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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intend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of social support level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the health status, college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the college student.

Methods: Data were obtained from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of 416 college 

student. We measure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tangible support, 

appraisal support, belonging support, self-esteem support), health status (36-item 

short-form health survey(SF-36),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CES-D), 

perceived stress scale(PSS)),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SACQ), average 

grades point. Chi-square test, t-test, ANOVA test,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ere used 

for analysis factors relation of the social support of the college students.

Results: In considering the degree of social support b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the college students, the social support was better for the female college students. In 

considering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the students who get 

better social support, were good in health depression and perceived stress status. When 

they got better social support their college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were 

good. The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Social support for students has great influence on health,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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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students. Psychological aspects of students 

should be included in the strategy of social support for students.

Key words: Social support, Health status, College adjustment, Academic achievement

Ⅰ. 서론

사회  지지(social support)는 개인을 둘러

싸고 있는 사회  계를 통하여 개인의 신체

, 물질 , 정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모

든 행 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사회  

계를 통해 획득하는 물질 인 도움과 서비스 

그리고 정서 인 지지, 충고, 지도, 칭찬, 이용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안락, 도움, 정보로 정의

하 다(Eill, 1984). 학생들은 과도기  시기

에 있어서 심리 인 응에 필요한 지지 자원

으로써 사회  유 와 계, 즉 사회  지지가 

무엇보다 요하다. 이러한 실을 반 한 듯 

사회  지지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을 밝히

려는 연구가 꾸 히 이루어졌다. 국내의 여러 

연구결과에서 사회  지지는 스트 스 인자가 

갖는 건강에 한 부정 인 효과를 이고, 스

트 스의 발생을 재하는 응자원으로서 사

회 , 심리 , 신체  안녕 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 다(이원숙, 

1992; 장세진, 1992; 장세진 등, 2002). 외국의 

여러 연구에서도 사회  지지는 개인의 신체  

 정신  건강과 한 계가 있음이 보고

되었다. Cassel(1976)는 사회  지지가 압, 

상동맥질환, 사망률, 우울증 등과 같은 질병

과 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사회  지지와 

갈등이 특정한 질병 발생에 향을 다는 사

실을 밝혔다. Cohen과 Hoberman(1983)은 사

회  지지 정도가 질병의 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스트 스를 완충시키며 건강을 진하는 

요한 요인이라고 하 다. 한 사회  지지의 

결핍은 스트 스 발생의 요한 그리고 직

인 인자로 작용하게 되어 정신건강을 하게 

하는 결과를 래한다고 하 다(Andrew 등, 

1978; Williamson 등, 1981). 한 학생들의 

스트 스, 사회  지지, 응수 은 정신심리  

응과 매우 한 연 이 있음을 밝힌 연구

가 있었다. 즉 부모와 동료의 지지가 좋을수록 

스트 스, 불안, 우울 수 이 낮음을 알 수 있었

다(Crockett 등, 2007).

한 학교의 교육활동 에서 가장 심이 

가는 분야는 학생의 학업성취 향상일 것이다. 

이는 학에서도 외가 아니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업성취에 해 많은 심과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업성취에 한 연구는 

통 으로 주로 학교의 교육방법과 환경 즉, 경

제  자본과 인  자본에 심을 두고 이루어

졌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  배경이 좋을수록 

자녀에게 보다 더 많은 경제 , 물질  자원을 

제공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음을 밝힌 

연구가 있었다(한 동, 1981; White, 1982; 김

왕근, 1988; 신동주, 1988; Maqsud와 Rouhani, 

1991; 배종웅, 1993; 이지 , 1996; Sirin, 2005; 

윤 선, 2005).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자본, 사

회  지지와 같은 무형의 자산으로서 인간 계 

내에 존재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에 심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인 , 물  자원은 제한되

어 있지만 사회자본, 사회  지지는 주 으로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향을  수 있고, 수없

이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학업성취에 향을 주는 심 요인이 

사회심리  요소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

며 이러한 실을 반 한 듯 연구의 방향 역시 

환되어 수행되었다. 이 에 국내에서는 지각

된 사회자본, 사회  지지 수 과 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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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과의 계를 밝히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김

경근, 2000; 옥경희, 2001; 김소라, 2003; 최동

렬, 2004; 김옥진; 2007; 윤흥수, 2007; 탁수연, 

2007). 외국에서도 사회  지지와 학생활 

응과의 계(Riggio 등, 1993; Hovey와 

Seligman, 2007; Klink 등, 2008), 사회  지지

와 학업성취도와의 계를 밝히려는 연구가 수

행되었다(Levitt 등, 1994; Maville과 Huerta, 

1997; Lee와 Smith, 1999; Portes, 1999; Estell 

등, 2002; Ghaith, 2002; López와 Ehly, 2002; 

Clifton 등, 2004; Heiman, 2007). 

이와 같이 최근 들어 수행된 연구들은 사회

 지지가 좋을수록 건강상태가 좋고, 사회  

지지가 학교생활 응  학업성취도와 정의 

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서는 , ,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선정하여 

수행한 연구가 부분이었음을 발견하 기에 

학생들을 상으로 사회  지지와 건강상태, 

학생활 응  학업성취도와의 계를 밝힐 

필요성이 두되었다. 사실 학생들은 가족과 

함께 살던 환경을 벗어나 새롭게 변화된 환경

에서 학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등

학생 때까지의 사회  지지 수 과는 매우 다

를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을 상으로 과거 

학업성취도의 련요인을 학교의 교육방법과 

환경에 을 두었던 것을 사회  지지와 같

은 사회심리  요인으로 환하여 이러한 요인

들이 건강상태, 학생활 응  학업성취도와 

어떠한 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수행하

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학에서 추구하

는 최종 목표인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한 

략개발에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하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조사방법

본 연구는  지역의 일개 2, 3년제 학에 

재학 인 총 450명을 상으로 하 으며 조사

상자는 성별, 학년별로 비례층화추출하여 선

정하 다. 먼 ,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을 각각 150명 선정하 고, 이를 성별로 나 어 

비례층화추출하 다. 한 학과별 특성을 감안

하고자 재 개설된 총 28개과  16개과(개설

과의 57.1%)를 연구 상에 포함하 다. 조사방

법은 연구진이 개발한 표 화된 설문지를 사용

하 으며 설문지 배부 에 연구의 취지를 설

명한 후에 연구 상자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

사에 응답하 다. 조사기간은 2008년 9월 3일부

터 16일까지 2주간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 446명(회수율 99.1%)이었

다. 이 에서 설문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30명

을 제외하고, 총 416명을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

2. 연구내용

1) 사회  지지

사회  지지의 측정도구는 Cohen과 Horberman 

(1983)이 개발한 인 계 지지 평가 척도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 

ISEL)를 김정희와 이장호(1986)가 우리나라 상

황에 맞게 번역한 것을 윤소연(1993)이 재번역

한 도구를 사용하 다. ISEL 일반인용은 총 40

문항, 학생용은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학생용(college version)을 

사용하 다. 하  구성요소는 물질  지지 12문

항, 평가  지지 12문항, 소속감 지지 12문항, 

자존감 지지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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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하  요인인 물질  지지는 문제해결에 필

요한 도구나 재원을 얼마나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묻는 문항들이다. 둘째는 평가  

지지로 자신의 문제에 해 이야기하고, 문제해

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를  사람이 있

는가를 묻는 문항들이다. 셋째는 소속감 지지로 

자신과 함께 무엇인가 같이 할 사람이 있는가

를 묻는 문항들이다. 넷째는 자존감 지지로 자

신감을 심어주거나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했

을 때 정  평가를 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를 

묻는 문항들이다. 본 도구의 원래 형태는 각 문

항에 해 ‘그 다-아니다’로 응답하게 되어있

으나 반응 각각의 차이를 보다 자세히 측정하

기 해서 리커트(Likert)의 4  척도를 이용하

으며 ‘매우 그 다’에 3 , ‘그 다’에 2 , ‘그

지 않다’에 1 , ‘  그 지 않다’에 0 으

로 수를 부여하 으며 부정 문항은 역환산하

고, 총 144 이며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

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Cohen과 Horberman(1983)에 의해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0.9000, 윤소연

(1993)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0.9300,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0.928이었다.

