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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발달자산과 스트레스 및 위험행동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연

구대상은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 학생들 1023명이며,측정도구는 발달자산 척도,스트레스 척도,위험행동 척도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자료 분석은 변인들의 정규분포,다중공선성,상관관계 및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였다.연구결과 첫째,외적자산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스트레스에는 부적인 영향

을 미쳤다.내적자산은 스트레스 및 위험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둘째,외적자산,내적자산의 관계에서 스트레

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외적자산은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위험행동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내적자산도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위험행동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유의미하였다.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

생들의 발달자산은 스트레스의 증감에 따라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특히 내적자산은 위험행동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의 발달자산과 스트레스 및 위험행동이 

관계가 있으며,특히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및 위험행동을 감소하기 위하여 내적자산 증진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

요함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 대학생,발달자산,외적자산,내적자산,스트레스,위험행동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evelopmental assets, stress and 

risk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 of the study is 1023 university students. Questionnaire 

organized by scales of developmental assets, stress and risk behaviors was us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nternal assets made direct effects on stress and risk behaviors. External assets made direct 

effects on stress. Second, mediating effects of stres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relations between 

developmental assets and risk behaviors. External assets were complete mediating effects by making effects 

indirectly on risk behaviors through the stress. Internal assets showed partial mediat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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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발달자산은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족,이웃,지역사회 등 환경 요인에 의해

제공되는 정 경험과능력,기술,자아개념등의개인

특성의 총칭[1]혹은 험행동을 감소하거나 정 ,

성공 인 결과를 증가하는 보호요인을 의미한다[2].

발달자산은 1989년 Benson등에 의해 소개되었다.

Benson등이 제시한 발달자산의 구조는 인간의 건강한

발달에 한 다차원 ,포 인 근을 제공하 다.발

달자산의 구조는 외 자산과 내 자산으로 나 어져있

다.외 자산은가족,학교,지역사회등의환경 요인에

의해 제공되는 정 인 경험으로 지역사회의 경제 ,

물리 인기반을나타내는것이기보다는인간 계,사회

경험 사회 환경등을의미한다.내 자산은개인

의능력,기술,가치 ,자아개념등의개인내 인특성들

을말한다.외 자산과내 자산은각4개의하 역을

포함한다.외 자산의 하 역은 지지,역량함양,규범

기 ,건설 시간사용 역이며 내 자산의 하

역은학습의욕, 정 가치 ,사회 능력, 정 정체

감 역이다[1].

험행동은 일반 으로신체 ,심리 ,법 경제

부담을 감수하는 행동[3] 는 사회 규범에 반 되

는 행동으로 난폭한 운 ,싸움,흡연,약물의존 등 자신

의신체 건강을 하는행동과도박,기물 괴,성희

롱등사회·경제 지 를 하는행동을뜻하기도한

다[4]. 험행동의범 는연령 지 에따라다소상

이다.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비행의 부분은 험

행동으로분류되어많은 심과연구가시행되지만 학

생의 험행동에 한연구는상 으로 게이루어졌

다.

최근 학생의 험행동과 련된조사결과를살펴보

면, 학생들의 재흡연율,폭음율,자살생각율 인터

넷 독 험율은 청소년기에 비해 높았다[5,6].서수교

등(2007)은 여자 학생들의 흡연율이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7],천성수등(2003)은 학생들의과반수이상이

폭음자라고 하 다[8].더구나 보건복지부(2010)는 20세

에서24세사이청소년후기의사망원인1 는자살이며

[5],신재식(2008)은 재 학생 인터넷 사용자 건강

한상태를유지하고있는경우는100명 약10명정도

로 매우 낮은 분포를 보 고, 부분의 학생들이 인터

넷 독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 다[9].

이러한선행연구들을통해, 학생들의 험행동이증

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런데 험행동을

방하거나감소하기 하여Leffert등(1998)은각 험

행동에 을 맞추어서 개별 으로 근하는 문제행동

심 근 보다는 발달자산의 증가를 통한 험행동의

감소가 더 효과 이라고 하 다[10].

발달자산은 약물남용,폭력,학교실패 등 험행동의

유형에 계없이 다양한 험행동을 방하거나 감소하

는데효과 이었다.발달자산은 험상황에노출되어있

는 일부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

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밝 지면서 발달자산은 더

요하게 되었다[11].

