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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획득된 건강 관련 행동은 성인기의

건강행위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건강행동이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예방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청소년기의 건강에 관한.

연구들은 특히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

는 생태적 요인으로서 가족과 사회 심리적 요인을 포함한 건

강의 포괄적인 영역으로 위험 행동 복원 발달을 설명하고, ,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기는 전통적으로 최적의 건강한 시기로.

간주되어 왔으나 청소년기의 발달과 관련된 문제와 아동기에,

서 성인기로의 급격한 변화의 과도기로서 적응의 문제가 핵

가족화와 사회 생태적 변화 속에서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또,

한 청소년기의 건강 행동이 성인기에도 지속적으로 이행됨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

한 건강효능감 중재 프로그램이 여러 선행 연구에서 검토되

고 있는 실정이다(Mahon, Yacheski & Yarcheski, 2002; Spear

& Kulbok, 2001).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성장발달

과 건강 증진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게 하는 예측 인자에

대한 탐색이 최근 들어 여러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

히 부모와 타인에 대한 애착 자아존중감이 청소년기 건강효,

능감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 실증적 지지를 얻고 있다(Masten,

등2001; Olsson , 2003).

지난 년 동안 시행된 건강 행동 관련 효능감에 대한 많30

은 선행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성인이 연구대상자이었으며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는 성 행,

동 성병 콘돔 사용 그리고 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효능감, ,

등 매우 특정 건강 행동에 초점을 두었다(Froman & Owen,

따라서 청소년기의 건강 증진과 예방을 위한 총체적인1999). ,

건강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

착 자아존중감 및 건강효능감의 관계를 탐색하여 청소년 건,

강효능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건강 행동의 변화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 자아존중감,

및 건강효능감의 관계를 탐색하여 청소년 건강에 대한 이해

를 증진하고자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 자아존중감 및 건강효,∙

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청소년의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 자아존중감 및 건강효,∙

능감의 관계를 파악한다.

청소년의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 자아존중감 및 건강효,∙

능감 간의 경로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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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고찰

와 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애착이란 개인Bowlby Ainsworth ,

과 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타인간에 정서적 유대 로 정“ ”

의된다 즉 애착은 유용한 의사소통 지지 그리고 길잡이가. , ,

되는 부모와 동료와의 질적인 관계를 일컫는다(Ainsworth,

애착은 영아기에 부모와1969; Armsden & Greenberg, 1987).

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되며 자아 타인 및 세상을 보는 인지, ,

적 틀을 형성하여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애착은 사.

회 인지 발달의 근간으로서 부모와 긍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자녀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신감 이 있으(social confidence)

며 타인에게 신뢰를 갖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줄 안다,

(Bowlby, 1969).

애착은 청소년기의 자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elf) .

세 청소년 명을 대상으로 한 의 연구에16-18 167 O'Koon(1997)

의하면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상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rmsden &

은 세 청소년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Greenberg(1987) 16-20 179

에서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자존감과 삶에 대

한 만족감이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김지연 은 청소년을. (1995)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와 또래와의 애착이 일반적 자아

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 , ,

중감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조영순 의 연구에서도 부모에 대한 애착은 자아존중감과(1998)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중학생 명을 대상으로 한 지. 648

수경 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자아효(2001)

능감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모

형이 유의미한 것으로 지지되었다고 밝혔다 즉 안정된 부모. ,

와 또래에 대한 애착 형성이 긍정적 인지적 틀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인지적 특성을 지닌 개인 변인인 자아효능감이 높

아지며 개인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개인이 학교 생활,

에서 성공에 확신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학교

생활 적응이 잘 이루어진다고 연구결과를 해석하였다 최은실.

의 연구에서도 안정된 어머니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자(2001)

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애착이론에 근거한 많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에 발

달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아 에 대한 개인의 총체적인 긍정적인(self)

평가로 가장 일반적으로 정의된다(Gecas, 1982; Rogenberg et

자아존중감은 능력 과 가치 의 하al., 1995). (competence) (worth)

부 영역으로 구성된다(Gecas, 1982; Gecas & Schwalbe, 1983).

