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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ntal health and well-being of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 This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409 high school students in G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program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gression anal-

ysis and sobel test. 

Results : As a resul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mental health, resilience,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showed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ntal health and well-be-

ing of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showed a fully mediating effect.  

Conclusion : Therefore, to reduce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high school students and to enhance their well-being, it is neces-

sary for schools to develop mental health education programs and to apply effective mental health improvement strategies using re-

silience,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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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KCDC], 2016)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7.4 %, 우울감 경험 

25.5 %, 자살 생각율 12.1 %, 자살 시도율 2.4 %로 청소

년 2.7명 중 1명은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으며 3.9명 중 1

명은 우울감, 8.3명 중 1명은 자살 생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상담을 요하는 고등학생은 9 %, 이중 

자살 생각 등 위험수준이 높은 우선 관리군에 해당되는 

고등학생은 3 %로 초중고생 전체비율보다 높게 나타났

다(Hong, 2013). 

또한 아동청소년의 행복지수를 국제 비교한 Park 등

(2010)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교육영역에

서는 OECD 국가 중 최상위 점수를 보였으나 주관적 행

복점수는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청소년

의 53.9 %만이 현재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청

소년의 상당수가 행복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완전한 정신건강은 정신장애의 부재와 높은 수준의 

안녕감을 의미한다(Keyes, 2005). 즉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은 정신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 못지않게 안녕

감 증진도 중요한 과제임을 의미한다. 안녕감은 긍정정

서와 삶에 대한 행복감과 만족감을 의미하는 정서적 안

녕감과 자기수용, 환경통제, 긍정적 인간관계, 개인성장, 

자율성과 같은 최고의 기능과 적응상태를 의미하는 심

리적 안녕감으로 볼 수 있다(Keyes, 2005). 안녕감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Chyung, 2015)결과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고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부모와의 관

계와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경험을 할수록, 친구와 질 높

은 관계를 맺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각할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적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수록 안녕감이 

높았다.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 걱정, 불안, 

회피, 애착 등 부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났고(Shin, 2013),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삶에 대한 만족과 즐거움 

등 긍정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사

람은 불안, 분노, 불만족 등 부정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등, 2016). 청소년기의 안녕감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양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어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문제

예방을 위해 증진되어야 할 부분이다(Lee 등, 2015). 이

들의 안녕감과 정신건강문제는 개인, 가정, 학교, 사회영

역의 복합적 성격을 띄고 있어(Chyung, 2015; Kim과 

Kim, 2004)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여 긍정적 중재요인을 

밝히는 것은 정신건강문제를 줄이고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극복력은 개인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황이나 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적응력이며, 스트레스나 역경을 

겪었을 때 융통성 있게 대처하여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며, 극복을 통해 개인의 심리적 자원이 더 나은 방향으

로 성장하도록 하는 요인으로(Shin 등, 2009; Wi와 Cho, 

2014), 정신병리를 차단하며, 부정정서를 완충하여 정신

건강을 향상시킨다(Tugade & Fredriction, 2004). 극복력

이 높은 집단은 보호요인이 많아 삶의 질이 높았다

(Hwang, 2011).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청소년의 특성인 

분노와 감정폭발 성향은 극복력이 높을수록 낮았으며, 

불안, 주의집중성향, 대인예민성 등의 정신장애도 극복

력이 높을수록 낮았고(Min, 2007), 극복력이 높을수록 행

복감, 안녕감도 높게 나타나(Kwon 등, 2012) 극복력은 

정신건강에 있어 중요한 심리사회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평

가와 우호적 태도를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

은 자신을 유능한 존재로 생각하고 만족감도 높다

(Kwon, 2011). 또한 자아존중감은 긍정심리적 특성으로

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하고 불안한 정서를 

보이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과 인내력, 대

인관계능력이 높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은 우울

의 예측인자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이 우울 수준이 

높았고(Bae, 2006; Cho와 Seo, 2010; Orth 등, 2009),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Hwang, 

2011; Kim & Son, 2006; Kwon 등, 2012; Lee & Son, 

2011). 따라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낮추고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권 종 선

고등학생의 정신건강과 안녕감 관계에서 극복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49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심리학자들은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과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더 높은 행복

감을 느낄 수 있다 말한다(Compton, 2007). 사회적 관계

성은 청소년 안녕감의 주요 영향요인이다(Bae, 2014; 

Diener 등, 1985; Jose 등, 2010)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이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며(Bae, 2014), 가족

의 정서적 지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Lee, 2010), 가족이 지지적일수록 정신건강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며 또래지지는 협상, 타협, 협력등 사회적 