선행연구들은발달자산을많이가지고있을수록 험

행동을 게하며,더 정 이고건강한삶을 할수

있는것으로나타났다[12,13,14].이것은발달자산이 험

행동에 한 완충작용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학생들을 상으로한발달자산과 험행동

에 한 연구들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었다.국외연구

로는 Bambini(2005)[15]가 학생들의 외 자산과 험

행동을 살펴보기도 하 다.즉, 학교 1학년 학생들

에서 고등학교 내신성 혹은 학수능시험성 이 기

이하인학생들을 상으로외 자산에속하는역량함

양과 가족 래와의 계가 험행동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았는데 외 자산은 험행동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치지 않았다.특히 국내의 발달자산과 험행동에

한연구들은 ·고등학생들을 상으로하 다[16,17].

근래에 발달자산의 요성이 기 성인기까지 확 되고

있음[1]에도불구하고, 학생들을 상으로하여발달자

산과 험행동의 계에 한 국내연구는 아직 없는 실

정이다.

한편, 학생들은 그 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할과성인으로서의지 ,확 된 인 계에직면하게

되면서다양한문제를야기할수있는많은스트 스상

황에 처할 수 있다.이러한 스트 스는 험행동을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실제로 학생활이시작되는후기청소년기는미성년

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자아 정체감 확립과

성인생활 비를 해 여러 가지 과제를 집 하는 시기



The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Developmental Assets, Stress and Risk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627

이며, 학생활에 응하고 심리 ,경제-사회 독립을

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된다.특

히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에들어와서야비로소진로

문제로인한좌 과갈등 학생활 응에있어혼란

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를 반 하듯 학생

의 46%가 만성 스트 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학생의과도한스트 스와이로인한 학생활

부 응이 자살과 같은 극단 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

었다[19].

그런데 학생들의발달자산과스트 스를살펴본연

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고등학생을 상

으로 한 경우 발달자산과 스트 스의 계는 부 인

계를 보이고 있었다[17].발달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일수록스트 스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발달

자산이 스트 스 감소의 완충 역할을 하 다.

발달자산과 다른 변인들과의 구조 계를 탐색한

연구의 경우,박주희(2012) 정찬우(2010)는 발달자산

을 외 자산과 내 자산으로 나 거나[17, 20],

Bambini(2005)는외 자산의일부하 역과의 계를

살펴보았다[15].Benson(2006)에 의하면 발달자산의 개

념 구조에 근거할 때 외 자산과 내 자산의 특성이

서로 다르며,외 자산 내 자산이 험행동의 감소

에 미치는 정 인 향은 동일하다고 하 다.이런 에

근거할 때 발달자산을 외 자산과 내 자산으로 나 어

구조 계와 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발달자산,스트 스, 험행동의구조 인

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이때 발달자산은 외

자산,내 자산과 나 어 살펴보고자 하 다.이를 통

해서외 자산,내 자산은스트 스와어떻게 련되며

그결과 험행동은어떻게달라지는가를알수있을것

으로 본다.이러한 연구목 과 련하여 설정한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발달자산,스트 스 험행동의

구조 계는 어떠한가?

둘째, 학생들의발달자산과 험행동의 계에서스

트 스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 상은경남지역에 치한 학교의1∼4학년학

생들이다.조사는2012년10월8일부터10월12일의일주

일 동안 실시되었으며,표본추출방식은 임의표집이었다.

임의표집의 한계인 표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해 1

학년부터 4학년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일반교양과목을

선택하여다양한학과와학년의학생들이조사에참여할

수있도록하 다.조사는본연구자가각수강반에들어

가서 직 배부 회수하 다.조사참여자는 총 1023명

이었다.회수된 설문지 1023부 에서 부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41부를 제외한 993부의 설문지를 분석 상으로

하 다.남학생 525명,여학생 468명이었으며 학년별로

살펴보면,1학년379명,2학년321명,3학년131명,4학년

162명이었다.

2.2 측정도구 

2.2.1 발달자산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발달자산 측정도구는 Benson등

(1999)이제시한발달자산문항을번안한후사용하 다

[21].조사를 실시하기 에 연구자가 번안한 발달자산

척도를교육심리박사과정 학원생 어 공교수님

과의검토 의과정을거쳐문항을수정하 다.검사

의타당성을검토하기 하여본조사가실시될 학교와

다른 학교 학생들 64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거쳐

최종확정 하 다.