2) 건강상태

(1) 건강수  (SF-36)

건강수  측정도구는 Ware와 Sherbourne 

(1992)이 개발하고, 고상백 등(1997)에 의해 번역

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정된 SF-36(36-item 

short-form health survey)을 이용하 다. 이

는 9개 역의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세

부 으로는 신체  기능(10문항), 신체  건강

문제로 인한 역할 제한(4문항), 정서  건강문

제로 인한 역할 제한(3문항), 활력(4문항), 정신

건강(5문항), 사회  기능(2문항), 통증(2문항), 

반 인 건강지각(5항목)의 8개 역과 건강수

의 변화(1문항) 1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로부터 얻어진 원 수와 범주에 한 

수화 방법  이에 한 차는 Ware와 

Sherbourne(1992)이 제시한 방법 로 가 치

를 주어 계산하는 방법을 따랐다. SF-36 측정

도구 문항의 응답은 리커트(Likert) 척도로 이

루어져 있으며, 문항의 응답은 일반 으로 가장 

나쁜 건강수 을 1 으로 하여 문항에 따라 가

장 좋은 건강수 을 최고 6 까지의 수를 가

지게 된다. 그러나 10개 문항은 최고 수가 정

반 의 의미인 건강에 가장 나쁜 향을 미치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문항의 수는 

역순으로 산출하 다. 한 건강수 의 변화를 

제외하고, 8개 역의 원 수를 0 부터 100

까지로 분포하도록 변환을 시켜주며 수가 높

을수록 건강수 이 좋음을 의미하고, 이때 사용

한 공식은 아래와 같다.

변환된 범주 점수원점수 범위
범주의 실측 원점수최소 가능 원점수

× 

Ware와 Sherbourne(1992)이 이 에 수행된 

14개의 연구를 상으로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평균 Cronbach α=0.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

났고, 연구 상자 역시 일반인은 물론 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2) 우울

우울 측정도구는 Radloff(1977)의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를 겸구와 이민규(1992)가 번역한 한국  

CES-D를 사용하 다. CES-D는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해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  구성요소는 우울 정서, 정  정서, 인

 실패감, 신체  하로 되어 있다. CES-D의 

측정척도는 리커트(Likert)의 4  척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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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 부분’에 3 , ‘상당히’에 2 , ‘때로’

에 1 , ‘거의 드물게’에 0 으로 수를 부여하

으며 정  감정의 문항인 4번, 8번, 12번, 

16번 문항은 역환산하 고, 수가 높을수록 우

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 우울증을 별하기 

한 분할 수(cut off point)는 16 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Craig와 Van Natta, 

1978) 본 연구에서는 16  미만 ‘우울 아님’, 16

 이상 ‘우울임’으로 재분류하 다. 한편 

CES-D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만족스러운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일반인은 물론 우울 환자

(Weissman 등, 1977), 연령 상으로는 18세 

이상의 학생(Cohen과 Hoberman, 1983), 노

인(Berkman 등, 1986)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Radloff(1977)에 의해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0.8500이었으며 겸구와 이민규

(1992)는 Cronbach α=0.8900,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0.901이었다.

(3) 스트 스

스트 스 측정도구는 Cohen 등(1983)이 개발

한 스트 스 지각 측정도구(Perceived Stress 

Scale : PSS)를 하 수 등(1990)이 번역한 도구

를 사용하 다. PSS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리커트(Likert)의 5  척도를 이용하 으

며 ‘매일 자주 그랬다’에 4 , ‘비교  자주 그랬

다’에 3 , ‘가끔 그 다’에 2 , ‘거의 그 지 않

다’에 1 , ‘  그 지 않다’에 0 으로 수

를 부여하 으며 4번, 5번, 6번, 7번, 9번, 10번, 

13번은 역환산하 고, 수가 높을수록 인지된 

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 본 연구에서

는 총 56  만 을 3단계로 구분하여 19  이

하 ‘약한 수 ’, 20-37  ‘ 간 수 ’, 38  이상 

‘강한 수 ’으로 재분류하 다. 신뢰도는 Cohen 

등(1983)이 학 신입생 332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Cronbach α=0.840, 학생 114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Cronbach α=0.850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0.739이었다.

3) 학생활 응

학생활의 응정도를 측정하기 해서 

Baker와 Siryk(1984)이 개발한 학생활 응 

척도(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 SACQ)를 정은희(1992)가 번역

한 도구를 사용하 다. SACQ는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리커트(Likert)의 9  척도를 이

용하 으며 매우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9 )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항에 따라 

부정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 으며 총 666 으

로 수가 높을수록 학생활 응이 좋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4개의 하 척도로 이루어졌는데 

그  2개의 문항(53번, 67번)은 하 척도에 포

함되지 않고, 체 응 척도에만 포함된다. 4

개의 하 척도  학 환경 응 척도 9개의 

문항(1번, 4번, 16번, 26번, 36번, 42번, 56번, 57

번, 65번)은 학업  응, 사회  응 척도와 

복된다. 4개의 하 척도는 첫째, 학업  응

으로 24개의 문항이며 학의 다양한 교육 인 

요구들, 학업에 한 동기화, 학업  노력에 

한 만족 등 학업과 련된 생활에 한 응을 

측정한다. 둘째, 사회  응은 20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 내의 인 계나 과

외활동과 같은 생활에 한 응을 측정한다. 

셋째, 개인-정서  반응은 15개의 문항이고, 학

생들이 일반 으로 겪는 심리  스트 스  

신체  장애의 정도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학 환경 응은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고, 학생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에 한 반

인 호감의 정도와 학과 학생간의 유  감

정 정도를 측정한다.

Baker와 Siryk(1984)에 의해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값이 체 0.80 이상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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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학업  응 Cronbach α=0.84, 사회  응 

Cronbach α=0.84, 개인-정서  반응 Cronbach 

α=0.81, 학 환경 응 Cronbach α=0.80), 

Beyers와 Goossens(2002)의 연구에서는 체 

Cronbach α=0.920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0.80 이상으로 나타났다.

