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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자산으로 청소년들이 신체

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가정, 

사회와 국가 모두의 책임이다.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적, 생리

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보다 민감해지고 자

아의식이 강해지는 반면 이를 지연시키고 통제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크고 작은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정상적인 

성장발달 과정에 수반되는 내적 갈등이나 정서적 문제의 표

현일 수 있는 반면 보다 심각한 행동 심리적 부적응의 결과

를 의미할 수도 있다. McGue, Iacono와 Krueger (2006)는 초

기청소년의 음주, 흡연, 불법약물, 성경험과 경찰접촉 등의 문

제행동이 성인기의 니코틴, 알코올, 약물의 남용과 의존 그리

고 반사회적 행동과 연관됨을 보고하면서 청소년의 문제행동

을 예방하거나 연기함으로써 성인의 정신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적절한 인식과 대처는 청

소년 시기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이들의 정신건강은 물론이

며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

는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특히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인들이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에 관해 보다 전

문적인 지식과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이들의 문제행동의 초

기에 발견하여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적절한 관심과 돌

봄을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으로 전문교육이 필요한 

영역이다. 

지금까지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태도와 인식 연구는 간

호학뿐만 아니라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등 다양

한 전공영역에서 수행되었으나(김주환, 2003; 류남애, 유순화, 

윤경미, 2009; 임규혁, 2001; 장수한, 이성기, 2008; 천자성, 곽

영숙, 1998; 최명구, 이인수, 2004; 현명선, 남경아, 안영미 및 

김미영, 2005; Boislard, Poulin, Kiesner, & Dishion, 2009; 

Otten, Wanner, Vitaro, & Engels, 2008; Warenius et al., 2006), 

대부분은 청소년,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들로서 

청소년의 건강문제를 책임지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간호사는 병원과 

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이나 부모와 교사에게 직·간

접적으로 적절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현대화되면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양상이나 특성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간호대학에서 학습한 지식만으로는 의료인으로서 이러한 역할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위한 청소년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성지연(1998)은 학교 청소년을 자주 접하게 되는 보건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들 보건교사가 실질적으로 청

소년 문제행동 중 하나인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 기술, 교육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문가로 생각하여 이들의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약물남용에 관한 인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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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것으로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Warenius 등(2006)은 조산사들

이 청소년의 수음, 피임제 사용과 유산 등의 청소년의 성 활

동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청소년의 성과 

생식에 대해 보다 많은 교육과 계속교육을 받았던 조산사들

은 청소년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태도로 효과적인 교육을 제

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건강한 성장과 발

달 등을 포함한 청소년에 관한 간호교육을 제공한 후 전문가 

집단의 인식변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실무에 있는 간호사

를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건강교육 및 간호수행과 관련된 문

제점의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 간호교육을 실시한 후 청소

년 문제행동에 관한 인식에 미친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간호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간호사를 위한 효과적

인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간호

사의 전문 지식과 인식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함으로

써 추후 청소년을 위한 간호 상담 및 간호수행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청소년 대상의 건강교육 및 간

호 수행의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 간호교육

이 간호사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용어 정의

● 문제행동

문제행동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적, 심리적 부적응적인 행동’으로(김수주, 2001),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은 김지훈(1996)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간호교육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간호 교육은 청소년의 성

장발달, 신체건강문제, 정신건강문제와 건강증진 영역이 포함

되어야 한다(이상미, 박영숙, 2009).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청소년의 성장발달, 정신건강문제와 성교육, 금연교육, 스트레

스관리 전략의 청소년 건강증진 영역을 강의와 그룹토의 형

태로 진행한 8시간의 교육을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간호사의 인식에 미치

는 간호교육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K대학 간호학과에 편입

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원격대

학교인 K대학 간호학과는 간호사 면허증을 편입학 조건으로 

하고 있는 학습자 중심의 원격교육기관이다. 본 연구에 포함

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1) 8시간의 교육에 참여가능하고, 

2)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3학년은 대조군, 4학년은 실험군

으로 임의표출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analysis 3.1.3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방법은 독립표본 t-test, 

양측검정, 유의도 0.05, 효과크기 0.3(Nakagawa & Cuthill, 

2007), 검정력 0.90으로 측정한 결과 382명으로 산출되었고 

탈락율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학년별 225명씩 총 450

부의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총 434(96.7%)부가 최종 분석에 활

용되었다.