발달자산 척도는 체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 자산과 내 자산 역으로 나 어진다.외 자산은

4개의하 변인으로구성되며48문항이었다.내 자산도

4개의하 변인으로구성되며42문항이었다.외 자산의

하 변인은 지지 15문항,역량함양 11문항,규범과 기

16문항,건설 시간사용6문항이었다.지지문항의 로

는‘나는어려운일이나고민이있을때부모님께상의한

다’,‘부모님이외에마음놓고의지할수있는친척,선생

님,선배등이있다’.역량함양문항은‘내가살고있는지

역사회를더살기좋은곳으로만들기 하여참여할수

있는 기회가 많다’,‘평균 일주일에 1번 이상 사활동을

한다’이다.규범과 기 는 ‘우리 가족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할 수 없는 일에 한 분명한 기 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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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내 주변의 부모님 이외의 다른 어른들은 법에 어

나는일이나 험한일을하지않는다’.건설 시간사

용은‘평균일주일에한번이상취미생활을한다’,‘동아

리 활동을 하고 있다’등이다.

내 자산의하 변인은학습의욕10문항, 정 가치

13문항,사회 능력 11문항, 정 정체감 8문항이

다.학습의욕문항의 로는‘나는수업시간에열심히공

부한다’,‘과제 제출 기간을 잘 지킨다’. 정 가치 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요한 일이다’,‘사람들이

공평하게 우받을수있도록돕는것은 요한일이다’.

사회 능력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에 심을

가진다’,‘다른 민족,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가치

이나신념을존 한다’. 정 정체감은‘내인생에서일

어나는 일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내 자신을 자랑

스럽게 느낀다’등이다.

응답방식은 ‘매우 그 다’5 에서부터 ‘ 그 지

않다’1 의5 리커트척도로이루어져있다.본연구에

서의 발달자산 체 신뢰도(Cron-bach'salpha)는 .934

다.하 역인 외 자산은 .903,내 자산은 .903 으

며,지지.842,역량함양.887,규범과기 .765,건설 시

간사용 .777,학습의욕 .875, 정 가치 .847,사회

능력 .877, 정 정체감 .806이었다.

2.2.2 스트레스검사

지각된 스트 스 척도는 겸구,김교헌 이 석

(2000)이 개발한 개정 생활 스트 스 척도를 이지

(2007)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 다[22].일상생활에

서경험하는상황이스트 스로지각되는정도를측정하

는 것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하 변인으로 장

래 취업스트 스8문항,경제 스트 스7문항,학업

스트 스7문항,가치 련5문항이었으며,모두부

인상황을묘사하고있다.장래 취업문항의 로는

‘졸업후취직을못할것같아걱정이다’,‘취업 진로에

필요한 성을 알 수 없어서 고민이다’.경제 문항은 ‘경

제 으로 부족해서 학생활이 축된다’,‘사 입고 싶은

옷을 살 돈이 없었다’.학업 문항은 ‘공부해야 할 과제의

분량이 무많다’,‘공공부가 무어렵다’.가치 문

항은 ‘이상과 실간의 격차 때문에 갈등을 경험했다’,

‘왜사는지에 한의문때문에방황했다’등이다.응답방

식은 아니다1 부터매우그 다5 까지의Likert

식5 척도이며총 이높을수록스트 스를많이경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지 (2007)의 연구에서 스트

스 체 신뢰도(Cronbach'salpha)는 .942 다.본 연구

에서의 스트 스 체 신뢰도(Cronbach'salpha)는 .903

이며,하 변인인 장래 취업은 .728,경제 .784,학업

.756,가치 .714이었다.

2.2.3 위험행동검사

험행동 척도는 오미경의 연구(1997)에서 사용한 척

도의 문항들 가운데 일부문항을 수정 보완한 양돈규

(2001)의 학생 험행동 측정 도구를 사용하 다[3].

