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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reviews the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 (YRBSS) in the United 

States. This review focuses on the purposes, questionnaires, survey methods, and use of survey results. 

The author also discussesthe establishment and use of Korean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 

  Results：The YRBSS was developed in 1990 to monitor priority health risk behaviors that contribute to 

the leading causes of death, disability, and social problems among youth and adults in the United States. 

The purpose of YRBSS is to determine the prevalence of health risk behaviors, to assess the trend of 

health risk behavior prevalence, provide comparable data, monitor progress toward achieving the 

Healthy People 2010. The questionnaires inquire about health-related behaviors, including tobacco use, 

unhealthydietary behaviors, inadequate physical activity, alcohol and drug use, sexual activity, behaviors 

that contribute to unintentional injuries and violence. The results of YRBS have been used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risk behaviors among youth, to set goals for school health programs, for training and 

development of health program personnel,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education curriculum, to 

support enactment of health-related regulations, and to support funding for futher research. 

  Conclusions： The YRBSS represents a potentially valuable program that can be applied in Korea. 

Assessment of risk behaviors among Korean youths will provide invaluable insight for many potenti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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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생애주기에서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

한 시기이지만, 음주, 흡연 등 건강 위험 행위들이 

시작되고 확립되는 시기이기도 하다(Perry, 1999; 

Welburn, 2003). 청소년기의 건강위험행위는 불의의 

사고 등 청소년기의 건강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성

인기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성도 증가시킨다. 건강 관

련 행위는 성인이 되기 이전에 확립되므로 건강위험

행위를 시작하기 이전에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실천하

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2000년도 우리나라 10-19세 청소년의 5대 사망 

원인은 운수사고, 악성신생물, 자살, 익수사고 및 추

락사고로 사고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

으며(KIHASA, 2001), 우리나라 전체 인구집단의 사

망 원인 가운데 각종 암( 23.9%), 순환기계 질환( 

23.7%)이 전체 사망의  47.6%로 나타나 다른 사망원

인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KNSO, 2001).

미국의 경우 10-24세 인구집단의 사망원인 가운

데 가장 흔한 것은 교통사고(31.4%), 불의의 상해

(12%), 타살(15.3%) 및 자살(11.9%)로 이 네 가지가 

전체 사망의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25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41%), 각종 암

(23.6%)이 전체 사망의 6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Anderson, 2001).

이들 주요 사망원인은 건강행위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어, 건강행위의 실천은 만성질환 및 사고 등

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급성 전염성 질환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질병양상이 변화됨에 따라 건강행위는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써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

지고 있다. 개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을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보건의료전달체계, 개인의 생활습

관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

치는 정도를 보면 개인의 생활습관이 52%,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각각 20%이고, 의료서비스의 

영향력은 8%로(Nam, 1999), 개인의 생활습관이 건

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1991년 이후부터 청소년 건강위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청소년 건강위험행위 감시체계

를 확립하였다. 청소년 건강위험행위 감시체계는 위

험행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사

업의 목표와 개선방안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2. 연구목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망원인을 살펴볼 때, 청소년

의 사망원인 중에서는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성인의 사망원인 중 심혈관계 질환과 각종 암이 차지

하는 비율이 크다는 점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시기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청소년기의 건강관리에 대

한 투자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바탕

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미국의 청

소년 건강위험행위 감시체계의 목적과 내용, 조사방

법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건강위험

행위와 관련한 정보체계구축 및 활용방안을 모색해보

고자 한다.

Ⅱ. 본  론

 1.  발 과정

1989년 미국의 질병관리국(CDC)에서는 조기사망

의 위험을 초래하는 청소년기의 건강위험행위를 감시

할 목적으로 청소년 위험행위 감시체계(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 이하 YRBSS)를 개

발하였다(Sussman, Jones, Wilson, & Kann, 2002). 

YRBSS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의 협

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 단위 및 지방의 학교 청소

년 건강 위험 행위 조사(Youth Risk Behavior 

Surveys, 이하 YRBS)는 CDC의 지원 아래 이 조사

에 관심을 가진 교육기관이나 보건기관에 의해 수행

되었다. 1990년도에 첫번째 조사가 이루어졌고, 

1991년 이후부터는 2년에 한번씩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1990년도에 조사에 참여한 곳은 24개주 8 개 

대도시였는데, 2001년도에는 38개주 19개 대도시에

서 청소년 위험 행위 조사에 참여하였다(Grunbuam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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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건강 험행  감시체계의 목

청소년 건강행위감시체계는 청소년의 건강위험행

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학교보건사업의 목적을 설정하고 개선하는데 활용되

고 있다. 청소년 건강위험행위 감시체계의 목적은 다

음과 같다.