연구 도구 

●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

본 연구에서는 총 4인의 교육자가 교육을 제공하였다. 교육 

담당자는 모두 정신 간호학을 전공하였으며 4년제 이상 간호

대학에서 정신 간호와 관련된 수업을 2년 이상 교육한 경험

이 있고, 정신간호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인 자로 간호대학 교

수 1인과 박사학위 소지자 1명, 박사과정 1명, 석사학위 소지

자 1명의 교육 교수 요원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은 매일 4시간씩 2일간, 강의실에서 소주제를 4개로 

선정하여 주제별 강의 90분, 그룹 토의 120분으로 총 8시간의 

수업을 진행하였고, 강의 내용은 청소년 건강과 간호(이상미, 

박영숙, 2009)에 근거하여 세부 내용을 「청소년의 성장발달,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성교육 및 금연교육, 스트레스관리 

전략」으로 구성하였다.  

각 교수요원에게 강의 자료와 지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 방법으로 해당 수업을 듣도록 하였고, 반별 학생

수는 평균 50명으로 구성하였다. 동일한 교수요원이 같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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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rsing education program

Adolescent health nursing 

Day Topic Contents Time Methods

1st

Growth & 
  development 

-General characteristics 
-Theoretical understanding
-Physical growth and development
-Sociopsychological growth and development
-Knowledge growth
-Legislation and policy 

90min

Lecture using  
 slides

Psychiatric health   
  problems

-Anxiety and mood disorder
-Behavior disorder
-Drug addiction
-Internet addiction
-Eating disorder

150min

2nd

-Miscellaneous problems

120min Lecture using  
 slides

Sex education
  & smoking cessation 

-Basic sex education 
-Smoking cessation strategy

Stress management -Meaning of stress
-Stress coping strategy

Group
  discussion

-Recalling and sharing memories of my 
adolescent

-Provide actual examples of adolescent 
problem from each group member and case 
conference 

120min

-Group discussion
 (n=6∼7 in each group)
-Presentation with beam project or 
over head projector

 (10-15min)
-Evaluation
 (written test 50%, final report 50%)

의 8시간의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제공자가 제공한 강의와 일

관된 방법으로 그룹토의가 진행되도록 하였다<Table 1>.  

● 청소년 건강에 관한 교육 및 간호 수행의 문제점 인식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전 청소년 건

강교육 및 간호수행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지연(1998)이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제공자의 관심이나 인식부족, 교육 자료나 

프로그램 부족, 입시위주 교육환경에서의 시간할당 부족, 제

공자의 전문성 부족(지식, 상담기술, 의사소통기술), 학교 재단

이나 교장의 관심 부족의 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평정으로 측정하

였다. 각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되는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하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5 이었다. 

●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인식 측정 도구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인식은 선행 문헌에서 비행 지

표와 분류를 토대로 개발된 김지훈(1996)의 도구를 수정 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대인, 대물, 질서, 약물, 성, 지위, 

술, 담배, 정신의 행동 유형에 따른 문항들을 제시하고, 어느 

정도 일 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여 청소년 문제

행동의 심각성 인식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총 50문항의 

‘전혀 심각하지 않다’ 부터 ‘매우 심각하다’까지의 5점 평정척

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제행동 유형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지훈(199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5 이었고 각 영역별로는 대인 

Cronbach's α=.81, 대물 Cronbach's α=.80, 질서 Cronbach's 

α=.78, 약물 Cronbach's α=.85, 지위 Cronbach's α=.83, 성 

Cronbach's α=.79 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정 보완 후 평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97이었으며 각 영역별로는 대인 

Cronbach's α=.73, 대물 Cronbach's α=.86, 질서 Cronbach's 

α=.81, 약물 Cronbach's α=.77, 지위 Cronbach's α=.80, 성 

Cronbach's α=.78, 술담배 Cronbach's α=.61, 정신 Cronbach's 

α=.74로 평가되었다.

자료 수집 절차 및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4월부터 6월로 본 연구의 설문은 

각 반별 교수 요원이 시행하였으며 연구를 시행하기 전 교수 

요원에게 연구 목적,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사전 교

육을 실시하였다. 교수요원은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연구목적

을 직접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관한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교육 시작 전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전 조사를 실

시하였다. 이후 실험군은 8시간의 청소년 간호교육이 제공되

었으며 대조군에게는 8시간의 다른 간호교육이 제공되었다. 