험행동경험 측정을 한 문항은 15개 이며,하 변인

으로신체 건강을 하는건강 련 험행동과사회

,경제 지 를 하는 지 련 험행동으로 구

성되었다.건강 련 험행동은흡연,폭음,술마시고오

토바이 타기,낯선 타인과의 성 계,자동차나 오토바이

질주,불법약물 사용,무면허 자동차 운 경험의 7문항

으로구성되었다.지 련 험행동은돈내기도박하기,

기물 손,성희롱,물건훔침,컨닝,가출,수업무단결석,

등록 이나 기타 공과 을 유흥비로 의 8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각문항에 하여지난1년동안몇번이나행한 이

있는가에 하여 없다(1 ),1∼2번있다(2 ),3∼4

번있다(3 ),5∼6번있다(4 ), 7번이상있다(5 )로

응답하도록구성되었다. 수가높을수록 험행동을많

이한것으로측정하 다.양돈규(2001)의연구에서의

험행동 체신뢰도(Cronbach'salpha)는.880이었다.본

연구에서의 험행동 체 신뢰도(Cronbach'salpha)는

.900이며,하 변인인 건강 련 험행동은 .822,지

련 험행동은 .877 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SPSS21.0과 Amos18.0을 사

용하 다.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의 정규분포 가정,다

공선성,상 계를분석하 다.측정변인의타당성을검

증하기 하여확인 요인분석을실시하 고,연구모형

경쟁모형의 검증을 해 구조모형 분석을 하 다.연

구모형 경쟁모형은발달자산의이론 고찰에근거할

때,외 자산과 내 자산의 특성이 서로 다르므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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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y1 y2 y3 y4 y5 y6 x1 x2 x3 x4 x5 x6 x7 x8

y1(futurepossibilities) 1.00

y2(financialstress) .55** 1.00

y3(scholastic

achievement)
.56** .43** 1.00

y4(valueconflict) .57** .73** .79** 1.00

y5(statusriskbehaviors) .44** .39** .42** .433** 1.00

y6(healthriskbehaviors) .37** .36** .37** .379** .681** 1.00

x1(support) -.44**-.38**-.39**-.406** -.489** -.419** 1.00

x2(empowerment) -.32**-.28**-.32**-.320** -.404** -.351**.643** 1.00

x3(boundaries &

expectation)
-.43**-.38**-.38**-.408** -.532** -.479**.819**.647** 1.00

x4(constructiveuseof

time)
-.42**-.34**-.37**-.373** -.483** -.418**.828**.662**.766** 1.00

x5(commitmentto

learning)
-.34**-.32**-.32**-.348** -.483** -.422**.662**.579**.753**.637** 1.00

x6(positivevalues) -.32** -.29 -.30**-.334** -.499** -.455**.668**.600**.737**.641**.791** 1.00

x7(socialcompetencies) -.40**-.38**-.36**-.400** -.516** -.457**.692**.606**.768**.668**.762**.768** 1.00

x8(positiveidentity) -.39**-.35**-.33**-.364** -.486** -.419**.709**.626**.737**.696**.719**.727**.754** 1.00

mean 29.67 24.82 3.34 15.91 13.02 11.87 52.14 34.37 57.27 21.43 37.07 50.09 38.64 29.42

standarddeviation 4.49 4.40 .65 3.63 4.86 5.47 11.18 7.53 10.64 4.51 6.92 9.37 7.54 6.06

y1-y4stress;y5-y6riskbehaviors;x1-x4externalassets;x5-x8internalassets;*p<.05,**p<.01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 and correlations of the variables in the study 

하기 보다는 나 어 설정하 다.모든 모수치들은 최

우도법 차에의해산출되었으며,잠재변인으로사용되

는 모든 측정변수는 항목을 합산하여 사용하 다.매개

효과는붓스트랩핑(Boot-strapping)방법에의하여유의

성을 검증하 다.모형의 합성 검증은 홍세희(2000)가

제시한기 에따랐다[23].GFI,TLI,CFI는.90이상이면

좋은 합도이다.RMSEA는.05이하면좋은 합도이고

.05∼.10이하면 합하다고 볼 수 있다.

2.4 연구모형 

학생들의 외 자산,내 자산,스트 스, 험행동

의구조 인 계는연구모형과경쟁모형을설정하여

합도를 비교하 다.연구모형은 [Fig.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외 자산과 내 자산이 험행동에 직 인 향

뿐만 아니라 스트 스를 통한 간 인 향을 미칠 것

으로설정하 다.경쟁모형(1)은외 자산과내 자산이

스트 스와 험행동에 직 인 향만을 미칠 것으로

설정하 다[Fig.2].경쟁모형(2)는 외 자산과 내 자산

이스트 스를통해간 으로만 험행동에 향을미

칠 것으로 설정하 다[Fig.3].그 이유는 본 연구모형이

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 는데 이러한 모형의 합성을

매개변인이 없는 모형(경쟁모형 1) 완 매개모형(경

쟁모형 2)과의 비교를 통하여 검정하고자 하 다.