행동패턴을 발달시키기도 하지만 약물사용, 비행등 부적

응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며, 교사와의 관계, 학교 분위기 

등은 고등학생의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Choi 등, 

2011). 남학생은 교사관계가 부정적일 때, 여학생은 부모

와 또래관계가 부정적일 때 우울과 자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Woo 등, 2010). 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와, 교사와의 관계를 잘 형성할수록 청소년의 안녕

감은 높아졌으며(Bae, 2014), 10~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종단연구를 실시한 Jose 등(2012)의 연구에 의

하면, 가족, 학교, 또래와의 사회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자신감, 긍정정서를 포함한 안녕감이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도 정신건강

문제를 낮추고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Haase(2004)의 ARM (Adolescent Resilience Model)은 

위험요인, 보호요인, 결과요인으로 구성되며 개인의 환

경 즉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개인의 심리적 요소에 영

향을 미쳐 극복력이 함양 되므로써 삶의 질이 향상됨을 

모델로 제시했고, Keyes(2005)는 완전한 상태의 건강은 

정신장애의 부재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안녕감이 공

존해야 하며 이 두 요인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언급했다. 

현대의 정신건강에 관한 시각은 과거의 질병예방 치료

와 달리 정신건강을 유지 증진까지를 포함한다. 정신건

강증진은 심리적 안녕, 유능감, 내성을 증진, 지지적 삶

의 환경을 창조함으로서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정신질환 예방은 정신질환 감소를 목표로 한다. 지금까

지의 연구들은 정신건강 또는 안녕감 하나의 요소와의 

관련성을 본 연구가 많았으며, 정신건강과 안녕감 관계

에서 관련요소들의 매개효과를 본 연구는 없다. 청소년

기의 정신건강과 안녕감은 성인기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정신건강문제 비율이 높

고, 상당수의 고등학생이 삶을 행복하게 경험하지 못하

여 정신건강문제 감소와 안녕감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정신건강문제라는 위험요인과 정신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안녕감의 관계에서 개인적 요소인 극복력과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와 개인의 환경요소인 가정과 학교에

서의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안녕감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안녕감 관계에서 극

복력,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특성과 관련변수의 수준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안녕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정신건강, 안녕감, 극복력, 자아존중감, 사

회적지지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정신건강과 안녕감 관계에서 극복력, 자

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3. 개념적 기틀 및 가설모형  

본 연구는 Haase(2004)의 ARM을 토대로 개념적 틀을 

구성하고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Haase(2004)는 개

인의 환경이 청소년의 건강에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개인 내적 반응을 통하여 긍정적 건강개념인 

극복력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Keyes(2005)는 ‘완전한 정신건강은 질병의 부재와 높은 

수준의 안녕감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따라서 위험요

인은 고등학생의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

안, 적대감, 공포, 편집증, 정신증 등의 9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 정신건강문제로 설정했으며, Haase의 ARM에

서 가족보호요인, 사회보호요인, 개인보호요인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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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호요인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일반 고등학생으

로서 가족보호요인인 가족지지와 사회보호요인인 학교

사회의 지지체계인 친구지지나 교사지지를 포함한 사회

적 지지로, 개인적 보호요인은 자아존중감으로 설정했

다. 극복력은 개인내적 요인 뿐 아니라 정서요인, 사회적 

요인을 포괄하는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으로 구성된 개

념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 함께 극복력도 매

개요인으로 설정했다. 결과변인은 삶의 질, 또는 만족감

이나 행복감을 개인이 지각하는 긍정적 적응요소인 안

녕감으로 설정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극복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지역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

에 재학 중인 1, 2학년을 편의표집하였으며, 고등학교 3

학년생과 최근 6개월간 정신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받

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연구결과에 편향을 초래할 수 있

으므로 제외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11월 10일

부터 12월 10일까지이었다. 표본크기의 적절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대상자 표본 수 산출방

법인 G-power3.1.3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5 %(양측), 90 

% power, 효과크기 0.15, 예측변수 15개로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는 171명이었다. 총 4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13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수거율 98 % 이었으며, 응

답오류 설문지를 제외한 409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

다. 

  

3.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먼저 본 연구자가 소속하고 있는 C대학 간

호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

다(승인번호: 제2012-39호).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

려하여 본 연구자는 훈련된 연구보조원과 함께 사전에 

학교장과 담임교사가 연구수행에 구두동의를 한 학교의 

학급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연

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고 응답내용은 비 이 보장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한 후에 서면동

의를 한 학생들에게만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

문지를 완성한 학생에게는 설문에 응답한 보답으로 소

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4. 연구도구

1) 정신건강

Derogatis 등(1976)이 개발하고 Kim 등(1978)에 의해 

한국형으로 표준화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 90-Revision)를 Lee(1984)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

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의 9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47문항 5점 척도(전혀 없다 0점, 

약간 있다 1점, 보통이다 2점, 심하다 3점, 매우 심하다 

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나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등(1978)의 연구 Cronbach's alpha

는 .67 ~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0 ~ .82이었다. 

