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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건강수준의 관계: 

탄력성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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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 family, school, and community - and self-rated health in adolescents. Methods: The study 
is a secondary data analysis based on a cross-sectional design, using the data of 2016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The study analyzed the data of 2,001 adolescents by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the SPSS and AMOS program. Results: 

The model’s fit was adequate (x2/df=4.51, CFI=.98, RMSEA=.04, SRMR=.02). The adolescents’ social capital 
- family, school and community - had direct effects on their self-rated health. Resilience was found to play a partially 
mediating role in accounting for self-rated health. Conclusion: Resilienc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self-rated health in adolesc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nursing strategies 
to build and strengthen social capital at the family, school and community level and to promote resilience are 
needed to improve the health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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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심리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자 또래, 학교, 대중 매체

와 같은 사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1]. 일반적으

로 청소년기는 다른 생애주기보다 건강한 시기이지만 자살,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문제와 비만, 당뇨와 같은 심혈관계 

위험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청소년기의 건강에 대한 관심

이 요구된다[2]. 또한 청소년기에 형성된 흡연, 음주, 운동부

족, 비만과 같은 건강위험행태와 건강수준은 청소년기 이후의 

성인기와 노년기 건강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므로[3], 

청소년 건강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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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함에 따라 사회적 자본과 건강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절적인 자원들의 총합이

자[4] 조화로운 행동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 호혜성과 같은 사

회조직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5]. 사회적 자본 이론은 네

트워크의 구성원간 신뢰, 호혜주의의 규범 및 사회적 지지의 

교환이 하나의 자원이 되고, 이 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구성원

들의 조화로운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5]. 성인

과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지지, 신뢰, 호혜성과 같은 사

회적 자본과 건강의 관계를 입증하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사회

적 자본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보호요인임이 

확인되었으므로[6]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

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는 학교 적응, 학

업 성취와 같은 교육적 측면의 결과와 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7]. 최근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

한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우울, 불안, 자살사고, 안녕

과 같은 정신 건강과 흡연, 음주, 성행위, 약물사용과 같은 건강

위험행위의 중요한 예측요인임이 확인됨에 따라 사회적 자본

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주요한 자산으로 역할이 강조되고 있

다[8,9]. 구체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의 관심, 교사와

의 관계, 학교에 대한 신뢰, 친구와의 관계, 지역사회에 대한 신

뢰감으로 측정된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의 건강과 건강위험행

위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8-10]. 하지만 현재까지 청소

년의 사회적 자본과 건강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유럽이나 미

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한국의 사회적 맥락에서 이

에 대한 포괄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더불어 사회적 자본은 청

소년의 인생 전반에 걸쳐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11]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건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요구된다. 

최근 인간에 대한 강점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인간

의 심리적 자본, 즉 탄력성이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12]. ‘역경 혹은 위험 상황에서도 적응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13]을 뜻하는 탄력성은 청소년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핵

심적인 개념이다[12]. 가족, 친구, 교사의 지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의 탄력성은 문제행

동에 대한 통제력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상황과 심리적 안녕

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여[14] 청소년의 건강에 보호요인

으로 작용함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건강의 관계 속에서 

탄력성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주관적 건강수준(Self-Rated Health, SRH)은 자신의 신체

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이

는 다양한 측면의 건강상태를 반영하므로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15]. 주관적 건강수준은 성인의 사

망률, 질병 이환율, 미래의 건강상태, 의료서비스 이용 및 삶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16]. 청소년기의 주

관적 건강수준은 신체적 건강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심리

사회적 상태를 반영하고, 성인기 건강의 유의한 예측요인이므

로[17]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나,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한 것과 비교하여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수준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1].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수준은 성별[1,18], 

사회경제적 수준[17,18], 학업성적[18], 체질량지수[10], 신체

적 활동[10,18], 흡연[1,18], 음주[1,18], 우울[10], 삶의 만족감

[1,18]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 관련 행위,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는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수준의 영향요인을 단편적으로 분석

하여 영향요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심

층적인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 건강결과를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보호요인 중심으로 이해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과 보호요인의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주관

적인 건강수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탄력성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

에 해당하는 중학생은 아동기의 종료와 청소년기의 시작을 동

시에 경험하는 전환기로,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측

면에서 급격한 변화와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탐색을 통해 초기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과 다양한 청소

년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건강수준 간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

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탄력성과 주관적 건강수준 정도를 

파악한다.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탄력성을 매개로 주관적 건강수

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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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건강수준 간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아동 ․ 청
소년패널조사의 원자자료를 이용한 2차 분석의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Figure 1). 