4)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지난 1년 동안의 평 (4.5 만  

기 )을 조사하 다. 1학년은 1학기의 성 만을 

조사하 고, 2학년과 3학년은 지난 1년 동안 평

을 조사하여 평균을 산출하 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상으로 사회  

지지 수 의 집단내 차이를 악하고, 이러한 

사회  지지가 건강상태, 학생활 응  학

업성취도와의 계를 밝히고자 하 다<그림 

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이론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사회  지지 수 이 높을수

록 건강상태가 양호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사회  지지 수 이 높을수

록 학생활 응이 양호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사회  지지 수 이 높을수

록 학업성취도가 양호할 것이다.

학업 성취

· 평점

사회적 지지
· 물질적 지지

· 평가적 지지

· 소속감 지지

· 자존감 지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대학생활 적응

· 학업적 적응

· 사회적 적응

· 개인정서적 적응

· 대학 환경 적응

· 건강수준(SF-36)

· 우울상태

· 스트레스상태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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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정

하기 해서는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을 실시하여 Cronbach α 값을 산출하 다. 

한 연구 상자의 건강수 (SF-36), 우울상태, 

스트 스상태, 학생활 응, 학업성취도의 

황을 알아보기 해서는 빈도분석과 chi-square 

test, t-test를 실시하 다. 

분석을 하여 사회  지지는 총 수와 4개 

역별 수에 한 빈도분석을 먼  실시하

고, 그 결과 측정값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앙값을 기 으로 ‘높음’과 ‘낮음’의 2

개로 구분하여 사용하 다. 사회  지지와 건강

상태(건강수 , 우울 상태, 스트 스 상태)와의 

계를 알아보기 해서는 chi-square test, 

t-test,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고, 사회

 지지와 학생활 응  학업성취도와의 

계를 알아보기 해서는 chi-square test, 

t-test,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사회  지지, 건강상태(건강수 , 

우울상태, 스트 스상태), 학생활 응  학

업성취도와의 계를 알아보기 해서는 상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 로그램은 SPSSWIN 

(version 16.0)이었다.

Ⅲ. 연구결과

1. 학생들의 사회  지지, 건강상태, 

학생활 응, 학업성취도 황

학생들의 사회  지지는 총 144  만 에 

95.3 (남자 95.2 , 여자 95.5 )으로 나타났으

며 세부 항목별로는 36  만 에 물질  지지 

25.4 , 평가  지지 25.9 , 소속감 지지 23.2

, 자존감 지지 20.8 으로 평가  지지가 가

장 높았고, 자존감 지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건강수 (SF-36), 우울상태, 스

트 스상태를 살펴보았는데, 먼  건강수

(SF-36)의 경우 총 100  만 으로 환산하 으

며 신체  기능 88.1 , 신체  건강문제로 인

한 역할 제한 81.6 , 통증 74.5 , 반 인 건

강지각 64.9 , 활력 56.2 , 사회  기능 78.1

, 정서  건강문제로 인한 역할 제한 75.7 , 

정신 건강 63.2 으로 신체  기능 수가 가장 

높았고, 활력이 가장 낮았다. 우울 상태는 우울 

아님(16  미만) 45.5%, 우울임(16  이상) 

54.5%로 우울인 경우가 약간 높았다. 스트 스 

상태는 약한 수 (19  이하) 15.9%, 간 수

(20-37 ) 82.7%, 강한 수 (38  이상) 1.4%

로 나타났다.

학생활 응은 총 666  만 에 363.2

(남자 377.7 , 여자 350.0 )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학업  응은 216  만 에 

127.6 (남자 133.1 , 여자 122.5 ), 사회  

응은 180  만 에 108.4 (남자 111.8 , 여자 

105.4 ), 개인정서  응은 135  만 에 78.1

(남자 83.4 , 여자 73.3 ), 학 환경 응 

135  만 에 88.3 (남자 89.6 , 여자 87.1 )

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 정도인 평 은 4.5만 에 평균 3.7

으로 나타났으며 3.50-3.99(B+) 이 4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4.00(A0)  이상 32.7%, 

3.00-3.49(B0)  17.3%, 2.99(C+)  이하 6.0%

의 순서 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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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생들의 사회  지지, 건강상태, 학생활 응, 학업성취도 황

 단 : 명(%), 평균±표 편차

구분*
남자

(n=198)

여자

(n=218)

계

(n=416)

사회  지지

 물질  지지  25.6± 5.6  25.2± 4.4  25.4± 5.0

 평가  지지  25.4± 6.2  26.4± 5.1  25.9± 5.7

 소속감 지지  23.0± 5.1  23.5± 4.3  23.2± 4.7

 자존감 지지  21.1± 3.9  20.5± 3.2  20.8± 3.6

계  95.2±18.4  95.5±14.4  95.3±16.5

건강상태

 건강수 (SF-36)

  신체  기능  91.2±13.4  85.3±14.1  88.1±14.1

  신체  역할 제한  85.5±24.9  78.1±25.5  81.6±25.5

  통증  79.3±18.9  70.2±20.2  74.5±20.1

  반 인 건강지각  67.6±18.1  62.5±17.6  64.9±18.0

  활력  61.5±18.5  51.4±17.6  56.2±18.7

  사회  기능  81.5±19.3  75.0±20.0  78.1±20.0

  감정  역할 제한  80.3±32.6  71.6±35.6  75.7±34.4

  정신 건강  67.3±18.2  59.4±16.2  63.2±17.6

 우울상태

  우울 아님(16  미만) 102( 52.0)  86( 39.6) 188( 45.5)

  우울임(16  이상)  94( 48.0) 131( 60.4) 225( 54.5)

평균  15.8±10.6  18.8± 9.4  17.4±10.1

 스트 스상태

  약한 수 (19  이하)  49( 24.9)  17(  7.8)  66( 15.9)

  간 수 (20-37 ) 144( 73.1) 199( 91.3) 343( 82.7)

  강한 수 (38  이상)   4(  2.0)   2(  0.9)   6(  1.4)

평균  23.3± 7.9  26.5± 5.2  25.0± 6.8

학생활 응

 학업  응 133.1±25.1 122.5±19.9 127.6±23.1

 사회  응 111.8±21.9 105.4±17.0 108.4±19.7

 개인-정서  응  83.4±19.8  73.3±15.0  78.1±18.2

 학 환경 응  89.6±19.3  87.1±16.6  88.3±17.9

계 377.7±69.2 350.0±48.4 363.2±60.7

학업성취도(평 )

 2.99(C+) 이하  18(  9.1)   7(  3.2)  25(  6.0)

 3.00 - 3.49(B0)  38( 19.2)  34( 15.6)  72( 17.3)

 3.50 - 3.99(B+)  89( 44.6)  94( 43.1) 183( 44.0)

 4.00(A0) 이상  53( 26.8)  83( 38.1) 136( 32.7)

평균  3.6± 0.5  3.8± 0.4  3.7± 0.5

*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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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들의 사회  지지와 건강상태와의 

계

1) 사회  지지와 건강수 (SF-36)과의 

계

사회  지지와 건강수 과의 계를 살펴보

면, 총 지지가 ‘낮음’인 집단은 신체  기능이 

86.4 , ‘높음’인 집단은 신체  기능이 89.8 으

로 차이는 3.4 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

의성이 있었다(p<0.05). 총 지지가 ‘낮음’인 집

단은 신체  역할 제한이 79.8 , ‘높음’인 집단

은 신체  역할 제한이 83.5 으로 차이는 3.7

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총 지지가 ‘낮음’인 집단은 통증이 71.1 , 

‘높음’인 집단은 통증이 78.0 으로 차이는 6.9

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p<0.001). 총 지지가 ‘낮음’인 집단은 반 인 

건강지각이 60.2 , ‘높음’인 집단은 반 인 건

강지각이 69.8 으로 차이는 9.6 으로 나타났

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01). 총 

지지가 ‘낮음’인 집단은 활력이 50.6 , ‘높음’인 

집단은 활력이 62.0 으로 차이는 11.4 으로 나

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01). 

