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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성인용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에코세대의 사회인식 및 건강상태가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성인용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조사 자료는 
2015년 8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시되었고, 분석대상자는 1,653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sion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에코세대의 사회적지지 
평균점수는 19.60점이었다. 에코세대 사회적지지 영향요인은 이웃관계 원만함, 계층인식, 행복감 유무, 사회의 평등성 여
부, 사회의 안정성 유무, 자존감 정도, 의사소통 정도 및 스트레스 정도로 나타났다. 에코세대의 사회적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에코세대의 사회인식 및 건강상태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네트워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구축하며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
주제어 : 에코세대, 사회인식, 건강상태, 사회적지지, 영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nvergent influence of social awareness and health 
status on social support in Korean echo generation by using Korea adult psycho-social anxiety survey data. 
Korea adult psycho-social anxiety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to September 2015 and included 
1,653, who responded to the question regarding social support.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chi-square and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 23.0 program. The mean score of social support was 19.60. 
The influencing factors on social support were neighborhood relations, perceived class, euphoria, equality in 
society, stability in society, self Esteem, communication, and stress, respectiv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rategies to strengthen social support of echo generation. A more careful examination may be 
war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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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베이비붐세대의자녀세대인에코(echo)세대

는 1979년부터 1992년생으로전체인구의약 20%를차지

하여 향후 한국사회와 경제를 이끌어갈 주력 세대이다

[1]. 이들은부모세대인베이비붐세대의소득증가로비교

적경제적으로풍요로운환경에서성장한세대로자동차,

휴대폰, 해외여행 등 소비생활에 매우 익숙하며 높은 교

육수준과자아실현욕구를지니고있고현재대학생이거

나, 사회초년생 등에 해당하며 본격적인 사회진입기를

맞이하고 있어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1,2].

그러나 최근의 경기불황과 저성장 국면 진입에 따라

취업난을 겪고 있으며 학자금대출, 주택대출 등으로 인

한신용관리위험및높은주거비용의 3중고를겪고있기

도하다. 이러한사회·경제적인분위기에따라이들세대

를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 여기에 인간관

계 형성 및 내 집 마련을 더한 5포 세대, 심지어 취업과

희망마저 포기했다는 의미로 7포 세대라고까지 자조적

의미로 부르기도 한다. 그들에게 가장 큰 화두는 연애나

결혼이 아닌 취업과 경제활동이며, 업이 되더라도 결혼

이나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3].

에코세대는 기존 세대와는 다르게 인터넷과 디지털

환경에 매우 익숙하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감성,

문화, 유행 등에민감하며, 동시에기존의사회질서를강

력히 거부하고 있다[4]. 이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중시하

는 경향이 있어 문화적 관점에서 소규모 집단으로 분화

하며자기중심적이고, 조직화하거나연대하지못하는특

성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5]. 이들의 52.5%는 스스

로를혼밥(혼자먹는밥)과 혼술(혼자먹는술)을 즐기는

‘나홀로족’이라고 생각하고[6], 사회적 관계로부터 점점

고립되어가고 있어 이들의 사회적지지는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30만명에 육

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은둔형 외톨이’의 상당수를 차

지하는데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원인은 진학과 취업 실

패, 인간관계의좌절로인한트라우마, 어린시절내재된

상처등다양하다. 최근에는 1인가구증가와고용불안의

사회 분위기도 은둔형 외톨이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7].

우리나라는 그 사회 구성원의 상호지지 정도를 나타

내는 ‘사회관계’항목에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고[8], 국민들은 우리사회가 높은 불평등 수준, 낮

은 사회이동 그리고 낮은 사회적 신뢰라는 악순환의 고

리에 빠져있다고 생각하고 있다[9]. 또한 에코세대에 해

당하는대학생들은법의집행과소득·재산에서의불평등

과 미래에 대한 불확정성이 높다는 사회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나타나고[10] 이에 따른 사회불안은 개인의

사회적지지에따라차이가있게나타나게된다[11]. 에코

세대가우리나라인구에서차지하는상대적비중과이들

이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사

회인식과 사회적지지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가진다.

