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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과정 중 가장 변화가 심한 때로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 ,

이지만 급변하는 현대 과학문명과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속에

서 청소년들은 변화를 수용할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

은 무방비 상태에서 많은 발달적 상황에 노출됨으로 미래 국

민의 건강수준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석민현 오원옥( , , 2002).

최근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교육적 중재의 노력이 증가됨

에 따라 사회적인 이슈로 단연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청소1

년의 건강과 안녕이다 청소년기가 건(Kulbok & Cox, 2002).

강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 기간 중에 겪을 수 있

는 많은 행위가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습관이 되어 한

번 획득하고 나면 수정하기가 어려우며 청소년 위해행위의

결과는 대 이후의 만성 질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40

로 한 개인의 평생 건강에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이다 자, .

가 건강 관리의 능력은 아동 초기나 청소년기에 배양된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의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기가(Brezler, 1999).

간호학적 측면에서도 건강한 생활습관을 익혀야 하는 가장

적절하고 중요한 시기이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는 대학,

입시의 부담 때문에 발달과업의 정체와 지연현상이 일어난다

임미영 더구나 매년 대학 합격률에서 재수생의 비율( , 1999).

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우리나라 전 입시생의 를 차지30%

하는 재수생의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여러 가지 문

제를 파생하고 있다.

재수 생활은 술 담배 등 말초 감각 기호에 몰입되기 쉬운,

습관형성이 강하고이원호 자기 인식이 극히 부정적이( , 1973),

며 재수생활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심각한 고민과 갈등 힘들고 피곤한 일상생활로 인해 신체적, ,

정신적으로 재수생활이 한층 더 어렵게 된다배수옥( , 1991).

재수 기간은 후기 청소년기라는 위치에서 성인의 문턱에 한

발을 내딛고 있는 상태로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으로 인해

건강의 가치를 망각하거나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건

강문제들이 잠재되어 있어 장래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게 된

다김학순 특히 재수생에게는 고등학교의 체계적 규율( , 1991).

에서 벗어나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특별한 제제조치가 없

는 관계로 과도한 음주나 흡연과 같은 기타 건강에 위해한

환경에의 노출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약물 남용 비보호적인 성관계 불건강한 식사와 활동 형태, , ,

안전벨트 비사용 폭력행위 그리고 대 임신과 성전파성 질, 10

환 등이 청소년의 질병과 사망으로 연관이 되고 있다(Kann,

청소년 인구의 반은 한 가지 이상의Kolbe, & Collins, 1993).

고위험 행위에 동참한다 이에 미국에서(Kulbok & Cox, 2002).

는 년부터 청소년들의 사망과 주요 건강문제 이환율에 기1992

초한 청소년 위해행위 조사를 년 마다 실시하고 있다 우리2 .

나라에서도 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한 후 세 이상 인199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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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고 졸업 후의 자유로운 활동과,

위해행위의 접근이 용이한 후기 청소년인 재수생 대상으로 건

강 위해행위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인 재수생의 건강 위해행위

정도 및 제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건강 위해행위를

감소시키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재수생의 건강 위해행위 정도를 파악하여 재수

생의 건강 위해행위 감소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

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건강 위해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 위해행위 정도의 차이를 파악∙

한다.

대상자의 건강 위해행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대상자의 건강 위해행위와 제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수생의 건강 위해행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입시학원에 다

니고 있는 재수생 명이었다804 .

연구도구
건강 위해행위•

건강 위해행위는 미국의 질병조절센터(Centers for Disease

에서 개발한Control and Prevention) YRBSS(Youth Risk

를 명의 고등학생에게 사Behavior Surveillance System,1991) 45

전 조사한 뒤 본 연구자가 우리 사회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

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의 하부영역은 안전사고 폭력. , ,

자살시도 흡연 음주 물질사용 성행위 체중감소 불건강한, , , , , ,

식사 신체비활동 등으로 구성된 총 문항이다 건강 위해행, 55 .