1)  건강위험행위 실태 파악

2)  건강위험행위 추이 파악

3) 국가 단위, 주 단위, 지방 단위 별 건강위험행위의 

비교 자료 제공

4) 학년, 인종, 성별 특성에 따른 건강위험행위 비교 

자료 제공

5) Health people 2010 목적 및 기타 보건사업의 목

표 달성 정도 평가.

3. 조사도구 

YRBSS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문지는 청소년 건강

위험행위 실태조사 설문지(Youth Risk Behavior 

Survey Questionnaire)이다. 이 설문지에 는 현재 

미국 청소년 및 성인 인구집단의 주요 사망원인, 주

요 질병 원인 및 사회 문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

지는 건강위험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YRBS의 조

사항목은 6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그  

범주는 1) 폭력 및 불의의 사고와 관련된 행위  2) 

흡연 3) 음주 및 기타 약물남용 4) 원치 않는 임신 

및 성병과 관련된 성행위 5) 음식 섭취 습관  6) 운

동(Sussman et al., 2002)  등이다. 

CDC는 YRBS 설문지에 대해 1992년에 조사-재조

사 신뢰도를 측정하여 설문지 문항의 3/4 은 상당히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고 한 바 있고(Brenner, 

Collins, Kann, et al., 1995), 1999년도 다시 조사-

재조사 신뢰도를 측정하여 대부분의 문항이 중간정

도의 신뢰도가 있고, 약 반정도는 상당한 신뢰도가 

있다고 보고하는 등(Brenner, Kann, McManus, 

Kinchen, Sundberg, & Ross, 2002) 조사도구의 신

뢰도에 대해서도 검토된 바 있다.    

각 영역별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안전 – 5문항>

1)  (지난 1년간)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 착용 여부

2)  (지난 1년간) 자전거를 탈 때 헬멧 착용 여부

3)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탈 때 안전벨트 착용 

여부

4)  (지난 30일간) 음주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나 기타 

탈 것을 탄 횟수

5)  (지난 30일간)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나 기타  탈 

것을 운전한 횟수

 

<폭력 관련 행위 – 10문항>

1) (지난 30일간) 총기, 칼, 몽둥이 같은 흉기를 지니

고 다닌 일수

2) (지난 30일간) 총기를 가지고 다닌 일수

3) (지난 30일간) 총기, 칼, 몽둥이 같은 흉기를 학교

에 가지고 간 일수

4) (지난 30일간) 안전에 위협을 느껴서 학교에 가지 

않은 일수

5)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총기, 칼, 몽둥이 등과 같

은 흉기로 위협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한 횟수

6) (지난 1년간) 몸싸움을 한 횟수

7) (지난 1년간) 몸싸움으로 상처를 입어서 의료인의 

치료를 받아야 했던 횟수

8)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몸싸움을 한 횟수

9) (지난1년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고의로 때리

거나 주먹으로 치거나 혹은 육체적인 상해를 가한 

횟수

10) 원치 않는 성 관계를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

 

<감정 및 자살기도-5문항>

1) (지난 1년간) 일상활동을 못할 정도로 2주 이상 

연속적으로 슬프거나 절망적이게 느낀 적이 있는

지 여부

2) (지난 1년간) 심각하게 자살시도를 고려한 적이 

있는지 여부

3) (지난 1년간) 자살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여부

4) (지난 1년간) 실제로 자살 기도한 횟수

5) (지난 1년간 자살 기도를 한 적이 있다면) 자살기

도로 인해 의료인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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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 12문항>

1) 한 두 모금이라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는지 

여부

2) 처음으로 담배 한 개피를 피웠을 때의 나이

3) (지난 30일간) 담배를 피운 일수

4) (지난 30일간) 담배를 피운 날의 경우, 하루에 피

운 담배의 개수

5) (지난 30일간) 담배 구입 방법

6) (지난 30일간 가게에서 담배를 구입하고자 했다

면) 신분증을 요구 받았는지 여부

7) (지난 30일간) 학교에서 담배를 피운 일수

8) 30일간 매일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는지 여부

9) (지난 1년간)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했는지 여부

10) (지난 1년간) 궐련 외의 담배, 씹는 담배 등을 이

용한 일수

11) (지난 30일간) 학교에서 씹는 담배 등을 이용한 

일수

12) (지난 30일간) 시가를 흡연한 일수

 

<음주-5문항>

1) (일생동안) 적어도 한 잔 이상의 술을 마신 일수

2) 처음으로 음주했을 때의 연령(몇 모금 마신 것 

제외)