총 지지가 ‘낮음’인 집단은 사회  기능이 72.7

, ‘높음’인 집단은 사회  기능이 83.6 으로 

차이는 10.8 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

성이 있었다(p<0.001). 총 지지가 ‘낮음’인 집단

은 감정  역할 제한이 72.9 , ‘높음’인 집단은 

감정  역할 제한이 78.6 으로 차이는 5.8 으

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총 지지가 ‘낮음’인 집단은 정신 건강이 56.1

, ‘높음’인 집단은 정신 건강이 70.4 으로 차

이는 14.3 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

이 있었다(p<0.001).

한 사회  지지를 4개 역으로 나 어 살

펴보면, 물질  지지가 ‘낮음’인 집단에 비해서 

‘높음’인 집단이 신체  기능 3.7 , 신체  역할 

제한 0.8 , 통증 6.2 , 반 인 건강지각 7.6

, 활력 8.9 , 사회  기능 8.1 , 감정  역할 

제한 3.5 , 정신 건강 11.2 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신체  역할 제한, 감정  역할 제한

을 제외한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가  지지가 ‘낮음’인 집단에 비해서 

‘높음’인 집단이 신체  기능 1.2 , 신체  역할 

제한 1.4 , 통증 4.9 , 반 인 건강지각 7.5

, 활력 7.1 , 사회  기능 9.3 , 감정  역할 

제한 2.0 , 정신 건강 11.4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신체  기능, 신체  역할 제한, 감정  

역할 제한을 제외한 모든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소속감 지지가 ‘낮음’인 

집단에 비해서 ‘높음’인 집단이 신체  기능 4.4

, 신체  역할 제한 2.6 , 통증 6.3 , 반

인 건강지각 8.5 , 활력 11.2 , 사회  기능 

11.0 , 감정  역할 제한 5.2 , 정신 건강 13.4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  역할 제한, 

감정  역할 제한을 제외한 역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존감 지지가 ‘낮음’

인 집단에 비해서 ‘높음’인 집단이 신체  기능 

1.6 , 신체  역할 제한 3.0 , 통증 7.4 , 반

인 건강지각 6.7 , 활력 10.6 , 사회  기능 

9.2 , 감정  역할 제한 7.1 , 정신 건강 14.3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  기능, 신

체  역할 제한을 제외한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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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회  지지와 건강수 (SF-36)과의 계

단 : 평균±표 편차

구 분
신체  

기능

신체  

역할 제한
통증

반 인 

건강지각
활력

사회  

기능

감정  

역할 제한
정신 건강

물질  지지

 낮음 86.3±15.3 81.3±26.7 71.6±19.9 61.3±16.5 52.0±17.0 74.3±20.3 74.1±35.3 57.9±16.4

 높음 90.1±12.3 82.0±24.1 77.8±19.8 69.0±18.7 60.9±19.4 82.4±18.6 77.6±33.3 69.1±17.0

차이* 3.7±1.4 0.8±2.5 6.2±2.0 7.6±1.7 8.9±1.8 8.1±1.9 3.5±3.4  11.2±1.6

t -2.739 -0.306 -3.185 -4.416 -4.966 -4.235 -1.024 -6.866

p  0.006  0.760  0.002  0.000  0.000  0.000  0.307  0.000

평가  지지

 낮음 87.5±14.8 80.9±26.7 72.1±19.2 61.2±15.5 52.7±16.1 73.5±20.7 74.7±35.7 57.6±15.6

 높음 88.7±13.3 82.3±24.2 77.0±20.7 68.7±19.6 59.8±20.5 82.8±18.1 76.7±33.1 68.9±17.7

차이* 1.2±1.4 1.4±2.5 4.9±2.0 7.5±1.7 7.1±1.8 9.3±1.9 2.0±3.4  11.4±1.6

t -0.849 -0.557 -2.513 -4.328 -3.910 -4.883 -0.599 -6.943

p  0.397  0.578  0.012  0.000  0.000  0.000  0.549  0.000

소속감 지지

 낮음 86.1±15.5 80.5±26.8 71.7±19.6 61.1±16.5 51.2±16.7 73.1±20.5 73.4±35.5 57.2±16.2

 높음 90.5±11.6 83.0±23.8 78.0±20.2 69.6±18.6 62.4±19.3 84.2±17.5 78.9±32.9 70.5±16.4

차이* 4.4±1.3 2.6±2.5 6.3±2.0 8.5±1.7  11.2±1.8  11.0±1.9 5.2±3.4  13.4±1.6

t -3.297 -1.021 -3.205 -4.907 -6.230 -5.913 -1.550 -8.313

p  0.001  0.308  0.001  0.000  0.000  0.000  0.122  0.000

자존감 지지

 낮음 87.5±15.1 80.4±26.6 71.7±20.3 62.4±16.3 52.2±16.9 74.6±20.6 73.0±35.5 58.1±16.3

 높음 89.1±12.1 83.5±23.5 79.1±19.0 69.1±19.7 62.7±19.7 83.8±17.5 80.1±32.3 71.4±16.4

차이* 1.6±1.3 3.0±2.6 7.4±2.0 6.7±1.9 10.6±1.9 9.2±2.0 7.1±3.4  13.4±1.6

t -1.199 -1.184 -3.686 -3.577 -5.607 -4.706 -2.087 -8.117

p  0.231  0.237  0.000  0.000  0.000  0.000  0.038  0.000

총 지지

 낮음 86.4±15.2 79.8±27.3 71.1±19.5 60.2±16.1 50.6±16.5 72.7±20.4 72.9±36.1 56.1±15.8

 높음 89.8±12.6 83.5±23.4 78.0±20.2 69.8±18.5 62.0±19.1 83.6±17.9 78.6±32.4 70.4±16.4

차이* 3.4±1.4 3.7±2.5 6.9±1.9 9.6±1.7  11.4±1.8  10.8±1.9 5.8±3.4  14.3±1.6

t -2.450 -1.499 -3.569 -5.620 -6.502 -5.744 -1.720 -9.034

p  0.015  0.135  0.000  0.000  0.000  0.000  0.086  0.000

계 88.1±14.1 81.6±25.5 74.5±20.1 64.9±18.0 56.2±18.7 78.1±20.0 75.7±34.4 63.2±17.6

* 차이 = 높음 -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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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지지와 우울(CES-D)상태와의 

계

사회  지지와 우울상태와의 계를 살펴보

면, 총 지지가 ‘낮음’인 집단에서는 ‘우울임’ 

72.2%, ‘높음’인 집단에서는 ‘우울임’ 36.3%로 

사회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 수 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p<0.001). 세부 역별로는 물질  지지가 ‘낮

음’인 집단에서는 ‘우울임’ 67.4%, ‘높음’인 집단

에서는 ‘우울임’ 40.0%로 물질  지지가 낮을수

록 우울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01). 평가  지지가 

‘낮음’인 집단에서는 ‘우울임’ 71.0%, ‘높음’인 집

단에서는 ‘우울임’ 37.4%로 평가  지지가 낮을

수록 우울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01). 소속감 지지

가 ‘낮음’인 집단에서는 ‘우울임’ 71.1%, ‘높음’인 

집단에서는 ‘우울임’ 34.1%로 소속감 지지가 낮

을수록 우울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

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01). 자존감 지

지가 ‘낮음’인 집단에서는 ‘우울임’ 66.3%, ‘높음’

인 집단에서는 ‘우울임’ 35.4%로 자존감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01)<표 3>.