2) 안녕감

안녕감은 정서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으로 측정하

였다. 정서적 안녕감은 Diener 등(1985)이 개발한 생활 

만족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Im(2004)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개 문항 7점 척도(‘전

혀그렇지 않다’ 1점, ‘아니다’ 2점, ‘약간 아니다’ 3점, 

‘보통이다’ 4점, ‘약간 그렇다’ 5점, ‘그렇다’ 6점, ‘매우 

그렇다’ 7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안녕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Im(2004)의 연구 

Cronbach's alpha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

다. 심리적 안녕감은 Huebner(1994)가 개발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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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중 학교영역의 도구를 고등학교 영어교사 3명이 

번역한 후 원어민교사에 의해 역 번역하여 일치된 용어

로 설문을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8개 문항 

6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점, ‘적당히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가끔 그렇다’ 4점, ‘자주 그렇

다’ 5점, ‘거의 항상 그렇다’ 6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

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문항(3문항)은 역 

채점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Huebner(1994)의 연구 

Cronbach's alpha는 .70 ~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

이었다. 안녕감은 정서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합

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본 연구 Cronbach's alpha는 .87이었다. 

3) 극복력

Shin 등(200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통제성(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긍정성(감

사, 생활만족, 낙관성), 사회성(관계성, 의사소통능력, 공

감능력)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7문항 5점 척

도(‘거의 안 그렇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때때로 그

렇다’ 3점, ‘자주 그렇다’ 4점, ‘거의 항상 그렇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문항(6

문항)은 역 채점하였으며, Shin 등(2009)의 연구 

Cronbach's alpha는 .62 ~ .8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2 

~ .85이었다. 

4) 자아존중감

Rogenberg(1965)의 도구를 Jeon(197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 4점 척도(‘매우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문항(5문항)은 역 채점하였으며, Jeon(1974)의 연구 

Cronbach's alpha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5) 사회적지지

Abbey 등(1985)이 개발하고 Yang(2001)이 수정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18문항 4점 척도(‘매

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

음을 의미한다. Yang(2001)의 연구 Cronbach's alpha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들의 왜도 값은 3보다 작았고, 첨도 

값은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변수는 서술적 통

계,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정신건강과 안녕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with scheffe test)를 이용하였으며, 정신건강과 

안녕감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극복력과 사회적지지의 매

개효과는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분석을 이용하였으

며, 매개효과의 유효성검증은 Sobel test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변수간의 상관계수의 절대 값은 모두 .85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관련 특성은 Table 

1, 2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51.1 %, 여자 48.9 %

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이 48.9 %, 2학년이 51.1 %이었

다. 가족유형은 핵가족이 90.2 %, 정상가족이 94.1 %로 

대부분이었고,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각각 61.3 %, 60.8 %로 가장 높았다. 경제 상태는 

상 41.6 %, 중 38.5 %, 하 19.9 %이었고, 아버지의 직업

은 전문/관리직이 47.6 %로 가장 높았으며 종교는 ‘있다’

가 55.1 %, ‘없다’가 44.9 %였다. 대상자 중 학교외 활동

을 ‘한다’가 43.8 %, ‘안한다’가 56.2 %이었으며, 음주경

험이 ‘있다’가 8.5 %, 흡연 경험이 ‘있다’가 5.4 %로 나타

났다. 성적은 ‘중’이 51.0 %, 친구가 ‘있다’가 95.3 %, 존

경하는 교사가 ‘있다’가 84.1 %였다. 체중/(신장)2 으로 

산정한 Body Mass Index는 ‘정상’이 84.9 %, ‘비만’이 6.0 

%였고,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지각은 ‘건강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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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각 15.4 %, 19.4 %로 나타났다.

Variables n (%)
Mental health Well-being

M±SD t/F(p) M±SD t/F(p)

Gender
Male 209(51.1) 32.0±23.1 4.74

(<.001)

49.3±12.6 -2.98
(.003)Female 200(48.9) 44.3±29.0 45.8±10.8

Grade
First 200(48.9) 38.3±27.5 0.16

(.871)

46.0±11.6 -2.67
(.008)Second 209(51.1) 37.8±26.2 49.1±12.0

Sibling
Have 377(92.2) 38.2±26.9 0.53

(.597)

47.6±11.8 -0.14
(.890)None 32(7.8) 35.6±25.8 47.9±12.8

Family size
Large 40(9.8) 34.1±18.5 -1.32

(.193)