사회적지지는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적 건강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유용한 건강자원이라 할

수 있는데[12] 에코세대의 상당수는 미취업·실업으로 인

하여분노, 좌절, 불안, 적대감등부정적정서를우선적으

로 경험하게 된다. 또한 경제적 자립능력저하, 가족관계

에서 상호작용 회피, 대인관계의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

면서 사회적지지가 약화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

우 단순히 우울감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우울감 증가

로인하여자살가능성이높아지는등정신건강에문제가

나타났다[13]. 또한 에코세대의 사망원인의 45.9%는 자

살이고, 청장년층 자살시도자의 7.1-15.4%가 질병으로

신체적건강의문제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14,15]

에코세대의 사회인식 및 건강상태와 사회적지지와의 관

련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지지에관련된선행연구를살펴보면주로독립

변수나 매개변수로서 활용되어 아동[16,17], 초등학생

[18], 중학생[19], 고등학생[20], 노인[21,22,23]을 대상으

로 하고 청년층 대상의 사회적지지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학생[24]에 국한된 시도가 대부분이며, 종속변수로서

에코세대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로 조사된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에코세대

의 사회인식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회적지지의 융복

합적 영향요인을 분석해봄으로써 에코세대의 사회적지

지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The Convergent Influence of Social Awareness and Health Status on Social Support in Korean Echo Gene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49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에코세대의 사회인식 및

건강상태에따른사회적지지의현황을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

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에코세대의일반적특성에따른사회적지

지 현황을 파악한다.

2) 우리나라에코세대의 사회인식에 따른 사회적지지

현황을 파악한다.

3) 우리나라에코세대의 건강상태에 따른 사회적지지

현황을 파악한다.

4) 우리나라에코세대의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융복합

적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연구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8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조사한 성인용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실태조사자료를이용하였으며, 원시자료는보건복

지데이터포털사이트에자료신청서를작성한후게시하

여 자료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 자료를 작성한 게시물

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았다.

표본은 2015년 6월기준주민등록인구통계(만19세 이

상)를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인구비(성, 연령, 거주지역

구성비)를 고려하여 비례할당 추출하였고, 표본가구 및

대상자는 전국 3,552개 읍면동 전체를 모집단으로 활용

하여 확률비례추출방식으로 200개 읍면동을 선정하였으

며, 선정된읍면동의주민센터를기준으로계통추출방식

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였으며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수

집되었다.

성인용한국사회의사회․심리적불안실태조사자료

는모두 7,000명을대상으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연

구에 필요한 모든 설문에 응답한 에코세대 1,653명을 분

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사회적지지
본연구에서는성인용한국사회의사회․심리적불안

실태조사 설문지에서 “귀하께서는 사회적지지를 얼마나

받고있다고생각하고계십니까?”에대해 0점(전혀받고

있지않음)에서 10점(매우많이받고있음), "귀하는어려

움에처한경우주변으로부터어느정도도움을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귀하는 평소 마음을 털어 놓

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에대해 0점(매우적음)에서 10점(매우많음)까지표

시하여 응답한 점수를 원시자료에서 자료설계자가 합산

하여 제시한 사회적지지 점수를 사용하였다.