<표 3> 사회  지지와 우울(CES-D)상태와의 계

단 : 명(%)

구 분
우울 아님

(16  미만)

우울임

(16  이상)
계 평균 x2 p

물질  지지 31.231 0.000

 낮음  71( 32.6) 147( 67.4) 218(100.0) 20.6±9.6

 높음 117( 60.0)  78( 40.0) 195(100.0) 13.8±9.4

평가  지지 46.749 0.000

 낮음  61( 29.0) 149( 71.0) 210(100.0) 21.0±9.4

 높음 127( 62.6)  76( 37.4) 203(100.0) 13.6±9.4

소속감 지지 56.375 0.000

 낮음  66( 28.9) 162( 71.1) 228(100.0) 21.1±9.0

 높음 122( 65.9)  63( 34.1) 185(100.0) 12.8±9.4

자존감 지지 37.393 0.000

 낮음  86( 33.7) 169( 66.3) 255(100.0) 20.2±9.5

 높음 102( 64.6)  56( 35.4) 158(100.0) 12.8±9.4

총 지지 53.873 0.000

 낮음  58( 27.8) 151( 72.2) 209(100.0) 21.5±9.1

 높음 130( 63.7)  74( 36.3) 204(100.0) 13.2±9.3

계 188( 45.5) 225( 54.5) 413(100.0)  17.4±10.1

3) 사회  지지와 스트 스(PSS) 상태와

의 계

사회  지지와 스트 스 상태와의 계를 살

펴보면, 총 지지가 ‘낮음’인 집단은 스트 스 상

태가 ‘ 간 수 ’ 94.7%, ‘강한 수 ’ 1.9%이었

으며 총 지지가 ‘높음’인 집단은 스트 스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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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간 수 ’ 70.4%, ‘강한 수 ’ 1.0%로 사회

 지지가 낮을수록 스트 스 상태가 높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01). 세부 역별로는 물질  지지

가 ‘낮음’인 집단에서는 스트 스 상태가 ‘ 간 

수 ’ 92.2%, ‘강한 수 ’ 1.8%, ‘높음’인 집단에

서는 스트 스 상태가 ‘ 간 수 ’ 71.9%, ‘강한 

수 ’ 1.0%로 물질  지지가 낮을수록 스트

스 상태가 높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

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01). 평가  지

지가 ‘낮음’인 집단에서는 스트 스 상태가 ‘

간 수 ’ 93.3%, ‘강한 수 ’ 1.0%, ‘높음’인 집

단에서는 스트 스 상태가 ‘ 간 수 ’ 71.7%, 

‘강한 수 ’ 2.0%로 평가  지지가 낮을수록 스

트 스 상태가 높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01). 소속감 

지지가 ‘낮음’인 집단에서는 스트 스 상태가 

‘ 간 수 ’ 91.2%, ‘강한 수 ’ 2.2%, ‘높음’인 

집단에서는 스트 스 상태가 ‘ 간 수 ’ 72.2%, 

‘강한 수 ’ 0.5%로 소속감 지지가 낮을수록 스

트 스 상태가 높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01). 자존감 

지지가 ‘낮음’인 집단에서는 스트 스 상태가 

‘ 간 수 ’ 90.2%, ‘강한 수 ’ 2.3%, ‘높음’인 

집단에서는 스트 스 상태가 ‘ 간 수 ’ 70.4%

로 자존감 지지가 낮을수록 스트 스 상태가 

높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

의성이 있었다(p<0.001)<표 4>.

<표 4> 사회  지지와 스트 스(PSS)상태와의 계

단 : 명(%)

구 분

스트 스

계 평균 x2 p19  이하

(약한 수 )

20-37

( 간 수 )

38  이상

(강한 수 )

물질  지지 34.589 0.000

 낮음 13( 5.9) 202( 92.2) 4( 1.8) 219(100.0) 27.1±4.9

 높음 53( 27.0) 141( 71.9) 2( 1.0) 196(100.0) 22.6±7.7

평가  지지 34.339 0.000

 낮음 12( 5.7) 196( 93.3) 2( 1.0) 210(100.0) 27.1±4.8

 높음 54( 26.3) 147( 71.7) 4( 2.0) 205(100.0) 22.8±7.7

소속감 지지 34.122 0.000

 낮음 15( 6.6) 208( 91.2) 5( 2.2) 228(100.0) 27.2±5.1

 높음 51( 27.3) 135( 72.2) 1( 0.5) 187(100.0) 22.2±7.5

자존감 지지 38.601 0.000

 낮음 19( 7.4) 231( 90.2) 6( 2.3) 256(100.0) 26.7±5.6

 높음 47( 29.6) 112( 70.4) - 159(100.0) 22.1±7.5

총 지지 49.807 0.000

 낮음  7( 3.3) 198( 94.7) 4( 1.9) 209(100.0) 27.7±4.6

 높음 59( 28.6) 145( 70.4) 2( 1.0) 206(100.0) 22.2±7.5

계 66( 15.9) 343( 82.7) 6( 1.4) 415(100.0) 2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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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회  지지와 학생활 응(SACQ)과의 계

구 분 학업  응 사회  응 개인정서  응 학 환경 응
학생활 응

(SACQ)