47.7±10.0 -0.00
(.999)Nuclear 367(90.2) 38.5±27.6 47.7±12.0

Family structure
Normal 382(94.1) 37.9±26.9 -0.60

(.547)

47.7±11.8 -0.33
(.745)Deficit 24(5.9) 41.4±26.2 48.5±11.6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76(19.1) 43.5±28.7

2.43
(.089)

42.8±12.0a

9.99
(<.001)

(a<b, a<c)*

University 244(61.3) 37.6±26.5 48.0±11.4b

Grad. School 78(19.6) 34.1±25.4 51.1±11.6c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111(27.9) 40.5±27.7
0.54

(.586)

43.9±12.2a

8.42
(<.001)

(a<b, a<c)*

University 242(60.8) 37.3±26.5 48.8±11.2b

Grad. School 45(11.3) 38.6±28.0 50.8±12.3c

Family income

High 165(41.6) 37.6±28.0

0.12
(.891)

49.9±11.9a

4.37
(.013)

(a>b)*

Middle 153(38.5) 38.9±24.9 46.4±12.2b

Low 79(19.9) 39.0±29.1 46.2±10.6

Father's 
occupation 

Prof/Manager 186(47.6) 39.3±28.2

1.39
(.246)

47.9±12.0

1.89
(.130)

White 95(24.3) 34.7±24.6 48.6±10.6

Blue 102(26.1) 40.8±28.0 45.8±13.1

Unemployed 8(2.0) 27.3±11.7 54.3±7.1

Mother's 
occupation

Prof/Manager 76(19.1) 36.6±26.0

2.56
(.055)

50.7±11.3

2.83
(.038)

White 59(14.8) 31.5±22.1 48.3±11.6

Blue 78(19.6) 43.9±32.5 45.5±13.0

Unemployed 185(46.5) 38.6±25.5 47.0±11.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mental health and well-be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 scheffe’s post-Ho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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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과 안녕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과 안녕감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정신건강은 성별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어 여학생(44.3±28.95)이 남학생(32.0±23.07)보다 

정신건강 수준이 낮았다(t=4.74, p<.001). 

안녕감은 성별(t=-2.98, p=.003), 학년(t=-2.67,p=.008)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학년이 1

학년보다 안녕감 수준이 높았다. 부학력(F=9.99, p<.001)

과 모학력(F=8.42, p<.001)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 scheffe 

test 결과 부의 대학교졸업(p=.004)과 대학원 졸업

(p<.001)이 고등학교 졸업보다 안녕감수준이 높았고, 모

의 대학교졸업(P=.001)과 대학원졸업(p=.005)이 고등학교 

졸업보다 안녕감 수준이 높았다. 가정수입에서도 유의한 

차이(F=4.37, p=.013)가 있어 가정수입 ‘상’이 ‘중’보다 

안녕감 수준이 높았다(p=.031). 모직업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2.83, p=.038) scheffe test 결과 그룹 간 차이

는 없었다.

Variables n (%)
Mental health Well-being

M±SD t/F(p) M±SD t/F(p)

Religion
Have 225(55.1) 38.5±28.1

0.29(.770)
48.1±11.6

1.03(.306)
None 183(44.9) 37.7±25.2 46.9±12.3

Interesting area
Have 372(91.0) 37.2±24.9

1.41(.166)
47.9±11.7

1.76(.079)
None 37(9.0) 47.0±41.0 44.3±13.0

Extra-activity
Have 179(43.8) 36.6±25.3

-0.95(.340)
49.7±11.4

3.21(.001)
None 230(56.2) 39.2±28.0 46.0±12.0

Alcohol 
experience

Have 34(8.4) 43.9±30.5
1.48(.141)

42.5±11.6
-2.71(.007)

None 372(91.6) 37.1±25.4 48.2±11.8

Tabacco 
experience

Have 22(5.4) 34.3±27.1
-0.62(.533)

42.5±14.5
-2.13(.034)

None 384(94.6) 37.9±25.9 48.0±11.6

Record

High 127(31.8) 38.0±28.1

0.39(.728)

50.1±13.1a

4.18(.016)
(a>b, a>c)*Middle 204(51.0) 39.2±25.8 47.0±10.7b

Low 69(17.3) 36.2±26.9 45.6±12.2c

Friends
Have 385(95.3) 37.8±26.4

-1.72(.086)
47.9±11.7

2.94(.003)
None 19(4.7) 48.6±34.1 39.8±13.4

Respectable 
teachers

Have 339(84.1) 37.5±25.2
-1.06(.294)

48.9±11.7
4.84(<.001)

None 64(15.9) 42.3±34.4 41.2±11.4

BMI

Normal 309(84.9) 38.2±27.0

1.15(.319)