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서 실시한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

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원시자료 중 2016년 7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19].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는 아

동 ․ 청소년 성장과 발달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0년

부터 2016년까지 7년에 걸쳐 총 7,071명의 아동 ․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단기종단조사로 아동 ․ 청소년의 신

체, 지적, 사회 ․ 정서 발달과 함께 다양한 환경요인에 대한 정

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6년 7차년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의 전

체 대상자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1 패널(중1) 자료를 분석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2,342명 중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선정한 문항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341명을 제외한 2,001명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 변수 

1) 일반적 특성

가족 구성은 ‘현재 학생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구성은 어

떻게 됩니까’ 문항에 대한 답변을 양부모 가족과 그 이외의 가

족으로 분류하였다. 경제적 수준 평가는 “학생의 가정 형편(경

제수준)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 문항을 사

용하였고 잘 사는 편, 보통, 못 사는 편으로 분류하였다.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 값으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아시아 태평양의 비만 기준[20]에 따라 저

체중(BMI<18.5), 정상(18.5≤BMI<23), 과체중 및 비만(23≤

BMI)으로 분류하였다. 흡연과 음주는 지난 1년간 비행 경험 유

무를 묻는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있다”와 “없다”로 분

류하였다. 질병 유무는 ‘지난 1년 동안 천식, 비염, 아토피피부

염, 비만, 심장질환, 당뇨병, 기타와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가 있

었습니까’에 대한 문항을 이용하여 “있다”와 “없다”로 분류하

였다.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의 학교 성적에 대해 얼

마나 만족합니까’ 문항을 만족, 불만족으로 분류하였다. 

2) 사회적 자본 

대상자의 사회적 자본은 선행연구[7-10]를 바탕으로 가족, 

학교, 지역사회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자본을 잠재변수로 설정하고,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평균값을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가족의 사회

적 자본은 허묘연[21]이 개발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 문항을 수

정한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중 부모 애정에 관한 4문항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부모 애정은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를 지닌 정도를 의미하며 4문항,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해석상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여 평균값

을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를 의

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3이었다. 

학교의 사회적 자본은 교사,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교사와의 관계는 민병수[22]가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의 문항 중 대상자와 교사의 관계에 대한 5문항을 이

용하였고, 친구와의 관계는 친구와의 의사소통, 신뢰에 관한 6

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두 4점 Likert 척도로 해

석상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각각 .84와 .90이었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에 대한 6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지역사회 인식에 대한 문항은 

ADD Health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n Adolescent 

to Adult Health)[23]의 문항을 번안한 뒤 수정 ․ 보완한 문항

으로 4점 Likert 척도로, 해석상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2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7-10]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

Resilience

Social capital Self-rate health

Figure 1. Conceptual model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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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므로 구성개념의 타당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 측정도구는 부모 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요인 중 지역사회에 대

한 인식에 관한 1문항(‘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

다’)의 요인 적재량이 0.3 이하로 나타나 제거하였으며, 제거 

후 모형의 적합 지수는 x2/df=4.82, CFI=.97, RMSEA=.04, 

RMR=.02, 각 문항의 요인 적재량이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도구의 구성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3) 탄력성

대상자의 탄력성은 Block, Kreman [24]이 개발하고 유성경, 

심혜원[25]이 수정 ․ 보완한 자아탄력성 측정도구를 이용하였

다. 이 도구는 14문항,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해석상 편

의를 위해 역코딩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고, Cronbach’s ⍺는 

.89였다. 