위의 유무에 따라 점과 점을 부여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1 0 ,

록 건강 위해행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이 개발한 도구를 전병제Rogenberg(1965)

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신뢰도는(1974) ,

이었다 총 개의 문항 점 척도로서 각Cronbach‘s 0.81 . 10 , 4α

문항에 대하여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점 항상 그렇다 점을‘ ’ 1 , ‘ ’ 4

부여하여 총점 점 만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40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지지•

가족지지는 강현숙 의 도구를 근거로 이가언 이(1984) (1993)

사용한 것으로 측정하였고 신뢰도가 였다, Cronbach‘s 0.92 .α

본 도구는 긍정형 문항 부정형 문항으로 총 문항의 점10 1 11 5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점 항상 그렇다‘ ’ 1 , ‘ ’ 5

점을 부여하였고 부정형은 역으로 환산하여 처리하였다 최, .

저 점에서 최고 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 지지가 높11 55

음을 의미한다.

일반 스트레스•

일반 스트레스는 최저 점에서 최고 점의 시각적 상사척0 10

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일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학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는 최저 점에서 최고 점의 시각적 상사척0 10

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불안•

불안은 최저 점에서 최고 점의 시각적 상사척도를 사용0 10

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년 월부터 월까지였으며2003 6 9

자료수집 방법은 자가 응답식 설문지법을 이용한 자료수집으

로 설문지의 배포와 수집은 해당 연구자가 서울과 경기지역

에 소재한 입시학원에 방문하여 학원장 및 실장 각 반 담임,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조사의 목적과 자료 활용

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회수하였다 질문지 작성시간은 약 분이었으며 배부한. 20

부 중 부적절하게 기재된 질문지를 부를 제외한 부815 11 804

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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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본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그 방SAS

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건강 위해행위 정도는 평,∙

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 위해행위 정도의 차이는 t-test,∙

를 실시하였다ANOVA, Scheffé test .

건강 위해행위간의 상관관계 및 건강 위해행위와 제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로 분석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명으로 남자가 종교가804 58.2%,

있는 군이 재수 군이 였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63.2% 85.6% .

이 보통 이상의 부담을 갖는다는 군이 였고 부모의 결84.3% ,

혼 상태는 가 부모 두 분이 함께 산다고 응답하였다93.0% ‘ ’ .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자가 였고 어머니의 교52.6% ,

육수준은 가 고졸이었다53.4% .

성적은 상위권이 중위권이 하위권이28.1%, 38.7%, 33.2%

라고 응답하였고 부모에 대하여 만족하는 군이 였으며, 76.7% ,

재수 생활에 있어서는 만족한다가 였고 친구관계에서‘ ’ 40.9% ,

는 만족한다가 였다‘ ’ 68.0% .

부모의 건강관심도는 매우 많다가 였으며 부모의 건‘ ’ 51.9% ,

강 지식정도는 충분하다가 였다 고교 재학 중에 보건‘ ’ 58.6% .

교육을 받은 학생은 였고 보건 교육에 대해서는48.1% , 55.8%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건강하‘ ’ . ‘

다가 건강하지 못하다가 였다 표’ 41.6%, ‘ ’ 22.3% < 1>.

표 대상자 특성에 따른 건강 위해행위< 1> (n=804)
특성 실수(%)

건강 위해행위

평균 표준편차± F or t p

성별
남
여

468(58.2)
336(41.8)

17.87±6.27
17.46±5.48

0.93 0.35

종교
유
무

507(63.2)
295(36.8)

17.62±5.85
17.75±6.03

0.28 0.78

재수의 빈도
재수
삼수이상

685(85.6)
115(14.4)

17.40±5.68
19.53±7.18

2.94 0.00

경제적 부담
많다
보통이다
거의 없다

119(14.9)
555(69.4)
126(15.8)

17.75±6.36
17.48±5.44
18.58±7.52

1.64 0.19

부모의 결혼 상태에 따른 동거여부
이혼 혹은 사별
함께 산다

56( 7.0)
748(93.0)

20.48±7.62
17.48±5.75

2.89 0.01

아버지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59( 7.4)
319(40.0)
420(52.6)

18.55±8.48 ab
15.98±5.52 a
16.21±5.80 b

4.54 0.01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10(13.8)
426(53.4)
262(32.8)

16.92±7.12
15.84±5.58
16.83±5.95

2.42 0.09

성적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264(33.2)
307(38.7)
223(28.1)

17.30±5.79 a
15.67±5.83 a
15.96±6.23

5.56 0.00

부모에 대한 만족도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60( 7.5)
127(15.9)
614(76.7)