47.2±11.9

2.09(.126)Over weight 33(9.1) 34.5±22.2 49.5±10.8

Obesity 22(6.0) 30.4±19.0 52.1±13.1

Mental health
Have 345(84.6) 32.9±21.8

7.41(<.001)
48.7±11.5

-4.87(<.001)
None 63(15.4) 65.8±33.9 41.0±11.8

Physical health
Have 329(80.6) 35.1±24.7

3.95(<.001)
48.5±11.5

-3.45(.001)
None 79(19.4) 50.2±31.8 43.4±12.5

Table 2. Mental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Mental health and well-being according to mental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 scheffe’s post-Ho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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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과 안녕감의 차이

대상자의 정신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과 안

녕감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정신건강은 정신건강

(t=7.41, p<.001)과 신체건강(t=3.95, p<.001)이 좋다고 인

지할수록 정신건강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안녕감은 종교, 관심분야, BMI를 제외한 학교외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t=3.21, p=.001)가 없는 경우보다, 음주

경험(t=-2.71, p=.007)과 흡연경험(t=-2.13, p=.034)이 없는 

경우 보다 있는 경우가 안녕감수준이 높았다. 성적

((F=4.18, p=.016)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 test 

결과 ‘상’인 경우가 ‘중’인 경우(p=.06)와 ‘하’인 경우

(p=.039)보다 안녕감 수준이 높았다. 친구(t=2.94, p=.003)

와 존경하는 교사(t=4.84, p<.001)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

우보다 안녕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4. 연구변수들의 기술통계

연구변수들의 기술통계는 Table 3과 같다. 정신건강은 

4점 만점에 0.8±0.6 이었으며, 하위요인으로 우울

(1.2±0.8), 강박증(1.1±0.7), 대인예민성(1.0±0.7)이 정신건

강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극복력은 5점 만점에 

3.4±0.6, 하위요인으로 사회성(3.6±0.7), 긍정성(3.5±0.8), 

통제성(3.0±0.7)순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

에 2.7±0.5, 사회적 지지는 4점 만점에 3.1±0.5, 하위요인

으로 친구지지(3.2±0.5), 가족지지(3.1±0.6), 교사지지

(2.9±0.6)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안녕감은 7점 만점에 

3.6±1.3, 심리적 안녕감은 6점 만점에 3.7±1.0 이었다. 

Variables M±SD Range MG±SD Range Skewness Kurtosis

Mental health 38.0±26.8 0-184 0.8±0.6 0-4 1.37 2.65

somatization 4.5±4.1 0-24 0.8±0.7 0-4 1.22 1.54

obsessive-compulsive 5.5±3.7 0-20 1.1±0.7 0-4 0.85 0.71

interpersonal
-sensitivity

7.7±5.3 0-32 1.0±0.7 0-4 1.14 1.93

depression 6.2±4.1 0-20 1.2±0.8 0-4 0.76 0.32

anxiety 3.8±3.5 0-20 0.8±0.7 0-4 1.39 2.37

hostility 3.6±3.4 0-20 0.8±0.7 0-4 1.49 2.69

phonic anxiety 1.7±2.2 0-16 0.4±0.5 0-4 2.02 6.02

paranoid ideation 2.3±2.7 0-16 0.6±0.7 0-4 1.99 5.26

psychotism 2.7±2.8 0-16 0.7±0.7 0-4 1.54 2.58

Resilience 90.7±15.5 47-130 3.4±0.6 1-5 -0.20 -0.03

self-control 26.9±6.4 11-42 3.0±0.7 1-5 0.07 -0.37

positivity 31.0±6.9 14-45 3.5±0.8 1-5 -0.13 -0.06

sociability 32.7±6.1 9-45 3.6±0.7 1-5 -0.44 0.26

Self-esteem 27.3±4.7 11-39 2.7±0.5 1-4 -0.10 0.31

Social support 54.7±8.7 25-72 3.1±0.5 1-4 -0.03 0.40

family support 18.7±3.9 6-24 3.1±0.6 1-4 -0.57 0.20

friend support 18.8±3.0 6-24 3.2±0.5 1-4 -0.38 1.19

teacher support 17.2±3.7 6-24 2.9±0.6 1-4 -0.24 0.41

Well-being 47.6±11.9 13-81 3.7±0.9 1-6.5 -0.03 0.10

emotional well-being 18.1±6.5 5-35 3.6±1.3 1-7 0.06 -0.53

psychological well-being 29.5±7.6 8-48 3.7±1.0 1-6 -0.22 0.23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mental health, resilience, self-esteem, social support,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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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변수들의 상관관계