[Fig. 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the 

research model

[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the 

comparative model (1)

external

assets

internal

assets

stress
risk

behaviors

external

assets

internal

assets

stress

risk

behaviors



대학생들의 발달자산, 스트레스 및 위험행동의 구조적 관계

63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Jun; 12(6): 625-635

stress riskbehaviors externalassets internalassets

future

possibil-

ities

finan-

cial

stress

schola-

stic

achieve

-ment

value

conflict

status

risk

beha-

viors

health

risk

beha-

viors

supportempo-

wer-

ment

bounda-

riesand

expect-

ation

const-

ructive

useof

time

commit-

mentto

learning

posi-

tive

values

social

compet-

encies

posi-

tive

identity

skewness -.27 -.22 .02 .07 1.77 1.96 -.93 -.19 -1.54 -.91 -1.35 -1.66 -1.17 -1.08

kurtosis .63 1.09 -.09 .18 2.28 4.06 1.99 1.85 4.86 1.85 3.64 4.51 3.57 2.36

<Table 2> Evaluation of normal distribution of the variables in the study

[Fig. 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the 

comparative model (2)

3. 결과 

3.1 측정변인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

본연구에서분석되는변인들의상 ,평균 표 편

차는 <Table1>과 같다.측정변인들의 상 계수는

.828(p<.01)에서부터 -.290(p<.01)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외 자산과스트 스, 험행동간에는부 상

이 나타났고,내 자산과 스트 스, 험행동 간에도

부 상 이 나타났다.스트 스는 험행동과 정 상

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되는 변인들의 정규분포 가정을 검

토한 결과는 <Table2>와 같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

인들에 해서 정규분포에 한 가정을 검증한 결과,왜

도의값은 값1.96이하로나타났으며,첨도에서는변

인들의 값들은4.86이하로나타났다.왜도값이3보다

작은 경우,첨도값이 10이하인 경우에는 정규분포로

단할 수 있으므로[24],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정

규분포의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구에서 한변인간의다 공선성이존재하는지

를알아보기 해서종속변수를 험행동으로하여독립

변인들 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공차한계에서는

변인들이 .223이상으로 나타났고,분산팽창계수(VIF)는

1.877에서 4.486까지 분포하고 있었다.공차한계는 분산

팽창계수의 역수로 0.1이하이면 다 공선성을 의심해야

하며,분산팽창계수는10보다작으면다 공성선은없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이러한 기 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다 공선선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된

다.따라서 본 연구는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분석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 하여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모형을 분석하 다.

3.2 모형검증 결과

3.2.1 측정변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연구에서구조모형을분석하기 에측정변인들에

한확인 요인분석을하 다.그결과는<Table3>과

같다.본 연구에서의 측정모형의 합도 지수는 χ
2=109.299(p=.000)로유의하게나타났으나 χ2값은사례수

에 향을많이받기때문에다른 합도지수를살펴본

결과GFI=.984,CFI=.995TLI=.993,RMSEA=.030으로

나타나 좋은 합도를 가진 것으로 명되었다. 한 모

든측정변수들이잠재변수에 해요인 재량이.5이상

으로 나타났으며,이 값들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

다.따라서 각 측정변인들은 공통 잠재변인의 특성을

하게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학생들의 발달자산이 험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

에서 스트 스와 어떠한 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경쟁모형과

external

assets

internal

assets

stress
risk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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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ways B β t-value p

support ← externalassets 1.000 .871

empowerment ← externalassets .594 .769 27.711 .000

boundaries&expectation ← externalassets 1.030 .943 41.953 .000

constructiveuseoftime ← externalassets .393 .846 41.932 .000

commitmenttolearning ← internalassets 1.000 .858

positivevalues ← internalassets 1.359 .861 39.337 .000

socialcompetencies ← internalassets 1.131 .890 36.077 .000

positiveidentity ← internalassets .895 .877 32.798 .000

financialstress ← stress 1.000 .691

futurepossibilities ← stress 1.130 .766 15.846 .000

scholasticachievement ← stress 1.057 .709 13.608 .000

valueconflict ← stress .893 .746 20.074 .000

statusriskbehaviors ← riskbehaviors 1.000 .883

healthriskbehaviors ← riskbehaviors .775 .771 22.607 .000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χ
2

df GFI TLI CFI RMSEA

researchmodel144.983 59 .975 .988 .992 .038

Comparative

model(1)
713.243 71 .913 .927 .943 .075

Comparative

model(2)
953.940 73 .884 .902 .922 .110

비교한 결과는 <Table4>와 같다.