물질  지지

 낮음 120.8±16.5 100.9±15.3 73.5±14.7 81.5±14.1 376.7±47.1

 높음 135.1±26.9 116.8±20.7 83.3±20.3 96.0±18.6 431.2±75.3

차이* 14.3±2.2 15.9±1.8 9.8±1.8  14.6±1.6 54.5±6.2

t -6.425 -8.813 -5.570 -8.887 -8.724

p  0.000  0.000  0.000  0.000  0.000

평가  지지

 낮음 120.8±14.0 101.4±15.0 73.8±15.0 80.8±12.8 376.9±43.4

 높음 134.5±28.1 115.6±21.4 82.6±20.0 96.0±19.2 428.6±77.5

차이
*

13.6±2.2 14.2±1.8 8.8±1.7  15.1±1.6 51.7±6.2

t -6.221 -7.803 -5.038 -9.430 -8.357

p  0.000  0.000  0.000  0.000  0.000

소속감 지지

 낮음 121.3±18.7 100.1±15.7 73.1±14.8 81.3±14.7 375.7±50.1

 높음 135.3±25.5 118.6±19.4 84.3±20.0 96.9±17.8 435.1±72.0

차이* 14.0±2.2 18.5±1.8  11.2±1.8  15.7±1.6 59.4±6.2

t -6.244 -10.545 -6.366 -9.638 -9.550

p  0.000  0.000  0.000  0.000  0.000

자존감 지지

 낮음 120.7±18.2 102.0±16.4 73.5±15.8 83.2±15.4 379.4±53.1

 높음 138.6±25.8 118.8±20.3 85.7±19.3 96.6±18.7 439.7±72.0

차이
*

17.9±2.3 16.7±1.9  12.2±1.8  13.4±1.8 60.3±6.6

t -7.655 -8.783 -6.720 -7.617 -9.136

p  0.000  0.000  0.000  0.000  0.000

총 지지

 낮음 119.0±15.7  99.2±14.2 72.9±14.7 80.2±12.9 371.3±43.7

 높음 136.3±26.1 117.8±20.2 83.5±19.8 96.5±18.6 434.1±72.9

차이* 17.3±2.1 18.6±1.7 10.7±1.7  16.3±1.6 62.8±5.9

t -8.162 -10.864 -6.233 -10.371 -10.639

p  0.000  0.000  0.000  0.000  0.000

계 127.6±23.1 108.4±19.7 78.14±18.2 88.3±17.9 363.2±60.7

* 차이 = 높음 -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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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들의 사회  지지와 학생활 

응(SACQ)과의 계

사회  지지와 학생활 응과의 계를 살

펴보면, 총 지지가 ‘낮음’인 집단은 학생활 

응 수가 평균 371.3 , ‘높음’인 집단은 평균 

434.1 으로 차이는 62.8 이었으며 사회  지

지가 높을수록 학생활 응을 잘 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p<0.001). 한 세부 역별로는 물질  지지

가 ‘낮음’인 집단은 ‘높음’인 집단에 비해서 학

업  응, 사회  응, 개인정서  응, 학 

환경 응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

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01). 한 평가

 지지가 ‘낮음’인 집단은 ‘높음’인 집단에 비

해서 학업  응, 사회  응, 개인정서  

응, 학 환경 응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01). 소

속감 지지가 ‘낮음’인 집단은 ‘높음’인 집단에 

비해서 학업  응, 사회  응, 개인정서  

응, 학 환경 응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01). 

자존감 지지가 ‘낮음’인 집단은 ‘높음’인 집단에 

비해서 학업  응, 사회  응, 개인정서  

응, 학 환경 응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01)

<표 5>.

<표 6> 사회  지지와 학업성취도와의 계

단 : 명(%)

구 분

성  

계 평균 x2 p2.99 이하 

C
+

3.00-3.49 

B
0

3.50-3.99

B
+

4.00 이상

A
0

물질  지지  2.507 0.081

 낮음 15( 7.8) 41( 21.4)  71( 37.0)  65( 33.9) 192(100.0) 3.69±0.5

 높음 10( 5.9) 31( 18.3)  57( 33.7)  71( 42.0) 169(100.0) 3.78±0.5

평가  지지  6.475 0.004

 낮음 17( 9.0) 41( 21.8)  70( 37.2)  60( 31.9) 188(100.0) 3.66±0.6

 높음  8( 4.6) 31( 17.9)  58( 33.5)  76( 43.9) 173(100.0) 3.81±0.5

소속감 지지  3.935 0.067

 낮음 15( 7.5) 46( 23.0)  71( 35.5)  68( 34.0) 200(100.0) 3.69±0.6

 높음 10( 6.2) 26( 16.1)  57( 35.4)  68( 42.2) 161(100.0) 3.79±0.5

자존감 지지 10.656 0.001

 낮음 21( 9.4) 48( 21.5)  82( 36.8)  72( 32.3) 223(100.0) 3.66±0.6

 높음  4( 2.9) 24( 17.4)  46( 33.3)  64( 46.4) 138(100.0) 3.84±0.4

총 지지  7.300 0.002

 낮음 17( 9.2) 40( 21.6)  70( 37.8)  58( 31.4) 185(100.0) 3.65±0.6

 높음  8( 4.5) 32( 18.2)  58( 33.0)  78( 44.3) 176(100.0) 3.82±0.4

계 25( 6.9) 72( 19.9) 128( 35.5) 136( 37.7) 361(100.0) 3.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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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들의 사회  지지와 학업성취도와의 

계

사회  지지와 학업성취도와의 계를 살펴

보면, 총 지지가 ‘낮음’인 집단은 평  4.0(A0) 

이상이 31.4%를 차지하 으며, ‘높음’인 집단은 

평  4.0(A0) 이상이 44.3%로 사회  지지가 높

을수록 학업성취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5). 한 세

부 역별로는 물질  지지가 ‘낮음’인 집단은 

‘높음’인 집단에 비해서 학업성취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평가  지지가 ‘낮음’인 집단은 ‘높음’인 

집단에 비해서 학업성취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5). 

소속감 지지가 ‘낮음’인 집단은 ‘높음’인 집단에 

비해서 학업성취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존감 

지지가 ‘낮음’인 집단은 ‘높음’인 집단에 비해서 

학업성취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5)<표 6>.

5. 사회  지지와 건강상태, 학생활 응, 

학업성취도와의 상 계

1) 사회  지지와 건강상태와의 상 계

사회  지지와 건강상태와의 상 계를 살

펴본 결과, 총 지지와 건강수 (SF-36)의 8개 

역인 신체  기능(r=0.176), 신체  역할 제

한(r=0.111), 통증(r=0.193), 반 인 건강지각

(r=0.312), 활력(r=0.361), 사회  기능(r=0.327), 

감정  역할 제한(r=0.128), 정신건강(r=0.485)

은 양의 상 계가 있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

성이 있었다. 총 지지와 반 인 건강지각, 활

력, 사회  기능, 정신건강과는 상 계수가 0.2

에서 0.5 사이로 약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지지와 신체  기능, 신체  역

할제한, 통증, 감정  역할 제한은 상 계수가 

0.2 이하로 무시할 만한 수 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한 총 지지와 

우울 상태(r=-0.508), 스트 스 상태(r=-0.505)

와는 음의 상 계가 있었으며 통계 으로 유

의성이 있었다. 총 지지와 우울  스트 스 상

태는 상 계수가 0.5에서 0.7 사이로 간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지지의 세부 역별로 건강수 (SF-36)

과의 계를 살펴본 결과, 물질  지지와 신체

 기능, 통증, 반 인 건강지각, 활력, 사회

 기능, 감정  역할 제한, 정신건강은 양의 상

계가 있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

고, 물질  지지와 우울  스트 스 상태는 음

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평가  지지와 신체  

기능, 통증, 반 인 건강지각, 활력, 사회  

기능, 정신건강양의 상 계가 있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고, 평가  지지와 우울 

 스트 스 상태는 음의 상 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소속감 지지와 양의 상 계가 있는 변수는 

신체  기능, 통증, 반 인 건강지각, 활력, 

사회  기능, 감정  역할 제한, 정신건강이었

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고, 소속감 지지

와 우울  스트 스 상태는 음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자존감 지지와 양의 상 계가 있는 