2.2.2 사회인식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원만함, 이웃관계 원만함, 목

표 달성 가능성 유무, 계층인식, 계층상승 가능성 유무,

소속감 유무, 행복감 유무, 사회의 평등성 여부, 사람에

대한신뢰감유무, 지역사회에대한신뢰감유무, 사회의

안정성유무, 자존감및의사소통정도로보았다. 가족관

계와 이웃관계 원만함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좋

음’, ‘매우그렇지않다’와 ‘그렇지않다’를 ‘나쁨’으로분류

하였다. 목표 달성 가능성은 ‘매우 높다’와 ‘높다’를 ‘유’,

‘매우 낮다’와 ‘낮다’를 ‘무’, 계층인식은 ‘최상위’와 ‘중상

위’를 ‘상;, ’중위‘를 ’중‘, ’최하위‘와 ’하위‘를 ’하‘, 계층상승

가능성 유무는 ’매우 높다‘와 ’높다‘를 ’유‘, ’매우 낮다‘와

’낮다‘를 ’무‘로 분류하였다. 소속감유무는 ’매우많이느

낀다‘와 ’많이 느낀다‘를 ’유‘, ’매우 적게 느낀다‘와 ’적게

느낀다‘를 ’무‘, 행복감유무는 ’매우 행복함‘과 ’행복함‘을

’유‘, ’매우 불행함‘과 ’불행함‘을 ’무‘로 분류하였다. 사회

의 평등성 여부는 ’매우 평등‘과 ’평등‘을 ’유‘, ’매우 불평

등‘과 ’불평등‘을 ’무‘, 사람과지역사회에 대한신뢰감유

무는 ’매우신뢰할수있음‘과 ’신뢰할수있음‘을 ’유‘, ’전

혀 신뢰할 수 없음‘과 ’대체로 신뢰할 수 없음‘을 ’무‘, 사

회의 안정성 유무는 ’매우 안정적임‘과 ’안정적임‘을 ’유‘,

’전혀 안정적이지 않음‘과 ’안정적이지 않음‘을 ’무‘로 분

류하였다. 자존감의 정도는 자존감에 대한 10개의 문항

에 대해 0점(대체로 그렇지 않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

까지 표시한 점수를 원시자료에서 자료설계자가 합산하

여 제시한 자존감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의사소통의 정

도는 가족과 주변사람들과의 소통에 대한 두 질문에 대

해 0점(매우적음)에서 10점(매우많음)까지표시한점수

를 원시자료에서 자료설계자가 합산하여 제시한 의사소

통 변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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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건강상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건강상태, 운동능력제한, 자기

관리제한, 일상생활제한, 통증/불편유무, 흡연여부, 음

주여부, 불면증유무, 스트레스정도, 우울및불안유무,

정신적충격유무, 자살생각유무로보았다. 신체적건강

상태는 ‘매우 좋음’과 ‘좋음’을 ‘좋음’, ‘보통’을 ‘보통’, ‘매

우 나쁨’과 ‘나쁨’을 ‘나쁨’,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생활

제한및통증/불편유무는 ‘없음’을 ‘무’로 나머지는 ‘유’로

구분하였다. 흡연 여부는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경우

를 ‘무’로 나머지는 ‘유’, 음주여부는 ‘지난 1년 동안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경우’를 ‘무’로 나머지는 ‘유’로 분류하

였다. 불면증 유무는 ‘최근 3개월 동안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잠을이루지못한경우’를 ‘무’로 나머지는 ‘유’, 스트

레스 정도는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끼는 편임’, ‘많

이느끼는편임’, ‘매우많이느낌’에 따라분류하였다. 우

울유무와불안유무는우울의 11개 문항과불안의 20개

문항의 결과를 자료설계자가 정상군과 위험군으로 분류

하여 제시한 결과에 따라 정상군은 ‘무’, 나머지는 ‘유’로

분류하였다. 자살생각 유무는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해본적이있는경우‘를 ‘유’, 없는경우를 ‘무로분

류하였다.

2.3 자료분석 방법
본연구의자료는 SPSSWIN 23.0 program을 이용하

였고분석시표준가중치인 ws(변수명)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에코세대의일반적특성과사회인식및건강상태에

따른 사회적지지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다중비교분석 Scheffé

test로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2) 에코세대의사회적지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확

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일반적 특

성에서 배우자 유무, 사회인식변수들 중에서 가족

관계 원만함, 이웃관계 원만함, 목표 달성 가능성

유무, 계층인식, 계층상승 가능성 유무, 소속감 유

무, 행복감 유무, 사회의 평등성 여부, 사람에 대한

신뢰감 유무, 사회의 안정성 유무는 더미처리하고,

자존감및의사소통정도는연속변수로회귀분석에

포함하였다. 2단계에서는신체적건강상태, 통증/불

편유무, 흡연여부, 음주여부, 불면증유무, 스트레

스 정도, 우울 및 불안 유무, 정신적 충격 유무, 자

살생각 유무를 더미처리하여 투입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에코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653명으로 사회적지지 평균