연구 변수 간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안녕감은 정

신건강(r=-.35)과 부적 상관관계, 극복력(r=.53), 자아존중

감(r=.63), 사회적지지(r=.5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

며, 정신건강은 극복력(r=-.28), 자아존중감(r=-.46), 사회

적지지(r=-.33)와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Mental health
(X1)

Resilience
(X2)

Self-esteem
(X3)

Social support
(X4)

Well-being
(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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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 1

X2 -.28* 1

X3 -.46* .60* 1

X4 -.33* .46* .44* 1

X5 -.35* .53* .63* .51* 1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n=409)

* p<.001 

6. 정신건강과 안녕감 관계에서 극복력, 자아존중감, 사회

적 지지의 매개효과

정신건강과 안녕감 관계에서 극복력, 자아존중감, 사

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

가 제안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극복력의 매개효과는 첫째, 정신건강(A)이 극복력(B)

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βBA=-.28, p<.001), 둘째, 정

신건강(A)가 안녕감(C)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β

CA=-.35, p<.001), 셋째, 정신건강(βCA.B=-.22, p<.001)와 

극복력(βCB=.46, p<.001)이 안녕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βCA>βCA.B 이므로 극복력은 부분매

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

과 첫째, 정신건강(A)이 사회적 지지(B)에 유의하게 영

향을 미쳤으며(βBA=-.33, p<.001), 둘째, 정신건강(A)이 

안녕감(C)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βCA=-.35, 

p<.001), 셋째, 정신건강(βCA.B=-.22, p<.001)과 사회적지

지(βCB=.44, p<.001) 가 안녕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침

을 확인하였고, βCA>βCA.B 이므로 사회적지지는 부분매

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복력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 를 실

시한 결과 정신건강과 안녕감 관계에서 극복력(Z=-5.09, 

p<.001)과 사회적지지(Z=-5.73, p<.001)의 매개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신건강은 극복력과 

사회적지지, 안녕감에 영향을 주고 극복력과 사회적지지

는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부부 매개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같은 방법으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첫째, 정신건강(A)이 자아존중감(B)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βBA=-.46, p<.001), 둘째, 정신건강(A)이 안녕

감(C)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βCA=-.35, p<.001), 셋

째, 자아존중감(βCB=.59, p<.001)이 안녕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βCA>βCA.B =-.35>-.08 이므

로 자아존중감은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 를 실시한 결과 정신건강과 안녕감 관계에서 

자아존중감(Z=-8.18, p<.001)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신건강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자아존중감은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완전 매개모

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Fig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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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health

Social support

Reilience

Well-being

β=-.33*
β=.44*

β=-.28*
β

Z(p)=-5.73*

Z(p)=-5.09*

Fig 1.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health and well-being(* p<.001) 

Mental 
health

Self-esteem

Well-being

β=-.46*
β=.59*

Z(p)=-8.18*

Fig 2.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health 

and well-being(* p<.001)

Stag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mediator) variable B SE β t(p)

1 Resilience

constant
mental health
F ( p ) = 3 2 . 9 2 ( < . 0 0 1 ) , a d j . R 2 = . 0 7 ,  
Dubin-Watson=2.04

3.85
-0.27

.09

.05 -.28
42.60(<.001)
-5.74(<.001)

2 Well-being

constant
mental health
F ( p ) = 5 6 . 8 2 ( < . 0 0 1 ) , a d j . R 2 = . 1 2 ,  
Dubin-Watson=2.05

4.66
-0.55

.14

.07 -.35
33.29(<.001)
-7.54(<.001)

3 Well-being

constant
mental health
resilience
F ( p ) = 9 2 . 1 4 ( < . 0 0 1 ) , a d j . R 2 = . 3 2 ,  
Dubin-Watson=1.91

1.79
-0.34
0.74

.29

.07

.07
-.22
.46

6.08(<.001)
-5.00(<.001)
10.71(<.001)

1 Social support

constant
mental health
F ( p ) = 4 9 . 6 5 ( < . 0 0 1 ) , a d j . R 2 = . 1 1 ,  
Dubin-Watson=2.05

3.55
-0.28

.08

.04 -.33
47.43(<.001)
-7.05(<.001)

2 Well-being

constant
mental health
F(p)=56.82(<.001), adj.R2=.12, 
Dubin-Watson=2.05

4.66
-0.55

.14

.07 -.35
33.29(<.001)
-7.54(<.001)

3 Well-being

constant
mental health
social surpport
F(p)=84.53(<.001), adj.R2=.30,  
Dubin-Watson=1.91

1.78
-0.35
0.82

.33

.07

.09
-.22
.44

5.48(<.001)
-4.94(<.001)
9.73(<.001)