4) 주관적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수준은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

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건강한 편

이다”, “매우 건강하다”로 응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건강하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6년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의 원시자료

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일반 사용이 허용된 공개 자료로, 

2018년 3월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자 하는 목적을 입력하고 데이터, 조사표, 코드북와 유저가이

드를 내려받았다.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는 2009년 교육부의 전국 학교 

통계를 표집틀로 하여 2010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과 보호자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은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을 이용해 추출하였고, 전국을 

시도별 ․ 도시 규모별 ․ 학제별로 구분 후 각 층 안에서 78개의 

표본학교를 선정하고 학교별 1개 학급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

집하였다. 자료는 매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훈련받은 조사

원이 청소년을 개별면접조사하고 보호자는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19].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이용한 2016년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의 

원시자료는 일반 사용이 허용된 공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

는 목적을 입력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자

료를 취득하였다.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는 개인정보 보호

법에 근거하여 조사되었으며 조사의 목적, 익명성과 비  보

장에 대한 사전 설명과 조사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받고 

시행되었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3.0, AMOS 23.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 사회적 

자본, 탄력성, 주관적 건강수준은 빈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법

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 차이

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

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자본, 탄력성, 주관적 건강수준 간의 관

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

석하였고 변인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 첨도를 확인

하였다. 측정도구와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고, 측정모형과 가설모형은 x2 검정,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 (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지수를 이용하여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각 지수의 

기준치는 x2/df<5, CFI≥.90, RMSEA, SRMR≤.05로 하였

다.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 모수를 추

정하고, 모형에서 경로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경로계수 

추정치와 Critical Ratio (CR)를 분석하였으며, 매개효과의 검

증은 500번 반복 추출한 샘플에 대해 95% 신뢰구간을 적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 

차이

대상자의 성별 구성은 남자의 비율(51.9%)이 다소 높았으

며, 대상자의 94.3%(1,845명)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

고 있었다. 대상자의 56.8%(1,136명)가 가족의 경제 수준이 중

간이라고 응답하였고, 대상자의 33.8%(661명)가 저체중,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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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lf-rated Heal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lf-rated health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1,039 (51.9)
962 (48.1)

3.33±0.56
3.31±0.56

0.88 .378

Family structure
(n=1,956)

-1.18 .237Two-parent 
Etc

1,845 (94.3)
111 (5.7)

3.32±0.56
3.39±0.58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a

Middleb

Lowc

776 (39.8)
1,136 (56.8)

 89 (4.4)

3.38±0.57
3.29±0.54
3.20±0.60

7.67 ＜.001
a＞b＞c

Body mass index*
(n=1,953)

Underweight
Normala

Overweightb

661 (33.8)
967 (49.5)
325 (16.6)

3.31±0.55
3.36±0.55
3.23±0.59

7.21 .001
a＞b

Smoking Yes 
No

 15 (0.7)
1,986 (99.3)

3.40±0.50
3.32±0.56

0.54 .588

Alcohol Yes 
No

 30 (1.5)
1,971 (98.5)

3.20±0.55
3.32±0.56

-1.18 .235

Disease Yes 
No

970 (48.5)
1,031 (51.5)

3.26±0.55
3.38±0.56

-4.76 ＜.001

Academic performanc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1,284 (64.2)
717 (35.8)

3.36±0.55
3.26±0.56

3.83 ＜.001

*Scheffé́́ test.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Normality Test of Study Variables (N=2,001)

Variables M±SD Range Skewness Kurtosis

Social capital
 Parenting affective attitude
 Relationship with teachers
 Relationship with friends
 Awareness of the community

 
3.29±0.54
3.13±0.58
3.23±0.53
2.94±0.54

 
1~4
1~4
1~4
1~4

 
-.41
-.25
-.12
-.00

 
-.14
-.15
-.02
.28

Resilience 3.06±0.48 1~4 .04 -.15

Self-rated health 3.32±0.56 1~4 -.25 .22

(325명)가 과체중에 속하였다. 대상자의 0.7%(15명), 1.5%(30

명)가 최근 1년 동안 흡연과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지난 1년 동안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대상자는 48.5% 

(970명)이었다. 대상자의 64.2%(1,284명)가 학업성적에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수준은 주관적 경제 수준, 체질량 

지수, 지난 1년 동안 건강상의 문제 유무, 학업성적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가 중간이거나 낮은 경우보다 높았고

(F=7.67, p<.001), 체질량지수가 정상인 경우가 과체중보다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았다(F=7.21, p=.001). 지난 1년 동안 건

강상의 문제가 없었던 대상자가 있었던 대상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았고(t=-4.76, p<.001), 학업 성적에 만족하는 

대상자가 불만족인 대상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았다

(t=3.83, p<.001)(Table 1). 