20.09±7.85 b
18.04±6.35 a
15.55±5.44 ab

2.00 0.14

같은 문자끼리 서로 유의한 차이를 의미한다a,b,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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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해행위
대상자의 건강 위해행위 점수는 평균 점이였으며17.70 , 100

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점이었다 건강 위해행위 정도에32.18 .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보편적 기준값인 점 만점으100

로 환산하였다 각 위해행위의 정도에 있어서는 음주가 점. 78

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안전사고 점 신체비활동, 77 ,

점 불건강한 식사 점 체중감소 점의 순이었으며 물질60 , 37 , 32 ,

사용은 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표6 <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 위해행위
대상자의 건강 위해행위는 재수의 빈도 부모 결혼 상태, ,

아버지의 교육수준 성적 재수생활 만족도 부모의 건강관심, , ,

도 보건교육 필요성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

있었다 표< 1>.

삼수 이상군의 건강 위해행위는 점으로 재수군의19.53

보다 높았고 이혼 혹은 사별로 인한 편부모군이17.40 (p=0.00),

점으로 부모가 함께 있는 군의 보다 건강 위해행위20.48 17.48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건강 위해행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 군이 고졸 군과,

대졸 이상 군보다 각각 유의하게 높았고 대상자의 성(p=0.01),

적에 따라 하위권 군 점과 중위권 군 점으로 건강17.30 15.67

위해행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표 대상자 특성에 따른 건강 위해행위 계속< 1> ( ) (n=804)
특성 실수(%)

건강 위해행위

평균 표준편차± F or t p

재수생활 만족도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163(20.3)
310(38.7)

328(40.9)

18.15±6.18 ab
16.22±5.34 a

15.38±6.17 b

11.66 0.00

친구관계 만족도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38( 4.8)

217(27.3)
541(68.0)

18.22±6.92

16.20±5.58
16.18±6.04

2.00 1.14

부모의 건강관심도
전혀 없다
보통이다
많다
아주 많다

25( 3.1)
192(23.9)
170(21.1)

417(51.9)

24.59±9.29 abc
17.69±5.68 a
18.22±6.33 b

17.11±5.43 c

12.04 0.00

부모의 건강지식도
불충분하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61( 7.6)

272(33.8)
471(58.6)

17.72±8.36

16.51±5.59
15.96±5.77

2.51 0.08

재학시절 보건수업
유
무

373(48.1)
402(51.9)

16.66±6.10
15.98±5.81

1.55 0.12

보건교육 필요성
필요치않다
그저그렇다
필요하다

132(16.7)
218(27.6)
441(55.8)

18.05±6.66 ab
16.08±5.70 a
15.80±5.72 b

6.99 0.00

건강상태
불건강하다
보통이다
건강하다

179(22.3)
289(36.0)

334(41.6)

17.43±6.69 a
16.38±5.56

15.69±5.82 a

4.72 0.01

같은 문자끼리 서로 유의한 차이를 의미한다a,b,c : .

표 건강 위해행위의 하부영역 점수< 2> (n=804)
하부 영역 평균 표준편차± 으로 환산한 평점100

음주 행위 3.13±1.12 78.25

안전사고 행위 3.09±1.88 77.25

신체비활동 행위 1.80±1.15 60.00

불건강한 식사 행위 3.02±1.12 37.75

체중감소 행위 2.29±1.06 32.71

흡연 행위 1.92±2.45 32.00

성 행위 1.05±2.32 15.00

자살시도 행위 0.39±0.67 13.00

폭력 행위 0.79±1.36 7.90

물질사용 행위 0.19±0.68 6.33

평균 17.70±5.95 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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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는 군이 보통인

군과 만족하는 군에 각각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냈다(p=0.00).

부모의 건강 관심에 따라서 관심이 전혀 없는 군이 보통인

군 많은 군 아주 많은 군에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p=0.00).

보건교육 필요성에 따라서 보건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군이 그저 그렇다인 군과 필요하다는 군보다 건강 위해행위‘ ’ ‘ ’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건강하지 않다는 군이 점‘ ’ 17.43

으로 건강하다는 군 점보다 건강 위해행위 점수가 유의‘ ’ 15.69

하게 높았다 표(p=0.01)< 1>.