점수는 30점 만점에 19.60점이었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

우 20.00점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19.38점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t=3.50, p<.001). 여성, 30대, 종교생활을 하

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지지 점수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

<Table 1> Social suppor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53) 
Variable Categories n(%) Mean±SD t p

Total 19.60±3.49
Sex Male 871(52.7) 19.44±3.42 -1.90 .058

Female 782(47.3) 19.77±3.55
Age < 29 925(55.9) 19.54±3.56 -0.73 .464

≥ 30 728(44.1) 19.67±3.40
Spouse Have 590(35.7) 20.00±3.38 3.50 <.001

None 1,063(64.3) 19.38±3.53
Religious
activities

Yes 281(17.0) 19.69±3.48 0.47 .636
No 1,373(83.0) 19.58±3.49

Economic
activity

Yes 1,245(75.3) 19.53±3.46 -1.46 .145
No 408(24.7) 19.81±3.56

3.2 에코세대의 사회인식에 따른 사회적지지 
사회인식에따른사회적지지는가족과의관계가원만한

경우(t=7.19, p<.001)와 이웃관계가 원만한 경우(t=6.87,

p<.001),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경우(t=9.00,

p<.001), 상위계층으로 인식하는 경우(F=57.52, p<.001),

계층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t=9.39, p<.001),

소속감을느끼는경우(t=10.32, p<.001)와 행복하다고 생

각하는경우(t=11.54, p<.001), 사회가평등하다고생각한

경우(t=10.38, p<.001),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t=9.54, p<.001), 사회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한 경우

(t=10.00, p<.001)에 사회적지지가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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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cial support according to Social 
           Awareness                     (N=1,653) 
Variable Categories n(%) Mean±SD t/F p Sc+heffe ́ 

Family
Relations

Good 1,592(96.3) 19.77±3.30 7.19 〈.001
Bad 61(93.7) 15.15±4.98

Neighborhood
relations

Good 1,386(83.8) 19.91±3.20 6.87 〈.001
Bad 267(16.2) 17.98±4.37

Possibility to
achieve the goal

Yes 1,282(77.6) 20.06±3.16 9.00 〈.001
No 371(22.4) 18.00±4.06

Perceived classHigh 155(9.4) 20.94±3.03a 57.52 〈.001 a>b>c
Medium 1,082(65.5) 19.97±3.11b

Low 416(25.2) 18.14±4.09c

Possibility of
class rising

Yes 1,200(72.6) 20.12±3.20 9.39 〈.001
No 453(27.4) 18.22±3.83

Belonging Yes 1,342(81.2) 20.08±3.16 10.32 〈.001
No 311(18.8) 17.54±4.06

Euphoria Yes 1,498(90.6) 19.97±3.20 11.54 〈.001
No 155(9.4) 16.05±4.10

Equality in
society

Yes 960(58.1) 20.36±2.91 10.38 〈.001
No 693(41.9) 18.54±3.93

Trust in
person

Yes 1,147(69.4) 20.17±3.11 9.54 〈.001
No 506(30.6) 18.30±3.92

Trust in
community

Yes 1,640(99.2) 19.62±3.46 1.67 .121
No 13(0.8) 17.10±5.39

Stability in
society

Yes 1,089(65.9) 20.25±2.97 10.00 〈.001
No 564(34.1) 18.33±4.02

Self Esteem 30.34±2.33
Communication 10.92±3.16

3.3 에코세대의 건강상태에 따른 사회적지지 
건강상태에따른사회적지지는신체적건강상태가좋

은경우(F=62.00, p<.001), 통증/불편이없는경우(t=2.14,

p=.041), 흡연하지않는경우(t=3.08, p=.002), 정상적으로

음주하는 경우(F=17.31, p<.001),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

지 않는 경우(F=23.70, p<.001), 불면증이 없는 경우

(t=5.06, p<.001), 우울이없는경우(t=3.32, p=.002) 및 불

안이없는경우(t=3.80, p<.001), 정신적충격(t=3.02, p=.003)