이어서 교육이 완료되는 시점에 실험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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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34)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n=217) Cont.(n=217)

χ2 p
n(%) n(%)

Gender Male 4(1.8) 7(3.2) 0.84 .544
Female 213(98.2) 210(96.8)

Age(yr) 24～29 137(63.1) 132(64.4) 2.13 .713
30～34 36(16.6) 27(13.2)
35～39 13(6.0) 14(6.8)
40～44 15(6.9) 15(7.3)
over 45 12(5.5) 17(8.3)

Religion Protestant 68(31.3) 85(39.2) 4.36 .359
Catholic 36(16.6) 27(12.4)
Buddhist 27(12.4) 20(9.2)
None 81(37.3) 81(37.3)
Others 4(1.8) 3(1.4)

Economic status Upper 16(7.4) 7(3.2) 4.39 .112
Middle 193(88.9) 198(91.2)
Low 8(3.7) 12(5.5)

Marital status Married 74(34.1) 78(35.9) 0.16 .763
Unmarried 143(65.9) 139(64.1)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험군 225명, 대조군 225명씩 총 

450부의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사전, 사후 설문에서 응답이 부

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434(96.7%)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

었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수행에 있어서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윤리적

인 문제를 고려하여 강의 시작 전에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

한 후 설문지 작성에 동의를 구하였으며, 모든 연구 참여자에

게 연구 목적, 연구 참여의 자발성과 정보의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 후 연구 참여에 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자료는 비밀보장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며 익명을 사용하였고 연구 참여

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으

며 연구 참여에 대한 간단한 보상 물품을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빈도를 사용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청소년 대상의 

건강교육 및 간호 수행의 문제점 인식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범주형 자료의 경우는 χ2-test로 연속형 자료의 경우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 문제행동 인식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교육 전후 평균 차이의 비교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고 모든 통계치의 유의수준은 α

=.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정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24세 이상 성인으로 대부분 여

자였으며, 20대가 가장 많았고, 종교는 무교, 경제수준은 보

통, 결혼 상태는 미혼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정 결과 성별, 연령, 종교, 

경제수준, 결혼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대상자의 경력 특성 및 동질성 검정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생각되는 근무지, 근무경력, 청소년 교육 및 상담 

경험과 자녀 양육 경험의 동질성 검정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대상자의 청소년 건강교육 및 간호수행에서의 

문제점 인식 현황

청소년 건강교육 및 간호수행에서의 문제점 인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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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ecif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34)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n=217) Cont.(n=217)

χ2 p
n(%) n(%)

Work  experience field
Hospital 201(92.6) 205(94.5) 3.10 .212
Hospital +School 3(1.4) 0(0.0)
Hospital+etc 13(6.0) 12(5.5)

Work experience period

Under 2yr 7(3.2) 14(6.6) 5.71 .126
2yr-under 5yr 85(40.0) 91(42.9)
5yr-under 10yr 83(39.0) 63(29.7)
Over 10yr 38(17.8) 44(20.8)

Experience  
in teaching adolescents

Yes 50(24.0) 38(17.5) 2.51 .113
No 165(76.0) 179(82.5)

Experience  
in counselling adolescents

Yes 25(11.7) 14(6.5) 3.41 .092
No 189(88.3) 200(93.4)

Child rearing experience
Yes 23(10.7) 29(13.6) 0.85 .378
No 192(89.3) 184(86.4)

Exp.: Experimental group , Cont.: Control group

<Table 4> Comparison of awareness of the issue in adolescent health education                                (N=434)

Variables
Mean±SD

t p
Exp.(n=215) Cont.(n=215)

Lack of interests by service provider 4.11±0.70 4.11±0.79 0.55  .583
Lack of education material or program 4.05±0.66 4.10±0.72 0.44  .659
Lack of assigned education time 4.50±0.58 4.38±0.64 0.91  .361
Lack of professionalism
(knowledge, counselling skill, and communication skill) 3.99±0.83 4.10±0.77 0.00 1.000

Lack of interests by school board or administration 4.05±0.78 4.01±0.71 1.24  .216
Exp.: Experimental group , Cont.: Control group

았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교육시간 할당부족을 청소년 

건강교육 및 간호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실험군에서는 교육자료나 

프로그램 부족과 학교 및 행정적인 관심부족을, 대조군에서는 

제공자의 관심부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Table 4>.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교육 전후 인식 차이검증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간호교육 전후 인식변화는 대인, 