건강 위해행위간의 상관관계
안전사고 위해행위는 흡연 체중감소(r=0.116, p=0.001),

불건강한 식사 신체비활(r=0.098, p=0.007), (r=0.106, p=0.003),

동행위 와 정 상관관계가 있었고 음주행위(r=0.180, p=0.000) ,

와는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들의 상관관(r=-0.077, p=0.031) .

계의 정도는 났았으나 안전사고 위해행위 성향이 높아질수록,

흡연과 체중감소 불건강한 식사 신체비활동행위는 높아지고, ,

음주행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폭력행위는 자살시도 흡연(r=0.283, p=0.000), (r=0.168, p=

음주 물질사용 성0.000), (r=0.118, p=0.000), (r=0.192, p=0.000),

행위 불건강한 식사행위(r=0.164, p=0.000), (r=0.078, p=0.029)

와는 정 상관관계가 있었고 신체비활동 행, (r=-0.084, p=0.019)

위와는 역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상관의 정도는 낮았다 폭력.

행위가 높을수록 자살시도 흡연 음주 물질사용 성행위의, , , ,

성향이 높아지고 신체비활동행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 중 불건강한 식사 신체비활동행위는 건강 위해행위와. ,

의 상관관계가 낮았다.

자살시도행위는 흡연 음주(r=0.0160, p=0.000), (r=0.105, p=

물질사용 성행위0.003), (r=0.173, p=0.000), (r=0.0801, p=0.023),

체중감소 불건강한 식사행위(r=0.138, p=0.000), (r=0.115, p=

와 정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성행0.001) ,

위와는 낮은 상관관계였으나 자살시도행위가 높을수록 흡연, ,

음주 물질사용 성행위 체중감소행위 불건강한 식사행위가, , , ,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훕연행위는 음주 물질사용(r=0.376, p=0.000), (r=0.166, p=

성행위 와는 정 상관관계가 있었고0.000), (r=0.470, p=0.000) ,

신체비활동행위 와는 역 상관관계가 있어(r=-0.215, p=0.000)

흡연행위가 높아질수록 음주 물질사용 성행위의 성향이 높, ,

아지고 신체비활동행위 성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행위는 성행위 와는 정 상관관계 신체(r=0.226, p=0.000) ,

비활동행위와 는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r=-0.177, p=0.000)

로 나타나 음주행위가 높아질수록 성행위 성향이 높아지고

신체비활동행위 성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사용 행위는 성행위 불건강한 식사행(r=0.193, p=0.000),

위 와 정 상관관계를 보여 물질사용 행위 성(r=0.107, p=0.003)

향이 높아질수록 성행위와 불건강한 식사행위 성향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건강 위해행위간의 상관관계< 3> (n=804)
안전사고

행위
폭력행위

자살시도

행위
흡연행위 음주행위

물질사용

행위
성행위

체중감소

행위

불건강한

식사행위

신체비활동

행위

안전사고
행위

1.000

폭력행위
-0.062
(0.085)

1.000

자살시도
행위

-0.034
(0.342)

0.283
(0.000)

1.000

흡연행위
0.116
(0.001)

0.168
(0.000)

0.160
(0.000)

1.000

음주행위
-0.077
(0.031)

0.118
(0.000)

0.105
(0.003)

0.376
(0.000)

1.000

물질사용
행위

0.017
(0.640)

0.192
(0.000)

0.173
(0.000)

0.166
(0.000)

0.008
(0.820)

1.000

성행위
-0.028
(0.437)

0.164
(0.000)

0.080
(0.023)

0.470
(0.000)

0.226
(0.000)

0.193
(0.000)

1.000

체중감소
행위

0.098
(0.007)

0.065
(0.069)

0.138
(0.000)

0.035
(0.333)

0.045
(0.203)

0.051
(0.155)

0.005
(0.888)

1.000

불건강한
식사행위

0.106
(0.003)

0.078
(0.029)

0.115
(0.001)

-0.015
(0.672)

-0.041
(0.248)

0.107
(0.003)

-0.040
(0.261)

0.089
(0.012)

1.000

신체비활동
행위

0.180
(0.000)

-0.084
(0.019)

-0.052
(0.139)

-0.215
(0.000)

-0.177
(0.000)