능력 영역은 그들 자신이 유능한 사람으로 타인에 의하여 보

여지는 정도이며 가치 영역은 개개인이 그들이 가치 있는 사,

람이라고 느끼는 정도이다 는 아동은 지각된 능. Harter(1990)

력 과 지각된 수용(perceived competence) (perceived acceptance)

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지각된 능력이란 신체적,

외관 사회적 수용 학업성취능력 체육과 예술에 대한 소질, , ,

그리고 품행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를

말하며 지각된 수용은 부모나 친구 교사와 같은 중요한 타, ,

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를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

다 는 이러한 지각된 능력과 지각된 수용이 전체적인. Harter

자아 평가에 동일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사회심리적 건강의Rogers(1961)

전제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보다. ,

능동적이며 안정감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신에, , ,

대하여 가치있게 느끼고 현실적인 기대를 하며 타인에 대해,

우호적이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Harter, 1990).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

고 더 나아가 약물남용 비행 우울 그리(Kernis et al., 1993) , ,

고 자살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Bolognini,

Plancherel, Bettschart & Halfon, 1996).

사회인지이론에서 효능감은 개인의 환경 행동 그리고 다른,

인지적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주요한 인지적 주제이

다 효능감이란 앞으로의 상황을 중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

동을 조직하고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말하며 이는 동기화 행위 성취의 주요한 예측인자, , ,

로서 행동의 변화와 유지를 위한 주요한 선행 요인이다

(Bandura, 1994, 1995; Schifter & Ajzen, 1985).

많은 연구자들은 효능감 지각이 건강 관련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다 효능감 지각은 건강 행동에 접근 또는 회.

피 학습 또는 포기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O'Leary, 1985; Rosenstock, Strecher &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성인의 치료나Becker, 1988).

재활 프로그램에 집중되었으며 청소년 건강에 대한 효능감,

관련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특히 일상의 정신적 신체적 건. ,

강 일과에 대한 청소년의 자신감을 강조하는 건강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Froman & Owen, 1999).

이상의 선행 문헌 고찰을 통하여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긍,

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청소년은 자아존중감과 자신의 건강

행동 선택에 대한 자신감인 건강효능감이 있을 것이라는 추

론을 할 수 있다 등 은 자아존중감과 일반적인. Judge (2002)

자아효능감은 매우 구분하기 어려우며 모두 추상성이 매우

높은 개념이라고 하였으며 다면적인 자아를 탐색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을 연구한 결과들은 많이 있으나 이

들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자아존중.

감이 능력과 가치로 구성되었으며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

가라고 정의할 때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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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소년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행동을 선택

하는데도 자신감이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건강효능감은 성별과, ,

연령에 따른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고등학,

생 이상에서는 안정적인 애착 자아존중감 및 건강효능감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관.

된 결과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기정 이( , 1995;

은영 탁영란 이정자& , 2001; , 2000)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시에서 학교 규모 역사 및 지J ,

역 환경이 유사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정하고 해당 학교의,

허락을 받은 후에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

고 이에 학생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연구 참여를 실시하였

으며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

총 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미 응답 설문지를 제외하427 ,

고 분석에 포함된 학생은 총 명으로 남학생 명 여학생381 190 ,

명이었다 대상자는 만 세 청소년으로 평균연령은191 . 15 18～

만 세 이다 학년생이 전체의 로 가장 많았16.44(±.60) . 2 51.2%

으며 학년 학년 로 나타났다 성적은 평균, 1 47.8%, 3 1.1% .