1 Self-esteem

constant
mental health
F ( p ) = 1 0 7 . 9 5 ( < . 0 0 1 ) , a d j . R 2 = . 2 1 ,  
Dubin-Watson=1.93

3.41
-0.37

.07

.04 -.46
49.84(<.001)
-10.39(<.001)

2 Well-being

constant
mental health
F(p)=56.82(<.001), adj.R2=.12, 
Dubin-Watson=2.05

4.66
-0.55

.14

.07 -.35
33.29(<.001)
-7.54(<.001)

3 Well-being

constant
mental health
self-esteem
F(p)=130.21(<.001), adj.R2=.39,  
Dubin-Watson=1.96

0.75
-0.12
1.15

.32

.07

.09
-.08
.59

2.38(.018)
-1.76(.080)

13.38(<.001)

Table 5.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ntal 

health and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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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정신건강과 안녕감 관계에서 

극복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여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

초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건강 수준은 4점 만점에 0.83(여학생 0.94, 

남학생 0.68)으로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Hyun 등(2003)

의 결과(평균평점 1.18)보다 낮았고, Bae(2006)의 연구결

과 1.03(남학생 0.98, 여학생 1.07)보다 낮아 비교적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부와 학교, 지자체를 중심

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학교보건교육 

및 학생정서행동발달검사를 실시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을 유도한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안녕감과 정

신건강 두요인은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어 안녕감

(t=-2.97, p=.003)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았

고 정신건강 점수(t=4.74, p<.001)는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Choi 등(2011)의 결과를 지지

한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신건강이 취약하며 

Bae(2006)의 연구에서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정상범위

이긴 하나 불안을 제외한 강박증, 우울, 적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정신건강 하위

요인별로 보면 평균이상인 요인은 우울(1.24±0.81), 강박

증(1.09±0.74), 대인예민성(0.96±0.66) 순으로 높았으며, 

하위요인 역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점수가 높아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9개 요인의 점수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yun 등(2003)의 연구에서는 평균이상의 하위

요인으로는 우울(1.56), 강박증(1.54), 적대감(1.29), 대인

예민성(1.15) 순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

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적대감 점수는 

낮았으며, 우울과 강박증, 대인예민성이 평균이상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정신건강 요인 중 주목해야 할 부분으

로 본다. 특히 우울은 청소년의 자살과 직결되어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서는 청소년의 우울 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선에서는 고1년을 대상으로 우울 검사를 통한 우울과 

자살 예방을 위해 교과부와 지자체의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며, 관리군 

상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정서적 안녕감은 같은 도구를 사용

한 Im(2004)의 결과보다 높았으나, 중간정도의 수준이었

고, 중고등학생 대상 Ko(2016)의 결과보다 낮았다. 심리

적 안녕감은 6점 만점에 3.7로 중간수준 이었다. 이는 

Choi와 Song(2017)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대상자가  고등학생으로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학업

과 성적스트레스로 강박증이 높고, 안녕감수준이 낮은 

결과를 가져왔으리라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 정책

에 다면적 지능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여학생의 정신건강수준과 안녕감

수준이 남학생보다 낮게 나타남은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시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 적용도 고려해야 할 것으

로 본다. 

둘째, 대상자의 극복력 수준은 5점 만점에 3.36으로 사

회성, 긍정성, 통제성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Shin 등(2009)의 결과와 일치한다. 극복력

은 정신건강과 부적 상관관계, 안녕감과 정적 상관관계

로 정신건강과 안녕감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정신건강문제가 있을 때 극복력을 신장시킨다면 안녕감

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신건강과 극복력은 

고등학생의 안녕감을 32 %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어 

극복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좋으며, 안녕감

과 정적 관계, 정신건강과 부적 관계를 보고한 연구

(Hyun 등, 2003; Hwang, 2011; Kwon 등, 2012; Min, 2007)

들의 결과와도 일치했다. 극복력이 높은 청소년은 삶에

서 어려움을 만나도 긍정적 측면을 크게 지각하여 수용

하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Kim, 2017), 청소년

의 삶의 질의 보호요인으로 극복력이 높으면 안녕감도 

높았다(Hwang, 2011). 따라서 청소년의 정신장애를 감소

시키고, 안녕감 증진을 위해서는 극복력을 신장시키는 

긍정정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융합 교과과정의 적용은 

긍정정서 경험을 통한 자신을 통제하고 사회성, 낙관성

을 기르는 극복력 신장방안으로 청소년의 안녕감 증진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2.73점으로 

Gang 등(2012)의 연구결과 2.76점과 비슷하였으나,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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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상 Cho와 Seo(2010)의 연구결과보다는 낮은 수준