-0.005
(0.884)

-0.168
(0.000)

0.085
(0.017)

0.254
(0.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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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는 신체비활동행위 와 역 상관관계(r=-0.168, p=0.000)

가 있어 성행위 성향이 높아질수록 신체비활동행위 성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감소행위는 불건강한 식사 신체비활(r=0.089, p=0.012),

동행위 와 낮은 정 상관관계로 체중감소행위(r=0.085, p=0.017)

성향이 높을수록 불건강한 식사행위와 신체비활동행위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건강한 식사행위는 신체비활동행위 와(r=0.254, p=0.000)

정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불건강한 식사행위 성

향이 높을수록 신체 비활동 행위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3>.

건강 위해행위 관련요인의 측정값
대상자의 가족지지는 점 만점에 점이었으며 자아존중감5 4.04 ,

은 점 만점에 점이었다 일반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및4 2.90 . ,

불안은 점 만점에 각각 점 점 점이었다 표10 6.41 , 6.97 , 6.56 < 4>.

표 건강 위해행위 관련요인의 측정값< 4> (n=804)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족지지 4.04±0.76 1.00 5.00

자아존중감 2.90±0.54 1.00 4.00

일반 스트레스 6.41±2.30 0.00 10.00

학업 스트레스 6.97±2.31 0.00 10.00

불안 6.56±2.58 0.00 10.00

건강 위해행위와 관련요인과의 상관관계
건강 위해행위는 가족지지 자아존중감(r=-0.27, p=0.0001),

과 역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일반 스트레스(r=-0.17, p=0.0001) ,

학업 스트레스 불안(r=0.23, p=0.0001), (r=0.17, p=0.0001),

과는 정 상관관계가 있었다(r=0.20, p=0.0001) .

즉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건강 위해행위 점수

는 낮았으며 일반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 및 불안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 위해행위 점수가 높았다 표< 5>.

논 의

청소년기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경, ,

험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간호학적 측면에서도 청소년기가 건

강한 생활습관을 익혀야 하는 가장 적절하고 중요한 시기이

지만임미영 우리나라의 고학력 중심 교육입시 정책에( , 1999),

따른 치열한 학업 및 입시경쟁은 해가 거듭될수록 재수생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재수생에게 강박성향 불안 초조 우울증, , , ,

또는 악몽 등의 입시 스트레스 증후군을 경험하게 한다‘ ’ .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건강 위해행위의 평균점수는 점으17

로서 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 100 32

났다 하부 영역에서 건강 위해행위 정도의 순위는 음주행위.

가 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안전사고행위 점 신체비활78 77 ,

동행위 점의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행위는 약물사용행위60 6

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중고등학. ,

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강수진 의 연구에서 흡연행위가(2000)

점으로 가장 높은 순위였으며 다음이 물질사용 행위 점67 59 ,

불건강한 식사행위 점 가장 낮은 순위인 폭력행위 점과56 , 12

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 보건의식 행태조사보건복. (

지부 에서 세의 현재 음주율은 로 조사되었, 2002) 12-19 32.32%

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수진 의 연구에서 대, (2000)

상자들의 현재 음주율이 인 반면 본 연구에서 로30.3% 71.5%

나타난 것은 재수생의 중고등학생보다 특별한 제재 조치가

없는 자유로운 생활 패턴이 술을 접하기 쉽게 하고 재수생이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음주로 해소하는 경향이 큰 것이

라고 사료된다 또한 재수생은 고 이 지나서 생기는 운전면. 3

허 취득 자격이 있어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 및 승차의

기회를 많이 가짐에 따라 생기는 안전사고 위해행위의 비중

이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통계청 이 산출한 대 사망원. (2000) 5

인 통계를 보면 세 청소년 사망의 위는 운수사고로 집10-19 1

계된 만큼 대상자들의 안전 의식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

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신체비활동행위에 있어서는 체육수.

업을 통한 신체활동이 재학 시절보다 적어진데다 대입 실패

로 인한 부담감으로 인해 학업에 열중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

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년 보건의식행태 조사에서 우리나. 2001

라 세 청소년의 운동 미실천율은 였고 세 이상10-19 51.3% , 20

에서는 인구의 가 전혀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72.5%

하였다보건복지부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체격은 예( , 2002).