3) (지난 30일간) 적어도 한잔 이상 술을 마신 일수

4) (지난 30일간) 한 자리에서 5잔 이상의 술을 마신 

일수

5) (지난 30일간) 학교에서 적어도 한잔 이상의 술을 

마신 일수

 

<마리화나 남용 – 4문항>

1) (일생동안) 마리화나 남용 횟수

2) 마리화나를 처음 시도했을 때의 연령

3) (지난 30일간) 마리화나 남용 횟수

4) (지난 30일간) 학교에서 마리화나 남용 횟수

 

<코카인 및 기타 약물 남용 – 9문항>

1) (일생동안) 코카인 남용 횟수

2) (지난 30일간) 코카인 남용 횟수

3) (일생동안)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접착제를 흡입

하거나 페인트나 스프레이 등을 흡입한 횟수

4) (지난 30일간)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접착제를 흡

입하거나 페인트나 스프레이 등을 흡입한 횟수

5) (일생동안) 헤로인을 남용한 횟수

6) (일생동안) 메타암페타민(스피드, 크리스탈 이라고 

불리는 것)을 남용한 횟수

7) (일생동안) 의사의 처방없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한 횟수

8) (일생동안) 불법 약물을 주사한 횟수

9)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누군가가 불법약물을 주거

나 판 적이 있는지 여부

 

<성 행위 – 8문항> 

1) 성 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는지 여부

2) 성 관계를 처음 가졌을 때의 연령

3) (일생동안) 성 관계를 맺은 사람 수

4) (지난 3개월간) 성 관계를 가진 사람 수

5) (마지막 성 관계를 가졌을 때) 음주나 다른 약물을 

복용하였는지 여부

6) (마지막 성 관계에서) 콘돔 사용 여부

7) (마지막 성 관계에서) 임신을 막기 위해 사용한 방

법

8) 임신 횟수 혹은 임신을 시킨 횟수

 

<체중 – 7문항>

1) 자신의 체중에 대한 생각

2) 체중조절 시도 여부

3) (지난 30일간) 체중을 줄이기 위해 운동을 했는지 

여부

4) (지난 30일간) 체중을 줄이기 위해 저열량, 저지방 

식이를 시도했는지 여부

5) (지난 30일간) 체중을 줄이기 위해 24시간 이상 

굶어본 경험 여부

6) (지난 30일간) 체중을 줄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없

이 약물을 복용한 경험 여부

7) (지난 30일간) 체중을 줄이기 위해 구토를 하거나 

설사약을 복용한 경험 여부

 

<지난 7일간 섭취한 음식 – 7문항>

1) (지난 7일간) 100% 과일주스를 마신 횟수

2) (지난 7일간) 과일 섭취 빈도

3) (지난 7일간) 푸른 잎 야채 샐러드 섭취 빈도

4) (지난 7일간) 감자 섭취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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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난 7일간) 당근 섭취 빈도

6) (지난 7일간) (푸른 잎 야채 샐러드, 감자, 당근을 

제외한) 기타 야채 섭취 빈도

7) (지난 7일간) 우유 섭취 빈도

 

<운동 – 7문항>

1) (지난 7일간) 최소한 20분 이상 땀을 흘리거나 숨

이 가빠질 정도로 운동한 일수

2) (지난 7일간) 땀을 흘리거나 숨이 가빠질 정도는 

아니라도 최소한 30분 이상 운동한 일수

3) (지난 7일간)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운동한 일수

4) (주중에) 평균 TV시청 시간

5) (일주일동안 학교에서) 체육시간이 있는 일수

6) (체육시간에) 실제로 운동을 하는 시간

7) (지난 1년간 학교든 지역이든) 가입하여 운동하고 

있는 단체 수

 

<AIDS 교육 – 1문항>

1) 학교에서 AIDS 혹은 HIV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4. 청소년 건강 험행  감시체계의 구성  CDC의 

역할

YRBSS 는 1) 9-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

가, 주, 지방 단위의 학교 조사, 2) 12-21세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단위의 가구조사, 3) 대학생에 

대한 국가 단위 조사, 4)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국가 

단위 조사 및 5) 특수 집단에 대한 조사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CDC는 주와 지방 단위의 지역조사를 지원하고, 

각종 국가단위의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CDC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단위조사의 지원

청소년 건강위험행위에 관한 정확하고도 최근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CDC는 YRBS

를 수행하는 주와 대도시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한 건강위험행위를 피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통합 학교

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있다(Welburn, 2003).