대물, 질서, 약물, 성, 지위, 술담배, 정신, 총 문제행동 모두에

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정신 영역을 제외한 모든 문제행동 인식에서 실험군이 대

조군보다 교육 후 덜 심각하게 인식하여 보다 관대한 태도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 변화

의 폭이 가장 큰 영역은 술담배 영역으로 청소년의 술담배에 

대해 보다 관대한 태도로 변한 반면 정신 영역에서의 문제행

동에 대해서는 교육 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대조군은 교육 후가 교육전보다 문제행동 인식 평

균점수가 변화하지 않거나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Table 5>.

논    의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정신건강문제

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이들의 성장과 성숙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또한 간호사 자신들의 청소년 자녀

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적절히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행동의 양상과 특성이 급

속히 변화하고 있어 간호사는 이전 간호대학에서의 교육만으

로는 역부족으로 청소년 간호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

으로 사료되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

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간호교육을 개발, 적용하여 간

호사들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간호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전문적인 지식과 

태도가 증가함으로써 청소년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향상된다고 하는 성지연(1998)이나 Warenius 등(2006)

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전문적인 지식이 향상되면서 이들

에 대한 보다 수용적이고 관대한 태도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

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교육의 효과를 간호사의 청소년 문제행동 

인식변화를 통해 검증한 것은 특히 청소년 문제행동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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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recognition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N=434)

Variables
Mean±SD

t p
Pre test Post test Difference

Interpersonal delinquency 
Exp.(n=214) 4.68±0.39 4.59±0.47 -0.09±0.30 6.00 <.001*
Cont.(n=211) 4.75±0.28 4.75±0.31 0.00±0.14

Intermaterial delinquency
Exp.(n=216) 4.45±0.46 4.37±0.53 -0.08±0.29 7.29 <.001*
Cont.(n=214) 4.56±0.36 4.58±0.39 0.02±0.16

Order delinquency Exp.(n=215) 3.82±0.60 3.77±0.71 -0.05±0.42 5.99 <.001*
Cont.(n=212) 3.99±0.58 4.09±0.62 0.10±0.26

Drug delinquency Exp.(n=217) 4.79±0.46 4.73±0.46 -0.06±0.24  2.98 <.001*
Cont.(n=217) 4.83±0.25 4.83±0.28 0.00±0.17

Sex delinquency Exp.(n=216) 4.19±0.48 4.15±0.57 -0.04±0.30  6.30 <.001*
Cont.(n=216) 4.31±0.48 4.38±0.48 0.07±0.17

Position
deliquency

Exp.(n=217) 3.66±0.64 3.63±0.77 -0.03±0.44 5.18 <.001*
Cont.(n=216) 3.78±0.65 3.91±0.72 0.13±0.27

Alcohol/
Smoking

Exp.(n=215) 4.07±0.68 3.90±0.84 -0.17±0.52 6.57 <.001*
Cont.(n=215) 4.15±0.66 4.20±0.63 0.05±0.31

Psychiatric
behavior

Exp.(n=216) 3.78±0.59 3.89±0.75 0.11±0.40 5.76 <.001*
Cont.(n=214) 3.91±0.62 3.96±0.60 0.05±0.27

Total 
Exp.(n=207) 4.19±0.42 4.14±0.53 -0.05±0.28 8.51 <.001*
Cont.(n=200) 4.31±0.39 4.35±0.42 0.04±0.12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p<0.05

서 청소년들을 대하는 의료인들의 전문지식 뿐만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정확한 문제인식과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성장과 성숙에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 대상의 건강 교

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문제행동

에 대한 인식변화와 긍정적인 태도가 필수적이다.  