전에 비해 많이 커졌지만 체력은 갈수록 떨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중앙일보 된 시점에서 국가를( 2004. 8.23)

위해 미래의 소중한 자원인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학원 내에서도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 위해행위는 재수

빈도에 대해 삼수 이상 군이 재수 군보다 건강 위해행위 점

표 건강 위해행위와 제변수간의 상관관계< 5> (n=804)
가족지지 자아존중감 일반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불안

건강 위해행위(r) -0.27 -0.17 0.23 0.17 0.20

p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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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높았던 결과는 건강 위해행위가 학년 혹은 나이가 증가

함에 따라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강수진 최은진( 2000; 1993)

와 유사하다.

부모 결혼 상태에 대해서 이혼 혹은 사별로 인한 편부모

군이 부모 모두 함께 있는 군보다 건강 위해행위 점수가 유

의하게 높았다 이는 재수생의 건강관련 행위가 부모의 지지.

를 받음을 알 수 있고 가정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강수

진 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2000) .

김현숙 의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하인 집단에서(1998) ‘ ’

건강 위해행위를 많이 한다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 군이 고졸 군과 대졸 이상 군에 각

각 유의하게 높아 선행연구와 일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성적에 따라서는 성적이 하위권 군이 중위권 군에 비해 건강

위해행위 점수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최은. Kann et al.(1993),

진 강수진 의 연구에서 학교 성적이 하위인 집단(1993), (2000)

에서 건강 위해행위 점수가 높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재수생.

활 만족도에서는 재수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군이 보통인 군

과 만족하는 군에 각각 유의하게 건강 위해행위 점수가 높았

는데 이는 선행연구강수진 권수진 에서 건강 위( , 2000; , 1996)

해행위를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만족

하지 못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부모의 건강관심도에 대한.

건강 위해행위는 부모의 건강관심도가 전혀 없는 군과 보통‘ ’ ‘ ’

인 군 많은 군 아주 많은 군이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여, ‘ ’, ‘ ’

부모의 건강관심이 건강 위해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건교육 필요성에 대한 건강 위해행위.

는 보건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군이 보통인 군과‘ ’ ‘ ’

필요하다는 군보다 건강 위해행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 .

이는 보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에 대

해서도 관심이 많으며 건강을 유지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망과 질병으로 이어지는 건강 위해행위가 성인기로 이환되

기 전에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이며 형식적인 보건교육이 아닌 청소년이 공감하고 스스로

필요로 하는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자신의 건강상.

태에 대해서는 건강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군이 건강하다고‘ ’ ‘ ’

인지하는 군보다 건강 위해행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

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오진주 청소년을 대상으(1997),

로 한 김현숙 강수진Fardy et al.(1994), Mahon(1994), (1998)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지만(2000) Katja, päivi, M-Terttu &

의 연구와는 다르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인지하는Pekka(2002) .

것이 주관적이고 대상이 달라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지만 앞

으로 보다 객관적인 도구 사용이 요구된다고 본다.

건강 위해행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각각의 행위들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또는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

러나 상관의 정도는 낮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상관의 정도가.

낮은데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표본의 크기가

컸기 때문이라 본다 청소년의 반 이상은 건강 위해행위에 한.

가지 이상 동참하고 있고 이 같은 행(Kulbok & Cox, 2002),

위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한 가지 건강 위해행위가

나타날 경우 다른 건강 위해행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권수진 따라서 건강 위해행위의 예방을 위해서는 단( , 1996).

일 행위에 관련된 다른 위해행위도 고려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안전사고 위해행위가 낮을.

수록 음주행위가 높았다 이는 연구 대상자들의 모순된 행위.

로 헬멧 안전벨트 착용 등 눈앞에 보이는 사회적 제약은 두,

려워하나 음주행위가 안전사고 위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음주.

에 따른 병폐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므로 추후 반복 연구

가 필요하다 폭력행위의 대부분은 또래 집단과의 관계 속에.

패싸움 형태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데 폭력행위가 신체비

활동행위와 역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폭력 행위 정도가 높은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라고 여겨

진다 적절한 신체활동은 흡연과 음주 습관을 버릴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므로 건전

한 신체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흡연행위와 성.