CDC 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

다. 1) 지역 코디네이터 훈련 2) 조사 대상 학교와 학

급의 표본추출 시 이용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3) 학

교보건사업과 학교보건정책 개선시 조사결과의 활용 

등이다(Welburn, 2003).

각 주와 지역에서는 CDC에서 작성한 핵심 설문에 

그 지역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문항을 삭제 혹은 추

가할 수 있다. 2001년 학교 단위 조사는 38개 주, 19

개 대도시, 7개 지역에서 참여하였는데, 각 지역의 평

균 표본수는 1,819 명이었다(Welburn, 2003).

2) 국가단위조사의 수행

지역조사를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CDC는 매 2년

마다 50개 주와 Washington D.C.의 공립 및 사립 학

교 9-12학년 학생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수행하고 있

다. 2001년에는 13,000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

료를 수집하였다(Welburn, 2003). 

3) 기타 국가 단위 조사의 수행 

CDC가 2년마다 국가조사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사를 수행하였다. 

(1) 1992년에 12-21세 인구 약 11,000명을 대상

으로 국민건강면접조사(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를 실시한 바 있다.

(2) 고위험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위험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998년에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s)의 약 9,000명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대안 

고등학교 청소년 건강위험행위 실태조사(The 

National Alternative High School Youth Risk 

Behavior Survey)를 수행하였다.

(3) 전국 대학생 건강위험행위 실태조사(The 

National College Health Risk Behavior Survey)는 

1995년에 학부생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건강위험행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2005년에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4) YRBSS 자료 활용 지원.

CDC는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프

로그램 개선을 위해 YRBS 조사자료를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조사 자료의 해석, 건강위험행위 

추이 분석 등을 통해  YRBS 조사 결과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타 교육기관에서는 정책 

및 보건사업 프로그램 등에 YRBS 자료를 어떻게 활

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 사례를 보고하기도 하

였다(Everett, Kann, & McReynolds, 1997; 

Sussman, Jones, Wilson, & Kan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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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YRBSS 온라인 자료 구축  

YRBSS는 온라인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

어있다. YRBSS 2001 Online 은 2001년에 개발된 것

으로 YRBSS Web site (http://www.cdc.gov/yrbss) 

에서 이용할 수 있다. YRBSS 2001 Online은 1991

년부터 2001년까지 수행된 모든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표와 그래

프를 확인할 수 있고, 국가 단위, 주 단위, 지방 단위

별로 선택적으로 조사 결과를 볼 수 있으며, 인종, 성, 

학년 별로 조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고, 두 개의 지역 

또는 두 개의 조사 시점에 대해 조사 결과를 비교할 

수도 있으며, 건강행위 변화에 대한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Welburn, 2003). 

6. YRBSS 의 활용 사례

주정부와 지방의 보건기관, 교육기관에서는 

YRBSS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건강위험행위의 실태

를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활용하

고 있으며, 보건사업을 위한 인력 개발, 보건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건 

관련 법 제정 지원, 연구비 지원 등에도 활용하고 있

다. YRBSS 자료의 활용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Sussman et al., 2002).

1) 건강위험행위 실태의 기술  : YRBSS 자료는 건

강위험행위의 실태와 그 관련요인을 기술하는데 중요

한 기여를 하고 있다. CDC는 학술잡지에 YRBS 결과

의 요약 및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일부 지

역에서는 YRBS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영역에 더 관

심을 갖게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메사추세츠에서

는 YRBS 자료를 활용하여 성폭력 피해자나 이민자 

등과 같은 하부 집단의 건강위험행위를 규명하였고, 

하와이에서는 하와이 원주민과 비 원주민의 건강위험

행위 차이를 밝혔으며,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건강위험행위와 역관계에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2) 청소년 건강위험행위에 대한 인식 :  청소년 건

강위험행위에 대한 인식은 학교보건 정책과 사업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대부분의 주가 학교장과 부

모, 지역사회 기관에 사실 정보지, 소식지, 언론 홍보 

등의 다양한 형태로 YRBS 자료를 배포 하여 학생들

의 건강위험행위 정도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델라

웨어는 First State for Health Literacy라는 안내 책

자를 만들었고, 콜로라도는 Adolescent Health in 

Colorado 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뉴욕주에서는 

In Their Own Words 라는 소책자를 발간하는 등 

여러 주와 도시에서 각각 YRBS 결과를 보급하여 청

소년의 건강위험행위 실태를 인식시키는데 활용하

고 있다. 