<Table 4> Analysis of adequacy of the models 

연구모형을 살펴본 결과 χ2=144.983(p<.01)로 유의하

게 나타났으나 χ2값은 사례수에 향을 많이 받기 때문

에 다른 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그 결과 GFI.975,

TLI.988,CFI.992,RMSEA.038(95% 신뢰구간:.030

∼.046)으로 나타났다.

경쟁모형(1)을 살펴본 결과 χ2=713.243(p<.01)이지만

GFI=.913,TLI=.927,CFI=.943,RMSEA=.075(95% 신뢰

구간:.089∼.102)로 나타났다.경쟁모형(2)를 살펴본 결

과 χ2=953.940(p<.01)이지만 GFI=.884,TLI=.902,CFI

=.922,RMSEA=.110(95% 신뢰구간:.104∼.117)로 나타

났다.연구모형과 경쟁모형(1),경쟁모형(2)를 비교했을

때 연구모형의 합도가 경쟁모형(1),경쟁모형(2)의

합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따라서 연구모형으로 외 자

산,내 자산,스트 스 험행동간의구조 인 계

를 분석한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으로

변인들 간의 구조 인 계를 분석하 고 그 결과는

<Table5>와 같다.

pathways β t-value p

externalassets→ riskbehaviors -.041 -.667 .505

internalassets→ riskbehaviors -.389 -5.914 .000

stress → riskbehaviors .408 8.766 .000

externalassets→ stress -.357 -4.932 .000

internalassets→ stress -.244 -3.257 .001

<Table 5> Analysis of path coefficient of the 

models 

연구모형의 구조 인 계에서 외 자산이 험행동

에미치는 향은-.041(p=.505)로나타났다.외 자산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은 -.357(p<.01)로 나타났다.내

자산이 험행동에 미치는 향은 -.389(p<.01)로 나

타났다. 내 자산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은

-.244(p<.01)로나타났다.스트 스가 험행동에미치는

향은 .408(p<.01)로 나타났다.

각 경로의 통계 유의성을 살펴보면 내 자산에서

험행동으로가는경로,스트 스에서 험행동으로가

는 경로,외 자산에서 스트 스로 가는 경로,내 자산

에서스트 스로가는경로는모두통계 으로유의하

다.그러나 외 자산에서 험행동으로 가는 경로는 통

계 으로유의하지않았다.연구모형에서나타난경로계

수들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Fig.4]와 같다.

3.2.3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발달자산이 험행동에 미치는 향 계에서 스트

스의매개효과를검증하기 해붓스트래핑방법에의하

여 유의성을 검증하 다(95% 신뢰구간).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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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the research model with standardized estimates

<Table6>과 같다.

<Table 6> Meditation effects 

pathways β p

externalassets → stress → riskbehaviors -.146 .009

internalassets → stress → riskbehaviors -.100 .009

외 자산과 험행동의 계에서 스트 스의 매개효

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1).내 자산과

험행동의 계에서 스트 스의 매개효과도 통계 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들을 상으로 발달자산, 험행동,

스트 스의구조 계를살펴보고,스트 스의매개효

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이를 해 연구모형과 경쟁모

형의비교를통해서구조 모형의 합성을살펴보았다.

하지만 학생들과 련된 발달자산, 는 외 자산

내 자산과 스트 스, 험행동 간의 연구를 찾기가 어

려웠다.이에,본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포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요한 결과는 학생의 발달자산

과 스트 스, 험행동은 서로 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외 자산과 내 자산은 비교 높은 정 인 상 계가

있었고,외 자산과내 자산은스트 스, 험행동과부

인 계가 있었다.스트 스와 험행동 간에는 정

인 상 계가 있었다.

이러한 계를 구조모형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학생

들의 내 자산은 스트 스와 험행동에 직 인 부

인 향을 미쳤다.이는 학생들의 내 자산이 높아지

면 험행동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생의 낙

성이 정 인심리 자원의하나로 험행동의발생

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 다는 양돈규(2001)의 연구에

의해 지지된다.내 자산과 스트 스,간에 부 인 계

가나타난본연구결과를지지하는선행연구를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신난수(2001)는 내 자산인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스트 스를 게받았으며[25],한미 (1996)은

스트 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6].