행위 역시 신체비활동행위와 역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학업에

치중하는 시간 외에는 재수라는 시기 특성상의 부담감으로

인해 장시간의 활발한 활동보다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흡연

혹은 성행위를 하여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는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강수진 의 연구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2000) ,

건강 위험요인과 건강진단 결과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김춘진

의 연구에서 흡연행위와 운동이 정 상관관계가 있다는(2001)

결과와 다르다 본 연구가 일부 재수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건강 위해행위와 관련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지 관련 요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5

관관계가 있었다 가족지지는 평점 점으로 건강 위해행위. 4.04

와는 역 상관관계가 있어 가족 지지가 건강행위와 관련이 있

다는 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가족은 한 개인의Sherman(1992) .

심리적 발달을 형성시키며 구성원의 건강이나 질병의 근본이

되므로 건강을 다룰 때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다 가족들의 따.

뜻한 사랑과 배려가 재수생의 신체적 정신적 갈등과 고민의,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므로 가족을 포함한 건강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은 평점 점으로 역 상관. 2.90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의 연구결과와 같다 자아Mahon(1994) .

존중감이 자신에 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되

는 것으로서 자기 존중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긍정적인 건강행위를

유도하는데 필수적 요소라고 사료된다 대상자들의 일반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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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는 점 학업 스트레스는 점으로 스트레스가 높을6.41 , 6.97

수록 건강 위해행위 점수는 높아져 정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재수 기간은 그 시기 자체만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생활사건이 재수생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이 스트레스,

가 신체 및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스트레스 해

소를 위한 방안이 건강 위해행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재수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와 효율적인 대처 중재가 필

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불안은 건강 위해행위와 정 상관관.

계를 보여 불안정도가 높을수록 건강 위해행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은 어떠한 위험이 곧 닥쳐오리라는 생.

각에 압도당해서 초긴장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재수생.

은 또 다시 입시에 실패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

으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어서 불안이 더욱 가중될 수가

있다 따라서 재수생의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의 환경조성과 지지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재수생의 건강 위해행위 정도를 파악하여 재수

생의 건강 위해행위 감소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

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입시학원에 다니

는 재수생 명이었으며 연구 도구로는 미국의 질병조절센804

터 에서 개발한(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를 수YRBSS(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1991)

정 보완한 건강 위해행위 조사와 가족지지 자아존중감 일, , , ,

반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및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 .

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SAS t-test, ANOVA, Scheffé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est, , .

재수생의 건강 위해행위 점수는 평균 점이였으며17.70 ,∙

점 만점으로 점이었다 건강 위해행위 정도가 가100 32.18 .

장 높은 것은 음주였고 다음은 안전사고 신체비활동 불, , ,

건강한 식사 체중감소 행위의 순이었으며 물질사용 행위, ,

점수가 가장 낮았다.

재수생의 건강 위해행위는 재수의 빈도 부모 결혼 상태, ,∙

아버지의 교육수준 성적 재수생활 만족도 부모의 건강관, , ,

심도 보건교육 필요성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

차이가 있었다.

재수생의 건강 위해행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각의 행위는 한 가지 이상의 다른 위해행위와 정 상관 또

는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

건강 위해행위는 가족지지 자아존중감과 역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일반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불안과는 정 상, , ,

관관계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건강 위해행위는 단일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며 재수생의 건강 위해행

위 감소와 예방을 위해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본 연구는 일부 입시학원의 재수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

므로 집단을 확대하여 전국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도구를 사용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사∙

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 위해행위 측정 도구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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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developing a nursing program by examining health risk behavior of
students rewriting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Method: Data were gathered using questionnaires from 804
examine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analyzed with the SAS program using t-test, ANOVA, Scheffe's
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Results: The mean score for health risk behaviors was 17.70 and the
highest score for sub-areas of health risk behavior was drinking alcohol while substance use ranked lowest.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scores for health risk behavior according to the following general characteristics;
frequency of rewriting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parents' marital status, level of father's education, grades,
satisfaction with rewriting of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parents' health concerns, need for health education and
health status. Each behavior had positive or negative correlation with more than one other behavior. A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health risk behavior and family support and self-esteem, while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health risk behavior and general stress, studying stress and anxiety.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 that these results be used to developed a prevention program to decrease health risk behaviors by
promoting family support and self esteem and decreasing stress and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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