점이 로 가장 많았으며 점 점60-69 38.5% , 70-79 21.6%, 80-89

점 미만 그리고 평균 점 이상 순으16.4%, 60 12.7% 90 10.8%

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애착•

애착은 Mother-Father-Peer Scale(MFP scale; Epstein, 1992)

을 도구 개발자의 사용 허가를 받아 탁영란 등 이 번안(1998)

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MFP

때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또래와의 애착 경험에 대한 인지,

정도를 측정하는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70 .

각 문항은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 정도가 높은5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로 나. Cronbach's =.87α

타났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문Hare Self-esteem Scale(HSS; Hare, 1985) 30

항을 우리 문화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아. HSS

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동료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자신이 느끼는 자기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을 보고하도

록 고안되었다.

각 문항은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4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로 나타. Cronbach's =.80α

났다.

건강효능감•

건강효능감 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Health efficacy)

대한 자신감 정도를 측정하도록 고안된 School Health

을 번안Efficacy Questionnaire(SHEQ; Froman & Owen, 1991)

수정하여 측정에 사용하였다 의 총 문항 중 우리나. SHEQ 43

라 사회문화적 배경에 맞지 않은 문항운전면허 관련 문항을( )

삭제하고 문항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타당도 검증을 통해

총 문항신체적 건강 문항 정신적 건강 문항을 측정38 ( 21 , 17 )

에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효능감이 높음5

을 의미한다 한국어판의 타당도는 탁영란과 이은영. SHEQ

연구에서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2000) . Cronbach's

로 나타났다=.91 .α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을 이용하여 서술통계분석을 시행하SPSS Win

였다 애착 자아존중감 및 건강효능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

로 분석하였다 연구 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t-test .

을 이용하였으며 경로 분석을 위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해서는 와 를 이용하였으며 최대LISREL 8.12a PRELIS 2.12a ,

우도법 으로 경로계수를 추(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정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이 인지한 애착 자아존중감 및 건강효능감,
청소년이 인지한 애착 자아존중감 그리고 건강효능감의 정,

도는 표 과 같다 애착은 평균 범위 자아< 1> . 3.25( 2.44 4.51),～

존중감은 평균 범위 그리고 건강효능감은 평2.56( 1.63 3.51)～

균 범위 로 모두 중간 정도이상의 애착 자아3.44( 1.36 5.00) ,～

존중감 그리고 건강효능감 정도를 나타냈다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애착 자아존중감 그리고 건강효능감의 정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 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3.20±0.41)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또래와의 애착(3.15±0.43) ,

이 부모 애착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청소년기의(3.39±0.61)

특성과 과거 아동기의 기억에 의거한 자료 수집의 한계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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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이를.

해석하면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아동기의 또래와의 애착에,

근간이 되는 내적 활성 모형 으로 간(Internal working model)

주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총 애착의 내용에서는 엄밀히 구,

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의 하부 영역에서 가족 자아존중감 이(2.71±0.36)

가장 높은 정도를 나타내고 학교 자아존중감 이 가, (2.40±0.36)

장 낮은 정도를 보였다 이는 입시 위주의 학교 환경이 청소.

년의 학교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

고 사료된다.

청소년기 건강효능감의 두 구성 요소 신체적 건강효능감과,

정신적 건강효능감 정도에서 남학생은 신체적 건강에서 여학,

생은 정신적 건강에서의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건강효능감 간의 관계, ,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건강효능감(r=0.63, p=0.00)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30, p=0.00) .

아동기의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정도의 인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에서 자아존중감 및 건강효능감의 정도가 높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건강효능감 과 통계적으로 유의(r=0.32, p=0.00)

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2>.

표 애착 자아존중감 그리고 건강효능감의 관계< 2> ,
변 수 애착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63** -

건강효능감 .30** .32**

** p<.001

또한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건강효능감의 하부영역,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에 제시한 바와 같다 애< 3> .