청소년 건강 교육과 간호수행의 문제점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 현황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국내외의 연구 결과와 유

사하였다. 즉 본 연구는 학교청소년 약물남용교육에 대한 교

사의 인식에서 교육제공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보고한 성지연

(1998)과 청소년 교육의 문제점 중 부족한 교육 시간이 가장 

큰 문제점이며, 훈련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Paul, Helen, Stephen, Lorenzo과 Judith (2009)의 연구로 지지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시간 부족, 제공자의 관심부

족, 교육자료 부족 등 청소년 건강교육과 간호 수행 영역에서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주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실증적으로 

재확인한 바, 관련된 교육시간을 증가하고 보다 다양한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학교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자나 행정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에서 미혼 여성

이 많고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자녀양육 경험

이 전혀 없거나 결혼한 경우이더라도 대부분 아직 청소년 자

녀를 두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부모로서 준비하는 간호

사의 개인적 측면에서도 본 연구의 간호교육은 매우 유용하

다. 현명선 등(2005)은 청소년 건강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가 청소년의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

는 기술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Boislard 등(2009)도 모니터, 통제, 제한과 같은 부모역할이 자

녀와 자녀 친구들의 반사회적 행동 및 물질사용 같은 문제행

동과 위험한 성행위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부모역할은 청소년의 문제행

동과 위험스런 행동을 예방하고 줄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

하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간호교육은 간호사 자신이 청소

년의 건강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부모역할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간호사로서 부모나 교사의 교육이나 상

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심각성 인식에서 청소년 간

호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교육 전보다 

교육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청소년 건강과 문제행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인식이 증가

함에 따라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해 보다 관용적이

고 수용적인 태도가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대인, 

대물, 질서, 약물, 성, 지위, 술담배 문제행동에서 청소년 간호

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경우 심각성 인식 점수가 낮아졌으며 

대조군과 비교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실

험군이 청소년 간호교육으로 인하여 청소년 시기의 특성에 

따른 일반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행동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

고 인식하게 되면서 문제 행동의 판단 기준을 보다 융통성 

있게 적용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정신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교육 전보다 교육 후 실험군에서 심각성 인식점수

가 높아졌는데 이는 보다 심각한 부적응이나 정신건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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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징후로 보이는 문제행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증가에 따

른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Warenius 등(2006)이 캐냐와 잠비아에서 청소년의 성 

및 생식에 관한 의료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820명의 조산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청소년의 성에 

관해 더 많은 교육을 받고 계속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청소

년들에게 더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덜 심각하게 청소년

의 문제행동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와 

유사하다. 또한 김지훈(1996)의 연구에서 석사 이상의 청소년 

상담전문가들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이 부모나 교사

와는 달리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높았으며 동일

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이 덜 심각하게 인지하였던 것

과 유사한 결과로서 본 연구의 청소년 간호교육이 간호사의 

청소년문제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지지해 

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 문제행동 중 부적응문제의 

사례를 제시하고 부적응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심각성 지

각정도를 연구한 결과 전문상담교사가 일반교사보다 덜 심각

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한 김주환(2003)의 연구로도 지지

된다. 전문가가 대상자와 대상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대상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이들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유익한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 건강영역에서의 

간호사의 계속교육은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간호

중재를 위해 필수적이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이 보이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적, 심리적 부적응적인 행동을 

의미하며(김수주, 2001), 부모나 교사들이 학생지도 측면에서 

가장 어려워한 부분이다(현명선 등, 2005). 또한 청소년의 문

제행동은 연구대상자들을 출생부터 21세까지 전향적 연구방

법을 사용한 Hayatbakhsh 등(2008)과 쌍둥이를 대상으로 종단

적 연구를 수행하여 연관성을 검증한 McGue 등(2006)이 밝힌 

바와 같이 성인기에서의 정신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따

라서 보건교사나 간호사와 같은 보건의료전문가 등을 대상으

로 본 연구와 같은 청소년 간호에 관한 계속교육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이로써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전문 지

식과 인식을 향상시키고 이를 토대로 한 바람직한 인식변화

를 통해 청소년 문제행동을 시기적절하게 중재하고 안내하여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유도하고 정신건강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의 청소년 건강과 간호 역량을 증진시키

고자 청소년 간호교육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그 필요성과 

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청소년 간호교

육은 이상미와 박영숙(2009)을 근거로 개발하여 8시간의 강의

와 그룹토의로 구성된 면대면 교육 형태로 제공되었으며, 교

육 후 실험군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로써 청소년 간호교육이 간호사의 

청소년 행동에 대해 수용적이고 전문적인 인식 향상을 가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의 청소년 간호교육을 간호사를 위한 계속교

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그 효과를 재검증해 볼 것과 교육

효과를 규명하는 종속변수를 청소년 문제행동의 인식변화 이

외의 다른 변수를 병행하여 교육효과를 규명해 볼 것을 제언

한다. 또한 청소년 간호교육에서의 개선되어야 할 주요 문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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