이 없는 경우, 자살생각이 없는 경우(t=5.39, p<.001)에

사회적지지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3.4 에코세대 사회적지지의 융복합적 영향요인 
에코세대사회적지지의융복합적영향요인을파악하

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Model 1에서는단순회귀분석에서유의하게나온일반

적 특성 중 배우자 유무와 사회인식 특성에서 가족관계

원만함, 이웃관계원만함, 목표달성가능성유무, 계층인

식, 계층상승가능성 유무, 소속감 유무, 행복감유무, 사

회의평등성여부, 사람에대한신뢰감유무, 사회의안정

<Table 3> Social support according to Health Status 
(N=1,653) 

Variable Categories n(%) Mean±SD t/F p Scheffe ́
Physical
health status

Good 1,401(84.7) 19.97±3.25a 62.00〈.001 a>b>c
Fair 237(14.4) 17.68±3.78b

Poor 15(0.9) 14.83±6.03c

Restriction of
exercise

No 1,646(99.6) 19.61±3.49 1.33 .112
Yes 7(0.4) 17.84±2.48

Restriction of
self care

No 1,648(99.7) 19.60±3.49 1.23 .218
Yes 5(0.3) 17.51±3.85

Restriction of
daily life

No 1,645(99.6) 19.61±3.49 1.53 .127
Yes 8(0.4) 17.62±2.81

Pain/
discomfort

No 1,625(98.3) 19.64±3.42 2.14 .041
Yes 28(1.7) 17.26±5.85

Smoking No 1,150(69.6) 19.77±3.45 3.08 .002
Yes 503(30.4) 19.20±3.55

Drinking No 168(10.1) 19.02±3.84a 17.31〈.001 a,c<b
Normal 807(48.9) 20.11±3.22b

Risk 678(41.0) 19.13±3.62c

Stress
little 61(3.7) 20.51±3.15a 23.70〈.001 a>b,c,d
A little 895(54.1) 19.92±3.25b

Much 629(38.0) 19.40±3.42c

Very much 68(4.1) 16.48±5.31d

Insomnia No 1,288(77.9) 19.87±3.20 5.06 〈.001
Yes 365(22.1) 18.66±4.23

Depression No 1,616(97.7) 19.67±3.38 3.32 .002
Yes 37(2.3) 16.41±5.96

Anxiety No 1,577(95.4) 19.70±3.38 3.80 〈.001
Yes 76(4.6) 17.56±4.86

Psychologica
l trauma

No 1,568(94.9) 19.66±3.46 3.02 .003
Yes 85(5.1) 18.48±3.86

Suicidal
ideation

No 1,593(96.4) 19.71±3.40 5.39 〈.001
Yes 60(3.6) 16.63±4.38

성유무, 자존감 및의사소통정도를투입하였다. 독립변

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변수간의 상관계

수가 .06～.33로 모두 .80을 넘지 않고, 분산팽창인자

(VIF)가 1.03～1.73로 모두 2.0을 넘지 않으며, 공차한계

(tolerance limit)가 0.58～0.97로 모두 0.1 이상으로 나타

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만한 경우는 없었다.

사회적지지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이웃관계원만

함(β=0.07, p<.001), 계층인식(β=0.06, p=.001), 행복감유

무(β=0.06, p=.004), 사회의 평등성 여부(β=0.06, p=.010),

사회의안정성유무(β=0.09, p<.001), 자존감(β=0.07, p<.001)

및 의사소통 정도(β=0.56,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 총 설명력은 49.1% 였다(F=123.53, p<.001). 즉 이웃

관계가원만할수록, 계층인식이높을수록, 사회가평등하

고 안정할수록, 자존감과 의사소통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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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ssociating Factors of Social support 
in Echo Generation         (N=1,653) 

Variable
Model 1 Model 2

β t(p) β t(p)
Spouse 0.03 1.41(.158) 0.02 1.12(.261)
Social awareness
Family Relations 0.01 0.34(.731) 0.01 0.27(.788)
Neighborhood
relations

0.07 3.60(〈.001) 0.07 3.52(〈.001)

Possibility to
achieve the goal

0.00 0.05(.962) 0.00 -0.11(.910)