3) 인력개발 : YRBS 자료는 교사나 학교 관리자를 

위한 인력개발 프로그램에 활용되기도 한다. 교사 연

수 시 YRBS 결과를 소개하기도 하고, 특정 건강위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이를 담

당할 인력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기도 한다.커네티컷에

서는 HIV 위험행위에 대한 YRBS 자료를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이용하였고, 메사추세츠에서는 교직원 및 

학생 훈련시에, 아칸사스에서는 HIV 예방 교과과정

(Get Real About AIDS and Reducing the Risk)을 

위한 인력개발 프로그램에서 YRBS 자료를 활용하였

다고 보고하였다. 루이지애나에서는 교사와 행정직원

의 배치 전 교육시 다루어야 할 주제를 선정하는데 

YRBS 자료를 이용하였다고 보고하였고, 미시간에서

는 포괄적 학교보건교육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교사

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최근의 YRBS 자료

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4) 학교보건사업의 목표 설정 및 감시 : 학교보건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 YRBS 자료가 이용되고 있다. YRBS 자료는 국

가가 설정한 Health People 2010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가늠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또한 많

은 주에서 학교보건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

를 평가할 때 YRBS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미주리에

서는 6개 건강위험행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YRBS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성과의 지표로도 활용하

였다. 버몬트에서는 버몬트 주의 2010 건강목표를 

개발할 때 이 자료를 이용하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는 YRBS 자료를 근거로 특정 보건교육 주제에 몇 시

간의 보건교육을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이용하

기도 하였다. 

5)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 YRBS는 학교와 지역

사회 보건교육자들에게 더 나은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유

타에서는 YRBS 자료를 검토한 후에 보건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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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에 식습관 장애 예방 프로그램을 추가하였

고, 이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면서 자살 예방에 대

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하였다. 위스콘신은 많

은 학생이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자료를 바탕

으로 학생 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네바다에서는 

STATUS(Students Taking Action to Terminate 

Unlawful Substance)라는 일주일 코스의 지도력 훈

련 캠프를 개발하면서 YRBS 자료를 소개하는 시간

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휴스톤에서는 YRBS 자료에

서 HIV와 관련한 위험행위가 9세 정도에서 시작된다

는 사실을 파악하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HIV 예방 교과과정을 개발

하였다. 

6) 기타 :  몇 몇 주에서는 YRBS가 보건교육에 관

한 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공헌하였다고 하였다. 

테네시에서는 YRBS 자료를 근거로 1999년에 통합

적 학교보건개선법(Coordinated School Health 

Improvement Act)를 통과시켰고, 콜로라도의 포괄

적 보건교육법(Comprehensive Health Education 

Act)는 각급 학교에서 계획적이고 연속적인 포괄적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포괄적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데 YRBS 자료를 

이용하였다.  YRBS 자료는 연방 및 주 정부와 민

간 기관의 연구비 지원을 정당화하는데 활용되기도 

하였다. CDC Web site에 YRBS 자료를 공개하는 

것 외에도 버몬트, 노스 다코타 등과 같은 주에서

는 그 지역의 YRBS 자료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

록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운용하고 있으며, CDC에

서는 CD-ROMs을 개발하여 YRBS 자료를 보급하

고 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CDC에서 개발한 청소년 건강위험행위 

감시체계의 발전과정, 목적, 조사도구, CDC의 역할과 

YRBS 자료의 활용사례를 검토하였다. 청소년 건강위

험행위 감시체계는 건강위험행위의 정도와 추이를 파

악하고, 학교보건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

행하며 그 성과를 평가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감시체계는 청소년 건강위험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행위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1998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10세 이상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였고, 이러한 조사

는 청소년의 건강행위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방문을 통한 면접조

사나 자가보고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므로 조사

대상자의 응답이 부모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실

제보다 건강위험행위 실태가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

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성인과 동일한 설문지

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특별히 더 조사

되어야 할 항목은 누락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질

병관리본부에서 학급을 단위로 표본을 선정하여 인

터넷을 통한 청소년 건강위험행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학교는 학교인구

집단이 크고, 학령기는 생활습관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이며, 사업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비용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전략적 장소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학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되고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건강위험행위에 대한 정확한 실태

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 건강행위

에 대한 자료수집내용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자료

수집을 체계화하여 학교건강증진 사업의 토대를 갖추

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청소년 건강위험 

감시 체계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청소년 및 성인의 사망양상과 유

병률, 기타 주요 사회문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청소

년의 건강과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건강행위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건강행위의 조사 결과가 학교 보건사

업의 목표 설정 단계에서부터 성과를 평가하는 단계

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현실에 기초한 목표 설정은 보건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하다. 조사에 응한 학교단

위,  지역 단위, 그리고 국가 단위의 결과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생산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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