( ) 0.0341 0.2104 19.46 0.0001

아버지의 학력고졸( ) 0.0084 0.2188 4.83 0.0285

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수준 가족기능 및 희망간의 상관관계< 4> , ,

자 아

존중감

학업성취

수 준

가 족 기 능

전체
정서적

반응

문 제

해 결

의 사

소 통

역할인식

정서적 지지

학업성취수준 .15**

가 족 기 능 .43*** .09

정서적 반응 .31*** .11*

문제해결 .41*** .05

의사소통 .39*** .04

역할인식 및 정서적 지지 .30*** .12*

희 망 .42*** .26*** .15** .13* .16** .11* .13*

* : P<0.05; ** : P<0.001; *** :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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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수,

준 가족기능 및 희망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희망에 영향, ,

을 미치는 제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의 희망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년 월 일부터 년 월2000 10 16 2000 10

일까지 서울시 소재 개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31 1 12

학년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연구도구는456 ,

의 가족기능척도Epstein et al.(1983) (FAD),

의 자아존중감척도 학급 성Coopersmith(1975) (SEI),

적순위 및 의 희망척도Hinds & Gatusso(1991)

를 이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프로그램을(HSA) . SAS

사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과, ,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Spearman ,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등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점 평균평1. 51.06±6.83 ,

점 점이었으며 학업성취수준은 상 등이2.04 , (1 10 )～

중 등이 하 등 이하가29.2%, (11 30 ) 52.7%, (31 )～

이었고 가족기능은 평균 점 평18.1% , 38.30±6.98 ,

균평점 점이었으며 희망은 평균2.25 , 84.26±16.45

점 평균평점 점이었다, 3.51 .

청소년의 희망은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2.

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청소년의 희망.

이 평균 점으로 아버지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77.32

군의 점과 고졸군의 점보다 유의하게 희84.59 85.18

망이 낮았다(F=4.04, P=0.018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전체 가족기능 및3. (r=0.43)

개의 하위영역 모두와 정 상관관계를 보여4 (r=0.31,

가족기능이 좋을수록 자아존중0.41, 0.39, 0.30),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수준은 자아존.

중감과 정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가족기(r=0.15),

능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반응 역할인식 및 정서적,

지지와도 정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r=0.11, 0.12).

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기능 중 정서적 반, ,

응 역할인식 및 정서적 지지가 좋을수록 학업성취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은 자아존중감과 학.

업성취수준과 정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r=0.42,

전체 가족기능 과 개의 하위영역0.26), (r=0.15) 4

모두와 정 상관관계를 보여(r=0.13, 0.16, 0.1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수준이 높을0.13), ,

수록 가족기능이 좋을수록 희망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청소년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4.

학업성취수준 아버지의 학력(17.63%), (3.41%),

이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희망을(0.84%) 21.88%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도시지역 이외의 청소년과 전학년을 대상으로 대상자1.

의 수를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본 연구

를 일반화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희망도구는 그 이론적 틀이 외국2.

의 문헌이나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문화적

차이에 따른 희망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시도되어

야겠다.

본 연구의 학업성취수준은 대상자 스스로 지각하는3.

학급 등수이므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좀더 객관적인 학업성취수준의 평가가 이루,

어져야 하겠다.

앞으로 희망에 대한 연구는 희망의 본질이나 속성을4.

밝히는 연구도 물론 계속되어야 하지만 이 결과를,

검증하는 응용 연구나 간호중재를 목적으로 하는 임

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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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elf-esteem,

Academic Achievement and

Family Functioning of

Adolescents on Hope

Lee, Jong Eun*Park, Sun Nam**Park, Ho Ran***

This study is the descriptive survey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the basic data that

establishes the strategy to promote adolescent's

hope by the examining of self-esteem, academic

achievement, family functioning and hope of

adolescents and the investigating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hope in adolescent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456 students

of the first and second year of man's senior

high school that located in Seoul. The data were

gathered from 16th to 31st of the October 2000.

For the survey tool, it was used that the Family

Assessment Device(FAD) of Epstein, Baldwin &

Bishop(1983), the Self-Esteem Inventory(SEI) of

Coopersmith(1975), the class record order and

Hinds & Gatusso(1991)'s Hopefulness Scale for

Adolescents(HSA).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statistics

methods as the descriptive and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Pearson and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of SAS program.

* Doctoral course -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 Correspondence and requests for materials should be

addressed to Park S.N.: Doctoral course -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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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ollowing :

1. The mean score of self-esteem of young

people was 51.06±6.83 and the mean grade

was 2.04. The high academic achievement

was 29.2%, middle grade was 52.7%, and

low grade was 18.1%. The mean score of the

family functioning was 38.30±6.98 and the

mean grade was 2.25. The mean score of

hope was 84.26±16.45 and the mean grade

was 3.51.

2. The hope in adolescen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father's school

career. The mean score of the group that the

father's school career was below junior high

school was 77.32. That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mean score 84.59 of the

group that the father's school career was

above college and the mean score 85.18 of

senior high school group(F=4.04, P=

0.0183).

3. The self-esteem was represented the positive

correlation with family functioning(r=0.43)

and the all of the 4 subscales(r=0.31, 0.41,

0.39, 0.30). And, it was highly ranked as

much as family functioning was good. The

academic achievement was represented the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r=

0.15). Also, the positive correlation was

shown between the affective responsiveness,

role recognition and emotional support as the

subscales of family functioning and academic

achievement(r=0.11, 0.12). And so, academic

achievement was high as much as self-

esteem was high and affective responsiveness

and role recognition and emotional support

were good. The hope was represented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r=0.42, 0.26), and

with the whole of family functioning(r=0.15)

and the 4 subscales(r=0.13, 0.16, 0.11,

0.13). So, hope was high as much as

self-esteem was high, academic achievement

was high and family functioning was good.

4.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hope of

adolescents were self-esteem(17.63%), aca-

demic achievement(3.41%), father's school

career(0.84%). These factors made it

possible to explain 21.88% of ho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