Perceived class 0.06 3.29(.001) 0.07 3.32(.001)
Possibility of class
rising

0.00 0.02(.988) 0.00 -0.18(.857)

Belonging 0.03 1.68(.092) 0.04 1.80(.072)
Euphoria 0.06 2.91(.004) 0.06 2.68(.007)
Equality in society 0.06 2.58(.010) 0.06 2.56(.010)
Trust in person 0.02 1.06(.288) 0.02 0.87(.383)
Stability in society 0.09 4.04(〈.001) 0.09 4.03(〈.001)
Self Esteem 0.07 3.55(〈.001) 0.07 3.48(.001)
Communication 0.56 28.42(〈.001) 0.55 27.63(〈.001)
Health status
Physical health
status

0.03 1.57(.117)

Pain/discomfort -0.01 -0.34(.731)
Smoking 0.02 1.22(.224)
Drinking 0.00 -0.01(.989)
Stress 0.04 2.15(.032)
Insomnia -0.02 -0.91(.364)
Depression -0.02 -0.94(.346)
Anxiety 0.00 -0.18(.860)
Psychological
trauma

-0.02 -1.05(.292)

Suicidal ideation 0.01 0.60(.547)
F(p) 123.53(<.001) 70.37(<.001)
R2 .495 .498

Adjusted R2 .491 .491

Model 2에서는Model 1에 신체건강관련변수인신체

적건강상태, 통증/불편유무, 흡연여부, 음주여부, 불면

증유무, 스트레스정도, 우울및불안유무, 정신적충격

유무, 자살생각 유무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독

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변수간의 상

관계수가 .09～.65로 모두 .80을넘지않고, 분산팽창인자

(VIF)가 1.05～1.75으로 모두 2.0을 넘지 않으며, 공차한

계(tolerance limit)가 0.57～0.95로 모두 0.1 이상으로 나

타나다중공선성을의심할만한경우는없었다. 사회적지

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웃관계 원만함(β=0.07,

p<.001), 계층인식(β=0.07, p=.001), 행복감 유무(β=0.06,

p=.007), 사회의 평등성 여부(β=0.06, p=.010), 사회의 안

정성 유무(β=0.09, p<.001), 자존감 정도(β=-0.07, p=.001),

의사소통 정도(β=-0.55, p<.001) 및 스트레스 정도(β

=0.04, p=.032)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49.1%

였다(F=70.37, p<.001). 즉 이웃관계가 원만할수록, 계층

인식이높을수록, 행복하며사회가평등하고안정할수록,

자존감과의사소통의정도가높고, 스트레스가낮을수록

사회적지지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4. 논의
심각한 취업난에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

리나라에코세대의사회인식및건강상태에따른사회적

지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코세대의사회적지지수준은 30점 만점에

19.60점으로나타났다. 이는에코세대를대상으로사회적

지지를 연구한 논문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에코세대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26,27]의 100점 만점에 96.27점, 48점 만점에 37.66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에코세대는 2015년

현재 23～36세의 청년층에 해당되나 선행연구는 취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활동이 감소되어 있는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제외되고 학교 및 동아리 등에서 학우 및

친구들과활발한교류를하는대학생에국한되며연구의

목적에 따라 사용된 조사도구의 차이에 의한 것을 감안

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코세대의사회적지지수준은배우자가있는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에코세대를 대

상으로 한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국한되

어 배우자 유무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노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28,29]에서 사회적지지가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자녀관계와 친구관계 모두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높게 나타나 동일한 결과

를 얻었다.

에코세대의사회인식에따른사회적지지수준은가족

과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경우, 상위계층으로 인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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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상승이가능하다고생각하는경우, 소속감을느끼는

경우,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회가 평등하다고 생

각하는경우, 사람을신뢰할수있다고생각하는경우, 우

리사회가안정된사회라고생각하는경우에높게나타났

다. 사회적지지는 존경, 애정, 신뢰, 경험의 행위인 정서

적지지, 개인의 문제를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를 제공하는 정보적지지, 개인의 문제를 제공하는 등 필