착의 하부영역인 어머니 애착 아버지 애착 그리고 또래 애착,

이 자아존중감의 하부영역가족 학교 동료 자아존중감 및( , , )

건강효능감의 하부영역신체 및 정신 건강효능감과 통계적으( )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r=0.26 0.55; r=0.18 0.28).～ ～

한 자아존중감과 건강효능감의 모든 하부영역간에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18 0.29).～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건강효능감 간의 경로, ,
외생변수로서 청소년의 애착정도 내생변인으로서 자아존중,

감 그리고 건강효능감 간의 경로분석 결과는 표 와 같다< 4> .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은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0.63, t=15.78*).γ

애착이 갖는 설명력은 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은 건강효40% . ,

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 와 자아( =0.17, t= 2.66*)γ

표 애착 자아존중감 및 건강효능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에 따른 차이< 1> , ;
변 수 전체 남학생(N=190) 여학생(N=191) t p

애착 3.25(±.38) 3.23(±.35) 3.26(±.41) -0.64 0.52

어머니애착 3.20(±.41) 3.17(±.39) 3.23(±.42) -1.48 0.14

아버지애착 3.15(±.43) 3.13(±.39) 3.18(±.47) -1.15 0.25

또래애착 3.39(±.61) 3.41(±.63) 3.37(±.59) 0.60 0.55

자아존중감 2.56(±.30) 2.55(±.28) 2.58(±.33) -1.10 0.27

가족자아존중감 2.71(±.36) 2.69(±.41) 2.74(±.42) -1.21 0.23

학교자아존중감 2.40(±.33) 2.38(±.32) 2.41(±.34) -0.67 0.50

또래자아존중감 2.58(±.36) 2.57(±.35) 2.59(±.37) -0.77 0.44

건강효능감 3.44(±.52) 3.48(±.51) 3.41(±.54) 1.38 0.17

신체건강효능감 3.45(±.56) 3.51(±.57) 3.40(±.55) 1.93 0.06

정신건강효능감 3.43(±.59) 3.45(±.55) 3.42(±.62) 0.62 0.54

표 애착 자아존중감 그리고 건강효능감 하부영역간의 관계< 3> ,
변수

어머니

애착

아버지

애착

또래

애착

가족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또래

자아존중감

신체

건강효능감

아버지애착 .57** -

또래애착 .43** .30** -

가족자아존중감 .49** .47** .43** -

학교자아존중감 .40** .36** .34** .53** -

또래자아존중감 .30** .26** .55** .49** .54** -

신체건강효능감 .20** .21** .18** .21** .25** .18** -

정신건강효능감 .26** .28** .18** .23** .29** .28** .66**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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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 를 보였다 따( =0.13, t=3.32*) .γ

라서 애착이 건강효능감에 미치는 총효과는 통계적 유의하였

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는 건강효능감에 통( =0.30, t=6.09*).γ

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였다 애착과( =0.21, t=3.40*).β

자아존중감이 건강효능감에 대하여 의 설명력을 갖는 것12%

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건강효능감 간,

에 경로분석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

여학생에서는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은 자아존중감(γ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0.72, t=14.28*)

다 애착이 건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직접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기 않았다 그러나 간접효과( =0.12, t=1.23). (γ γ

와 총효과 는 유의한 영향을 미=0.20, t=2.76*) ( =0.32, t=4.61*)γ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건강효능감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직접효과는 보였다 남학생에서는( =0.27, t=2.82*).β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직접효과 를 보였으며( =0.50, t=8.00*) ,γ

또한 애착은 건강효능감에 대한 직접효과 자( =0.20, t=2.44*),γ

아존중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및 총효과( =0.09, t=2.09*) (γ γ

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0.28, t=4.04*) .

건강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였다( =0.17,β

t=2.17*).

여학생과 남학생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과 자아존중감간에 경로계수에서 여학생에서는 남=.72,γ

학생에서는 으로 나타났으며 이때의 설명력은 여학생에=.50 ,γ

서 남학생에서 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의 자아52%, 25% .