변수는 신체  기능, 신체  역할 제한, 통증, 

반 인 건강지각, 활력, 사회  기능, 감정  

역할 제한, 정신건강이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

성이 있었고, 자존감 지지와 우울  스트 스 

상태는 음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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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회  지지와 건강상태와의 상 계

구분 물질  지지 평가  지지 소속감 지지 자존감 지지 총 지지

건강수 (SF-36)

 신체  기능  .184
**

 .102
*

 .196
**

 .135
**

 .176
**

 신체  역할제한 .086 .092 .069  .153** .111*

 통증  .178**  .149**  .141**  .218**  .193**

 반 인 건강지각  .277**  .269**  .274**  .262**  .312**

 활력  .315**  .269**  .343**  .342**  .361**

 사회  기능  .305**  .266**  .305**  .253**  .327**

 감정  역할제한 .117* .087  .108*  .143**  .128**

 정신건강  .443
**

 .407
**

 .428
**

 .404
**

 .485
**

우울상태 -.444
**

 -.441
**

-.454
**

-.417
**

-.508
**

스트 스상태 -.436
**

 -.423
**

-.435
**

-.473
**

-.505
**

* p<0.05, ** p<0.01

2) 사회  지지와 학생활 응  학

업성취도와의 상 계

사회  지지와 학생활 응  학업성취도

와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총 지지와 학

생활 응과는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총 지

지와 학생활 응과는 상 계수가 0.592로 

0.5에서 0.7 사이로 간 상 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회  지지의 세부 역인 물질

 지지, 평가  지지, 소속감 지지, 자존감 지

지와 학생활 응과는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물질  지지(r=0.529), 소속감 지지(r=0.511), 자

존감 지지(r=0.539)와 학생활 응과는 상

계수가 0.5에서 0.7 사이로 간 상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가  지지(r=0.488)와 

학생활 응과는 상 계수가 0.2에서 0.5 사

이로 약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총 지지와 학업성취도는 양의 상 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

이 있었다. 총 지지와 학업성취도는 상 계수가 

0.167로 0.2 이하로 무시할 만한 수 으로 나타

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사회  지

지의 세부 역인 물질  지지, 평가  지지, 소

속감 지지, 자존감 지지와 학업성취도는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물질  지지(r=0.116), 평가  

지지(r=0.162), 소속감 지지(r=0.133), 자존감 지

지(r=0.177)와 학업성취도는 상 계수가 0.2 이

하로 무시할 만한 수 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사회  지지 세부 역과 학생활 응 세부 

역과의 상 계를 살펴보면, 물질  지지와 

학업  응(r=0.434), 사회  응(r=0.518), 개

인정서  응(r=0.333), 학환경 응(r=0.528)

과는 양의 상 계가 있었으며 통계 으로 유

의성이 있었다. 평가  지지와 학업  응

(r=0.379), 사회  응(r=0.479), 개인정서  

응(r=0.299), 학환경 응(r=0.523)과는 양의 

상 계가 있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

었다. 소속감 지지와 학업  응(r=0.369), 사

회  응(r=0.572), 개인정서  응(r=0.321), 

학환경 응(r=0.497)과는 양의 상 계가 

있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자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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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와 학업  응(r=0.471), 사회  응

(r=0.524), 개인정서  응(r=0.384), 학환경 

응(r=0.461)과는 양의 상 계가 있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표 8>.

<표 8> 사회  지지와 학생활 응  학업성취도와의 상 계

구분 물질  지지 평가  지지 소속감 지지 자존감 지지 총 지지

학생활 응  .529** .488**  .511** .539** .592**

 학업  응  .434** .379**  .369** .471** .470**

 사회  응  .518
**

.479
**

 .572
**

.524
**

.600
**

 개인정서  응  .333** .299**  .321** .384** .380**

 학환경 응  .528
**

.523
**

 .497
**

.461
**

.583
**

학업성취도(평 ) .116* .162** .133* .177** .167**

* p<0.05, ** p<0.01

Ⅳ. 논의

사회  지지는 사회조직망의 요한 기능  

측면의 하나로서 연령과 매우 하게 연 되

어 있다고 하 다(Glanz 등, 1997). 우리나라에

서는 고등학교 시기까지 진학과 학입시라는 

문제를 놓고 매우 타율 인 생활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학에 입학한 후에는 생활의 반 인 

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책임감을 요구하면서 매우 당황스러운 상

황이 연출된다. 한 다수 가족과 함께 살아

가다가 타 지역에 있는 학에 입학하게 되면

서 부모나 가족의 지지 속에서 벗어나 혼자 생

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

에서 학생들의 사회  지지는 그들의 건강상

태에 향을 주고, 학생활의 응  학업성

취의 문제에 요한 요소로서 간주될 수 있다. 

올바른 학생활 응과 우수한 학업성취도는 

자신의 직업 선택이나 미래에 한 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학생들의 사회  지지 수 의 

차이를 밝히고, 이러한 사회  지지의 차이가 

건강상태, 학생활 응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향을 규명하고자 하 으며 본 연구결과들

이 갖는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사회  지지 수

이 총 144  만 에 95.3 으로 나타났으며 성

별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사회  지지를 

측정한 김소라(2003)의 연구에서 나타난 110.3

에 비해서 15.0 이 낮았다. 한 본 연구에

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사회  지지 수 이 높

게 나타났으나 선행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사회  지지 수 의 차이에 있어 일 된 연구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Matthews 등(1999)과 

김소라(2003)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높게 나타

났고, 이에 반해 임민경 등(2003)의 연구에서는 

남자의 사회  지지 수 이 더욱 좋다고 보고

하 다. 학생활 응 수 은 총 666  만 에 

363.2 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소라(2003)의 연구에

서 남자가 여자보다 학생활 응이 좋은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 다. 세부 

역별로 학업  응은 216  만 에 127.6 , 

사회  응은 180  만 에 108.4 , 개인정서

 응은 135  만 에 78.1 , 학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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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은 135  만 에 88.3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사회  지지와 건

강상태와의 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 으로 유

의한 계가 있음을 발견하 다. 사회  지지와 

건강수 (SF-36)과의 계를 살펴보면, 총 지

지가 ‘낮음’인 집단에 비해서 ‘높음’인 집단이 

신체  기능 3.4 , 신체  역할 제한 3.7 , 통

증 6.9 , 반 인 건강지각 9.6 , 활력 11.4

, 사회  기능 10.8 , 감정  역할 제한 5.8

, 정신 건강 14.3 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신체  역할 제한, 감정  역할 제한을 

제외한 모든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한 총 지지가 ‘낮음’인 집단은 ‘우

울임’ 72.2%, ‘높음’인 집단은 ‘우울임’ 36.3%로 

사회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 수 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사회  지지와 스트 스 상태와

의 계를 살펴본 결과도 동일한 경향으로 나

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국내에서 이미 수행된 연구에서 사회  지지

는 건강상태와 양의 계가 있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 다. 임민경 등(2003)의 

연구에서는 정  상호작용, 애정  지지, 친

한 사람수가 많을수록 자가평가 건강수 이 높

다고 하 다. 한 사회  지지의 결핍은 정신

건강을 하게 하는 결과를 래한다고 하

다(Andrew 등, 1978; Williamson 등, 1981; 

Cohen과 Wills, 1985; Dean 등, 1990). 