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로 물질적지지 및 자신의 행

위를인정해주거나부정하는등자기평가와관련된정보

를전달하는평가적지지로구분된다[30]. 따라서, 정서적

지지 및 정보적지지의 제공으로 배우자 및 가족과 이웃

과의관계를통해소속감을느끼고행복하다고생각하는

경우, 물직적지지및정보적지지의제공으로목표달성을

통해 계층상승하거나상위계층으로지각하고있는경우,

평가적지지의 제공으로 사람을 신뢰하며 사회가 평등하

고안정되었다고생각하는경우에사회적지지가높게나

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에코세대의건강상태에따른사회적지지수준은신체

적건강상태가좋은경우, 통증이나불편이없는경우, 흡

연을안하는경우, 정상적으로음주하는경우, 스트레스

를거의느끼는않는경우, 불면증, 우울, 불안, 정신적충

격 및 자살생각이 없는 경우에 사회적지지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건

강상태가좋고, 스트레스관리를포함한건강증진행위의

실천정도가 높으면 사회적지지가 높게 나타났는데[31]

이는건강상태가좋고건강증진행위를많이할수록대학

생활 적응력이 높아지며[32] 이를통해 사회적지지가 높

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울, 충동성, 불안,

자살생각이 낮은 경우에 사회적지지가 높게 나타난 것

[33,34]과 유사한결과를얻었다. 정신건강이란정신적질

병에걸리지않은상태뿐만아니라만족스러운인간관계

를형성하고유지해나갈수있는능력으로모든종류의

개인적 사회적적응을포함하며어떠한환경에도대처해

나갈수있는건전하고, 균형있고, 통일된성격의발달로

정의되어일상생활의적응정도[35]로 정신건강을도모하

는 것이 사회적지지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코세대의사회적지지에영향을미치는요

인으로 이웃관계 원만함, 계층인식, 행복감 유무, 사회의

평등성여부, 사회의안정성유무, 자존감정도, 의사소통

정도 및 스트레스 정도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란 한 개

인을 중심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구, 이웃, 기

타 사람들로부터제공받는여러형태의도움과원조라고

정의하였으며, 사회적 지지 개념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

을돕고좌절을극복하게하며문제해결의도전을받아

들이는능력을강화한다[30]. 사회적지지의긍정적인기

능은사랑, 동정, 관심을포함하는정서적지지, 개인이속

해 있는 집단에서 느끼는 요구와 관심을 의미하는 관계

망지지, 개인의능력을신뢰하고사고, 감정, 행동을지지

하는 존중지지, 실제적인 충고와 상황의 평가를 의미하

는 정보지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재정적 지지의 다섯 가

지기능이다[36]. 이는 의사소통을통해스트레스를조절

하고 이웃관계를 원만히 유지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고

계층인식을 벗어나 사회적으로 평등함과 안정감을 느끼

게 됨에 따라 사회적지지는 상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적지지를향상시키기위해서는사회적관계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통하여 관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전반에 걸친 다각화된 노력

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사회진입기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

회로부터 고립되어 가는 우리나라 에코세대의 사회인식

및 건강상태가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로 아직까지 에코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고, 사회적지지를종속변수로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

있다. 그러나, 성인용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

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사회적지지를 분석하였는데 설

문조사의 특성 상 모든 문항이 객관식으로 조사되어 대

상자가생각하는바를온전히담아내기에는한계를지닌

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적지지에 유의한 영향요

인을 살펴보았는데 사회적지지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

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이용한 변수이외에도 사회적지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2015년 조사시점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분석결과는단면연구로서의한계를지니고있다. 따라서,

심층적인결과도출을위하여양적연구와더불어질적연

구를 병행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에코세대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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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연구에서에코세대의사회적지지영향요인을살펴

본결과, 에코세대의사회적지지에는이웃관계의원만함,

계층인식, 행복감유무, 사회의평등성여부, 사회의안정

성유무, 자존감정도, 의사소통정도및스트레스정도로

나타나개인차원과사회적차원이모두유의하게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와반복연구를통한심화연구를제안하며본

연구의결과를근거로하여사회적지지를강화하기위하

여에코세대의특성을반영한간호중재프로그램을개발

하고 적용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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