존중감 형성에 부모와 또래에 대한 강한 정서적 유대인 애착

이 중요한 변인으로 보이나 남학생에서는 애착 이외에 다른,

변인들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애. ,

착과 건강효능감 간에 경로에서 남학생은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온 반면에 여학생에서는 자아

존중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에서 애착과 건강효능감에 매개 변인으로 자아존

중감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과 자아존중“

감이 청소년의 건강효능감에 영향을 미칠까 라는 연구 문제?”

를 가지고 각 변인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의 의의.

는 애착이론과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한 선행 문헌의 결과와

일치하며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건강효능감의 관계,

를 설명하는 실증적인 경로를 제시한데 있다.

연구 결과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은 청소년은 자아

존중감 및 건강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

높은 청소년은 높은 건강효능감을 보였다 경로분석 결과 애.

착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건강,

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직접적으로 건강.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따뜻하고 지지적인 양육을 받은 자는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만족감을 얻는다 그러나(Dekovic & Meeus, 1997).

청소년의 경우 친한 친구와 질적이고 긍정적인 애착이 있고

갈등이 적을수록 그들의 부모에 대한 강한 애착을 나타낸다

는 연구도 있다 애착(Lieberman, Doyle & Markiewicz, 1999).

이론에 따르면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있는 자녀는 자신의 가치

표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 4> ,
변 수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 SMC

종속변수 독립변수 SS SE t SS SE t SS SE t

건강효능감 애착 .13 .04 3.32* .17 .06 2.66* .30 .05 6.09*
.12

자아존중감 - - - .21 .06 3.40* .21 .06 3.40*

자아존중감 애착 - - - .63 .04 15.78* .63 .04 15.78* .40

* p<.05

표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 5> ,
변 수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 SMC

여

학

생

종속변수 독립변수 SS SE t SS SE t SS SE t

건강효능감 애착 .20 .07 2.76* .12 .10 1.23 .32 .07 4.61*
.14

자아존중감 - - - .27 .10 2.82* .27 .10 2.82*

자아존중감 애착 - - - .72 .05 14.28* .72 .05 14.28* .52

남

학

생

종속변수 독립변수 SS SE t SS SE t SS SE t

건강효능감 애착 .09 .04 2.09* .20 .08 2.44* .28 .07 4.04*
.10

자아존중감 - - - .17 .08 2.17* .17 .08 2.17*

자아존중감 애착 - - - .50 .06 8.00* .50 .06 8.0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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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존중하고 자아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며 타인에게 신뢰를, ,

갖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줄 안다 따라서(Bowlby, 1969).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상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대두되고있으나 이것 역시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 형성 관,

계 형성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세 청소년 명을 대상으로 한12-18 400 Noom, Dekovic &

의 연구에서는 애착은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그리Meeus(1999) ,

고 우울에 주효과를 갖는다고 결론지었다 등 은. Canetti (1997)

부모와 자녀간의 부정적인 관계가 자녀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이끌고 또한 자녀의 우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 결과는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하며

부모와 또래에 대한 정서적 유대가 있을 때 자아에 대한 긍

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애착 이론을 지지하는 실

증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바이다.

는 자아효능감과 자아존중감 간의 유의한Cozzarelli(1993)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자아효능감의 예측

인자임을 주장하였다 는. Yarcheski, Mahon & Yarcheski(1997)

청소년의 긍정적인 건강습관에 대한 인과모형을 제시하는 연

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건강상태 및 긍정적인 건강습관

간에 양적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많은 선행 연구에서.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인 영향을 지지하고 있다(Bolognini, Plancherel, Bettschart &

Halfon, 1996; Pender, Hall, Rayens, Beebe, 2000; Yarcheski &

따라서 본 연구 결과와 선행 문헌을 통하여 건Mahon, 2000).