Antonucci 등(1997)은 객  측면의 사회  

지지인 사회활동 참여여부와 사회   빈도 

등이 우울증에 직 인 효과를 보인다고 하

다. 따라서 사회  지지는 건강수 에 정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학생 시

기에 사회  지지를 강화시키기 한 략 마

련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학생에게 

다양한 동아리  사회모임, 취미모임을 마련하

고, 참여 빈도를 높일 수 있는 략을 개발하는 

일은 사회  지지를 높이기 해서 매우 요

하며, 이는 우울과 스트 스 수 을 낮추는 데

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상된다.

학생들은 신체 으로는 성인수 으로 발달

하지만 경제 , 사회 , 심리 인 면에서는 미

성숙한 부분이 많다. 학생들이 자신의 사회

, 물리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요구에 처할 

수 있는 심리  과정으로서의 학생활 응 

문제는 발달상 핵심 으로 다루어야 할 만큼 

요하다(박은민, 2001). 하지만 정체감의 미형

성, 사회  경험의 미숙, 확고한 사회  역할의 

미제공으로 인해 불안정과 혼돈이 교차되기 쉬

운 시기이다.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학생활에 잘 응하지 못할 경우

에는 즐거움, 만족, 희망이나 자신감 신에 불

안, 실망, 후회, 불만족, 감 등을 갖게 되어 

부정 이고 비생산 인 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

(박은민, 2001). 이와 같이 성인으로서의 틀을 

형성하는 시기로서 학생 시 에 있어서의 

응은 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최송미, 1999).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사회  지지와 

학생활 응과의 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 으

로 유의한 계가 있음을 발견하 다. 총 지지

가 ‘낮음’인 집단은 학생활 응 수가 평균 

371.3 , ‘높음’인 집단은 평균 434.1 으로 차이

는 62.8 으로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학생

활 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한 사회  지지의 세

부 역으로 물질  지지, 평가  지지, 소속감 

지지, 자존감 지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학생활 응 수 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는 학생들이 사회자본과 사회  지지가 좋을

수록 학업성취도가 양호하다는 선행 연구결과

와 동일한 결과 다(Riggio 등, 1993; 옥경희, 

2001; 김소라, 2003; Hovey와 Seligman, 2007; 

Klink 등, 2008). 학생들의 사회  지지와 학

업성취도와의 계를 살펴본 결과, 총 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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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인 집단은 평  4.0(A0) 이상이 31.4%를 

차지하 으며, ‘높음’인 집단은 평  4.0(A
0
) 이

상이 44.3%로 나타났고, 평균에 있어서도 총 

지지가 낮은 집단은 평 이 3.65 이었으며 높

은 집단은 3.82 으로 나타나서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역시 좋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학생들의 사회  지지가 좋을

수록 학업성취 수 이 양호하다는 결과와 동일

한 결과를 보 다(Maville과 Huerta, 1997; 

Estell 등, 2002; Ghaith, 2002; López와 Ehly, 

2002; Clifton 등, 2004; Heiman, 2007).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사

회  지지의 수 을 높이기 한 략 마련이 

요구되며 특히, 많은 시간을 학 캠퍼스 내에

서 생활함을 감안하여 학교 내에서의 사회  

지지를 강화하기 한 로그램 개발이 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사회  지지가 보다 

양호할수록 건강상태, 학생활 응과 학업성

취도에 정  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었으나 연구의 설계와 수행에 있어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

 지지 수 과 건강상태, 학생활 응  학

업성취도와의 계를 연구하기 해서는 경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면  자료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 으므로 변수 간에 연 성이 있다고 하

더라도 인과 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향후에는 경시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

함으로써 인과 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상자를 일개 학생들을 

상으로 사회  지지가 건강상태, 학생활 

응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으

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에 있는 

학생들을 연구 상자에 포함시켜서 연구할 필

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의 사회  지지가 건

강상태, 학생활 응  학업성취도와의 계

를 악함에 있어 사회  지지만을 포함하 으

므로 향후에는 사회심리  요인으로서 자기효

능감, 자아존 감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시켜 

규명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지역의 학생들을 상으로 

사회  지지 수 의 차이를 악하고, 이러한 

사회  지지와 건강상태, 학생활 응  학

업성취도와의 계를 악하고자 수행하 다. 

조사기간은 2008년 9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간이었으며 설문조사 참여자는 총 446명이었

다. 이 에서 설문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30명

을 제외하고, 총 416명을 최종 분석 상으로 하

으며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사회  지지는 총 144  만

에 95.3 이었으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사회  

지지 수 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수 (SF-36)은 

총 100  기 으로 신체  기능 88.1 , 신체  

건강문제로 인한 역할 제한 81.6 , 통증 74.5

, 반 인 건강지각 64.9 , 활력 56.2 , 사

회  기능 78.1 , 정서  건강문제로 인한 역

할 제한 75.7 , 정신 건강 63.2 으로 신체  

기능 수가 가장 높았고, 활력이 가장 낮았다. 

학생활 응은 총 666  만 에 363.2 이었

으며 세부 역별로 학업  응은 127.6 (216

 만 ), 사회  응은 108.4 (180  만 ), 

개인정서  응은 78.1 (135  만 ), 학 

환경 응 88.3 (135  만 )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인 평 은 4.5만 에 평균 3.7 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  지지와 건강상태와의 계를 살

펴본 결과,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건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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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36)이 양호하 고, 우울과 스트 스 수가 

낮아서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 사회  지지와 

건강수 (SF-36)과의 계를 살펴본 결과, 총 

지지가 ‘낮음’인 집단에 비해서 ‘높음’인 집단이 

신체  기능 3.4 , 신체  역할 제한 3.7 , 통

증 6.9 , 반 인 건강지각 9.6 , 활력 11.4 , 

사회  기능 10.8 , 감정  역할 제한 5.8 , 정

신 건강 14.3  높았다. 한 사회  지지가 낮

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서 우울 수가 8.3

 높았으며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지지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서 스트 스 수가 

5.5  높았으며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스트

스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사회  지지와 학생활 

응과의 계를 살펴본 결과, 총 지지가 ‘낮음’인 

집단은 학생활 응 수가 평균 371.3 이었

으며 ‘높음’인 집단은 평균 434.1 으로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학생활 응을 잘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세부 역인 물질  지지, 평

가  지지, 소속감 지지, 자존감 지지가 높을수

록 학생활 응 역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생들의 사회  지지와 학업성취도

와의 계를 살펴본 결과, 총 지지가 ‘낮음’인 

집단의 평 은 평균 3.65 , ‘높음’인 집단의 평

은 평균 3.82 으로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세부 

역인 세부 역인 물질  지지, 평가  지지, 

소속감 지지, 자존감 지지가 높을수록 학업성취

도 역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학생들은 사회  지지가 양호할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학생활 응

과 학업성취도가 양호하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학교의 교육활동 에서 가장 심이 가는 

분야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이며, 학생활

에서 학업성취의 문제는 자신의 미래 즉, 평생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을 갖는데 매우 한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집단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회  지지 수 의 차이를 

악하고, 나아가 학생 개개인에 합한 사회

 지지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략을 마련한

다면 보다 완벽한 학생활 응과 학업성취도

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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