2.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평균을 확인한 결과 부모의 애정적 양육 정

도는 4점 만점에 3.29±0.54점, 교사와의 관계는 3.13±0.58점, 

친구와의 관계는 3.23±0.53점,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은 2.94 

±0.54점이었다. 탄력성은 3.06±0.48점, 주관적 건강 수준은 

3.32±0.5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독립 변인인 부모의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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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of Study Variables (N=2,001)

Variables
1 2 3 4 5

r (p) r (p) r (p) r (p) r (p)

1. Parenting affective attitude 1

2. Relationship with teachers .39 (＜.001) 1

3. Relationship with friends .49 (＜.001) .38 (＜.001) 1

4. Awareness of the community .37 (＜.001) .38 (＜.001) .38 (＜.001) 1

5. Resilience .46 (＜.001) .41 (＜.001) .53 (＜.001) .42 (＜.001) 1

6. Self-rated health .18 (＜.001) .14 (＜.001) .23 (＜.001) .17 (＜.001) .28 (＜.001)

Table 4. Path Coefficient in the Hypothetical Model (N=2,001)

Variables
Estimate

SE CR    p
B β

Social capital → Resilience 3.27 .69 .14 23.10 ＜.001

Resilience → Self-rated health 0.01 .17 .01  2.93 ＜.001

Social capital → Self-rated health 0.09 .36 .01  5.38 ＜.001

x2=36.07 (df=8, p＜.001), x2/df=4.51, CFI=.98, RMSEA=.04, SRMR=.02

정적 양육태도(r=.18, p<.001), 교사와의 관계(r=.14, p<.001), 

친구와의 관계(r=.23, p<.001),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r=.17, 

p<.001)은 종속 변인인 주관적 건강 수준과 정적인 상관성을 

보이고, 매개 변인인 탄력성(r=.28, p<.001) 또한 주관적 건강

수준과 정적인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 가설적 구조모형 분석 

다변량 분석의 기본적인 가정인 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가 기준이 되는 절대값 3과 7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각 관측변수와 잠재변

수 간의 관계 나타내는 측정모형을 확인적 요인분석 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x2/df=4.51, CFI=.98, RMSEA= 

.04, SRMR=.02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모

든 도구의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값이 .74~.89

의 범위로 .70 이상으로 나타났고,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이 .68~.74의 범위로 모두 .50 이

상으로 확인되어 집중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변수 

간 상관계수(.13~.53)의 제곱 값(.01~.28)이 평균분산추출 값

(.68~.74)보다 낮아 판별 타당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x2=36.07 (df=8, p<.001), 

x2/df=4.51, CFI=.98, RMSEA=.04, SRMR=.02으로 나타났

다. x2의 p값이 .05보다 작아 구조모형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으나 x2값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 매우 민감하여 표본의 크

기가 클수록 연구모형이 기각되기 쉬우므로 그 외 모형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구조모형이 적합한 수

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은 탄력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9, p<.001). 즉 사

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주관적 건강수준에 정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β=.36, p<.001), 탄력성도 주관적 건강수준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7, p<.001). 즉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탄력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건강수준 간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β=.36, p<.01)과 탄력성

(β=.17, p<.01)은 주관적 건강수준에 대해 유의한 직접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은 탄력성을 매개로 주관적 건강수

준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β=.12, p<.01) 

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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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Hypothetical Model (N=2,001)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C

β β β %

Resilience Social capital .69* .69* 48.4

Self-rated health Resilience
Social capital

.17*

.36* .12*
.17*
.48*

9.1

*p＜.01;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자본과 탄력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