강 행동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는 자신감인 건강효능감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와 선행문헌을 바탕으로 청소년에서,

부모와 또래에 대한 정서적 유대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

발달에 영향을 미쳐 자아존중감 및 건강효능감 형성에 영향

을 주며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은 청소년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건강행동 선택과 지속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의되는

건강효능감도 높게 나타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애착 자아존중감 및 건강효능감 간에 경로분,

석 결과 남학생 보다 여학생에서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정

도가 자아존중감에 더욱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역시 건강효능감에 더 큰 영향력,

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가치.

를 사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남학생에서는 남자다움 개별화 그리고 성취가 그들의 자, ,

아존중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 여학생에서는 관계 안, ‘

에 자아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여성은 자아에 대하여 남성’ .

보다 집단주의적 전체적 또는 관계적인 인식의 틀을 갖는 반,

면 남성은 여성보다 자아에 대하여 개별적 독립적 또는 자발,

적인 인식의 틀을 갖는다(Josephs, Markus & Tafarodi, 1992).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문헌을 바탕으로 여학생의 경우 부모

와 또래와의 정서적 유대을 통하여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고 이것이 건강 행동을 선택하고 지속시키는 자신감에

도 영향을 주는 것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

부모와 또래와의 애착 자아존중감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이,

건강효능감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 자아존중감,

및 건강효능감의 관계를 탐색하여 애착 이론에 대한 실제적

이고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복,

원 인자를 탐색하고 이를 건강 행동의 변화를 위한 중재 프

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도시의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총

명으로 남학생 명 여학생 명으로 구성되었다 대상381 190 , 191 .

자는 만 세 청소년으로 평균연령은 만 세15 18 16.44(±.60)～

이다.

서술통계 분석 결과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3.25±.38),

및 건강효능감 은 모두 중간 이상의 정도(2.56±.30) (3.44±.52)

를 나타냈으며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또한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건강효능감 간에 통계적으로. ,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30~.63).

경로분석 결과 애착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효능감에는 직(r=0.63, t=15.78*).

접적인 영향 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 간접(r=0.17, t=2.66*)

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r=0.13, t=3.32*) .

의 자아존중감은 건강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0.21, t=3.40*).β

따라서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과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건강효능감에 예측 인자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경로 모형.

분석 결과 여학생에 있어서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주요한 영,

향을 미치며 애착과 건강효능감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애착 이론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부모와 또래와의 정서적인 유대관계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향

상을 위한 중재가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포함

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로 인한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한 반복 연구를 시

행하여 보다 강력한 인과관계 설명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론이 갖는 시간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을 사용하여 청소년 애Mother-Father-Peer Scale(Epstein, 1992)

착을 측정하였지만 후향적 심리 측정이 갖는 인지 왜곡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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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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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2)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Purpose: Adolescence is viewed as a critical period in the formation of health behavior and many health

behaviors developed during this era persist into adulthood. Social-cognitive theory, self-efficacy as a central

construct, has been used to predict and intervene the health behavioral patterns in adolescent. Previous research

demonstrated that the attachment in childhood and self-esteem as psychosocial factors are predictors of the health

efficacy in adolescent and it is viewed as solely an antecedent for the lifelong health behavior. Method: To

investigate the path pattern of attachment in childhood, self-esteem and health efficacy in adolescents, 381

adolescents in high school from two urban cities in Korea were recruited for cross-sectional sample. Attachment in

childhood was measured using Mother-Father-Peer Scale. Self esteem was measured with Hare self esteem.

Perceived self efficacy in Health was measured by the School Health Efficacy Questionnaire. The path analysis

reveal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in childhood and self-esteem, self-esteem and health efficacy

in adolescents. Self esteem was the strongest contributing factor for health efficacy in adolescent. The results

suggest that attachment in childhood may aid in formulating positive self -esteem in adolescents and self-esteem

played a major role in predicting health efficacy in adolescents. Conclusion: Therefore, self-esteem enrichment

should be incorporated with adolescent health promotion and certainly should be a component in any health

education program in school health program and interventions. These results have implications of psychosocial and

family related factors on health promotion and health education for the health care provider with regard to primary

and secondary prevention in adolescent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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