학생의외 자산은 험행동에직 인 향을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비록 상 분석에서는 외

자산과 험행동이부 인상 계로나타나고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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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산이 스트 스, 험행동에 미치는 향이 크기

때문에 상 으로 외 자산이 험행동에미치는 향

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결과이다.이는 미국의 고등학

교 내신성 혹은 학입학 학력고사성 이 최 기 에

있는 학생들의 외 자산인 역량함양 련자산과 가족

래와의 계는 험행동과직 인유의미한 계

를나타내지않았다는Bambini(2005)의연구결과와맥락

을같이한다고볼수있다[15].그런데6∼12학년을 상

으로 한 경우 정 래 향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포함하는 외 자산이 험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

다는Leffert등(1998)의연구결과와는상반된다고볼수

있다[10].

본연구에서 학생의발달자산과 험행동의 계에

서 스트 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그 결과 외 자

산은 험행동에직 인효과는없었지만,스트 스를

통해간 으로 험행동에부 인 향을미치는것으

로나타나완 매개효과가있었다.내 자산은 험행동

에 직 인 부 향 뿐만 아니라 스트 스를 매개로

한간 인부 향도있는것으로나타나부분매개효

과가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외 자산,내 자산과 스트

스는 험행동에 향을미치는 요한변인이라는것

이 입증된 것이다.

스트 스가 증가하면 험행동이 증가될 수 있으나,

외 자산혹은내 자산을충분히가지고있으면스트

스를감소할수있어서결과 으로 험행동을감소하는

방향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내 자산은 스트

스의증감여부에 계없이 험행동의감소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발달자산

은스트 스에직 인부 인 향을미쳐서스트 스

를 감소한다는 정찬우(2010)의 연구[17],외 자산의 하

역인사회 지지가감소될수록스트 스 자살생

각이 증가한다는 이지 (2007)의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

된다고 볼 수 있다[22].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본 연구는 발달자산에 해 학생을 상으로

측정하여 스트 스와 험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았다는 것이다.본 연구에서 외 자산과 내

자산은스트 스와 험행동감소에 요한역할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에서 볼 때 본 연구결

과는 학생들의 스트 스 험행동을 감소, 지할

수 있는 발달자산 증진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에

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그동안 발달자산과 험행동,스트 스와 험

행동은 각각 계가 있다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지만,발

달자산을 외 자산과 내 자산으로 나 어 험행동과

스트 스 변인과의 계에 한 명확한 해석을 하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본 연구결과 외 자산과 내 자산은

스트 스의 증감에 따라 험행동에 향을 미치지만,

특히 내 자산은 험행동에 직 으로 향을 수

있는 것으로 밝 졌다.이러한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볼수있다. 학생들은고교졸업후새로운 래

계망을 형성하게 된다거나 자신들의 원가족과 처음으로

분리되는등새로운경험을시작하게되는데,이시기동

안사회통제와부모의지도감독이감소하는반면심리

불안과스트 스등이증가하게된다[27]. 한 학생들

은성인생활 비를 해여러가지과제를집 해야하

며, 학생활에 응하고심리 ,경제-사회 독립을

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좌 과 갈등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19]이므로,오히려내 자산의감소가일어날수있

다.따라서 성인기에 어드는 학생의 경우에도 스트

스혹은 험행동의감소를 해내 자산이 요하며,

학생들의 내 자산 증가를 한 가정,학교 등의 심

교육 로그램이 필요함을 입증하 다.

본연구가이와같은의의가있지만다음과같은제한

이있어후속연구에서는이러한 들을고려하여연구

할 필요가 있다.

첫째,조사 상이 경남지역에 치한 학교의 일부

학생들로 제한되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있다.후속연구에서는표본선정시지역 조사

상자 수를 확 하거나 발달단계에 따른 비교 연구를

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둘째,발달자산척도는외국에

서 개발된 척도를 번역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본

후 사용하 지만,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다 더 반 한

학생의 발달자산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할 필요가 있

을것이다.셋째,발달자산,스트 스 험행동의 계

를 횡단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 다.후속 연구소

에서는이들세변인의보다정확한인과 계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하여 종단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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