써 청소년의 건강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과 다

양한 청소년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수준 정도는 4점 만점에 

3.32±0.56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다른 생

애주기보다 건강한 시기이지만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

한 자살,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

한 비만, 당뇨 등의 심혈관계 건강 문제, 성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청소년 임신, 성 매개 감염 등의 성 건강에 대한 문제가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2] 청소년의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최근 아동 ․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 수준을 국제 비교한 연구[26]에 따르면 자신이 별로 건강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한국의 아동 ․ 청
소년이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

과 함께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평가의 다차원적인 영향요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수준은 주관적 경제수준, 체질량지

수, 지난 1년 동안 건강상의 문제 유무, 학업성적 만족도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결과

와 일치한다[10,17,18]. 최근 건강불균형이 보건정책의 핵심 

과제로 우선시 되고 있는데 가족 소득,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같

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청소년 건강불평등의 주요한 결

정요인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으므로[27] 사회적 ․ 경제적 불

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은 주

관적 건강수준에 직접적이고, 탄력성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이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8-10] 결과를 지지하며, 청

소년의 긍정적인 건강결과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보호적 역할

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에 대해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가족 사회적 자본에 속하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

태도가 주관적 건강수준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어 선

행연구[10]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지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인 관

계, 부모 이외의 다른 가족의 지지와 가족 내 소속감은 청소년

의 정신건강과 문제위험행위와도 관련성이 있다[8,9]. 가족 사

회적 자본은 역경 속에 있는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10]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수

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 사회적 자본의 정도에 대한 사정과 

함께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건강한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중재가 필요하다. 

학교 사회적 자본에 속하는 긍정적인 교사와의 관계와 친구 

관계가 주관적 건강수준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어 교

사와 학생과의 신뢰감, 친구간의 신뢰감, 친구간의 호혜성, 학

교에 대한 유대감 등의 학교 사회적 자본은 주관적 건강수준과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10,27] 결과를 지지한다. 일반적으

로 청소년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므로 학교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의 건강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커지는 청소년기에는 친구

와의 관계나 소속감은 주관적 건강수준, 우울과 관련성이 있

으므로[8, 9]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

역사회에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반면, 청소년기는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에 대한 주의가 

동시에 필요하다. 또래 집단의 크기가 커지거나 네트워크 내 

결속력이 높은 경우 사회적 전염(social contagion)을 통해 흡

연, 음주, 과식, 자살시도 등의 건강위험 행위가 전파될 수 있으

므로 사회적 자본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

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28].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한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수준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감과 호혜성,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

통제가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수준과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지지한다[10].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사회적 자본과 건강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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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성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Putnam [5]의 정의를 토

대로 지역사회의 신뢰감, 호혜성, 사회적 유대와 같은 사회의 

특징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나[6] 아동이나 청소년

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수준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드문 

현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건강에 지역사회 사회

적 자본의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

다. 추후 이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축적된 경험적 근거

를 바탕으로 아동 ․ 청소년에게 적합한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에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건강수준 간의 

관계에서 탄력성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의 탄력성

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청소년의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12,13]의 결과

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여 탄력성이 증

진되면 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유추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탄력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탄력성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

므로[12-14] 다양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과 탄력성의 기제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 이론과 긍정심리의 

관점은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찰하기에 타

당하다고 사료되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간호중재는 개인의 

심리적 자산뿐만 아니라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건강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사회적 자본이 주목받고, 

이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이다. 특히 

청소년의 건강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환

경 즉, 가족, 교사, 친구, 지역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청

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건강의 관계성에 관한 반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9] 학교

나 지역사회, 국가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교류하고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보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뿐만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

크를 통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청소년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29]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정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차 자료를 이용함으로서 다양한 속성의 사회적 

자본 변수들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

구는 횡단적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탄력성이 주관적 건강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제언

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이론과 긍

정심리 관점을 토대로 기존의 연구결과를 확장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탄력성, 주관적 건강수준의 구체적인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학교보건 실무나 보건 정책, 연

구에 있어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탄력성, 주관적 건강수준

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은 주관적 건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탄력성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가족, 학교, 지역사회 수준의 사회적 자본과 탄력성 강화를 위

한 간호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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