이었다. 또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Choi 등(2011)의 

연구결과인 3.03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자신에 대한 부

정적 인지와 부정적 자아상은 고등학생이 가장 높게 나

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과 

안녕감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었고 안녕감을 39 %

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정신건강문제가 있을 때 자

아존중감을 증진시킴으로서 청소년의 안녕감을 증진시

킬 수 있을 것이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이 유능하며, 중

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자아정체감 발달 시기에 있는 고등학생에게는 매우 중

요한 특성이다.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보호요인으로 

기능하여 대인관계 증진을 통한 우울의 완충효과가 있

었다(Kim, 2010). 자아존중감은 행복한 사람의 특징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에 가장 큰 보호요인이며(Hwang, 

201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도 높았다

(Choi 등, 2011). 따라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안녕감 증

진을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자아존

중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일

선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자신의 재능을 개

발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한 성취감 경험으로 자아존중

감을 증진시키는 교육과정들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대입

이라는 커다란 과제의 개선과 병행되어 좀 더 현실적이

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수준은 4점 만점에 3.1이

었으며, 중퇴청소년 대상 Yang(2001)의 연구결과 2.9보

다는 높았으며,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순으로 높

게 나타남은 같은 결과였다.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과 

부적상관관계, 안녕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정

신건강과 안녕감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정신

건강은 안녕감을 12 % 설명력을 사회적 지지가 추가되

면서 30 %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안

녕감은 정신건강수준이 낮을 때  사회적지지가 매개하

여 안녕감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청소

년이 스트레스상황이나 낯선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질

병 또는 위기에 처했을 때, 갈등과 좌절, 적응이 요구되

는 상황에 처했을 때 위기나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고 

스트레스 발생을 예방 혹은 경감시키고 질병에 잘 대처

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며(Kim 등, 2000), 정신건강의 제1

요인인 완충요인으로 불안, 우울, 분노 등의 증감에 관여

하며(Cho와 Seo, 2010; Min, 2007), 가족 간 정서적 지지

를 해주고 소통하는 청소년일수록 삶의 만족과 행복감

이 크며, 또래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만족감이 높았다(Choi & Song, 2017; Kim, 2017).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정신건강은 그들이 속한 사회 문화 속

에서의 관계적응을 의미한다. 그들이 속한 사회 속 관련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는 그들이 성취해야 할 발

달과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의 성장

을 도울 것이다. 따라서 중기 청소년인 고등학생은 부모

로부터 독립과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로 가족응집

력이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적응보다는 가족의 지지, 

친구지지나 학교환경에서의 의미 있는 어른인 교사들의 

지지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활의 

1/2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고등학생들의 안녕감 증진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또래관계형성을 위한 개입, 가족지지

를 위한 가정과 학교 연계프로그램, 교사와의 친 한 관

계유지를 위한 교사-학생 멘토링 제도, 소규모 학급 운

영 등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리라 본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정신건강문제를 감소시키면서 

안녕감을 높이는 두 개의 과정이 병행될 때 최적의 정신

건강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정신

건강과 안녕감 관계에서 극복력과 자아존중감, 사회적지

지를 매개로 고등학생의 안녕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

가 나왔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들에게 극복력과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측정도구를 사

용하여 이들의 극복력 수준과 자아존중감 수준, 사회적 

지지도를 함께 파악함은 정신건강수준을 높이고 안녕감

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극복력, 자아

존중감, 사회적지지 수준이 낮은 대상자 관리에도 이들 

요소들의 증진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적용은 낙인

이라는 부정적 사고로 인해 관리 및 치료에서 대상자와 

보호자의 비협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행복한 청

소년이 많은 사회를 이루는데 실효성 있는 중재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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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건강과 안녕감 관계에서 극복

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매개모형을 제시하고 요

인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간호이론과 연구측면에서 청

소년의 정신건강과 안녕감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완전 

매개효과, 극복력과 사회적 지지는 부분매개효과가 있어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천적 개입에 유용한 

매개 모형을 구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실무측

면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다양한 측면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청소년에게 있

어 정신건강과 안녕감은 건강의 지표라 할 수 있다. 입

시위주의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으

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호요인에 따라 부적응을 겪

게 되기도 하고, 안녕감을 유지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

년의 정신건강과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

을 모색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안녕감 증진을 위한 방

안으로 장애요소를 측정하므로서 조기 발견 조기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문제로 인한 사업의 진

행이 원활하지 못하다. 극복력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

지는 유력한 보호요인으로 청소년의 안녕감 증진 및 고

위험군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시 극복력 신장과 자아존

중감 향상, 사회적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

발 및 적용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대상자

를 확대한 추후 연구와 취약 청소년 관리 시 정신건강과 

안녕감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변수인 극복력과 자아존

중감,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하고, 이들의 수준을 신장

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무에서의 프

로그램 적용 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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