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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Health behaviors for metabolic syndrome (MetS) prevention should be emphasized from early adulthood. 
There is little information on psychosocial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 behaviors for MetS preventi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there would be a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tress on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health behaviors for MetS preven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Methods: This 
cross-sectional and correlation study was conducted with 502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 Social support, 
perceived stress, and lifestyle evaluation for metabolic syndrome scales were used. Onlin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November and December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health behaviors 
for MetS prevention was analyzed using PROCESS macro program with bootstrapping method to test our 
hypotheses. Results: Social support directly influenced perceived stress (β=-.35, p<.001) and health behaviors for 
MetS prevention (β=.14, p=.002). Health behaviors for MetS prevention was indirectly influenced by perceived stress
(β=-.25, p<.001). The size of indirect effect of social support on health behaviors for MetS prevention was 0.06. 
Conclusions: The association of social support and health behaviors for MetS prevent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perceived str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refore, a university-based nursing intervention should comprise 
social support strategies with stress management to promote health behaviors for MetS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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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와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간의 상관관계: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주요 사망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

사증후군은 심혈관질환의 주요한 위험인자이다[1]. 현재 전 세

계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사증후군으로 분류되며 이는 전

체 인구의 약 1/4로 추정된다[2]. 국내에서도 대사증후군 환자 

수는 2010년 약 850만명에서 2014년 991만명으로 최근 5년간 

16.5%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진료비는 2010년 약 3조 7,000억

원에서 2014년 약 4조 7,000억원으로 약 1.3배 증가하여, 국가

적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3]. 일반적으로 대사

증후군 유병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으나, 최근 발생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를 반영하듯 전 세계적으로 20대 대학생의 대사증후군 유병률

은 미국 등 각국에서 0.6~13%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4], 

한국에서 20대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007년 4.6%에서 2017년 

8.2%로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다[5]. 이러한 맥락에

서 초기 성인기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주목하고 합당한 접근 전

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생애주기에서 초기 성인기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변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이나,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영양불량, 

신체활동 부족과 같은 불건강한 행동이 높다[6]. 특히 20대 대

학생들의 경우 거주형태와 생활방식이 변화되는데 영양 불균

형과 운동 부족이 초래되는 등 불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위험

성 또한 증가한다[6]. 이러한 젊은 연령에서 불건강한 생활 습

관은 대사증후군 구성요인의 증가에 대한 경고와 연관될 수 있

으며[2], 이 시기부터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대사증후군 고위

험군이 될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 등 다양

한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크

다고 할 수 있다[1]. 그러나 현재까지 초기 성인기 인구집단의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건강 행동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족하며, 특히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인구집단은 잘

못된 생활 습관 교정과 같은 건강관리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20

대에서 대사증후군 증가 추이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 인구집단

을 대상으로 먼저 건강 행동 실천 관련 요인을 면 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심리사회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는 대사증

후군을 포함한 심혈관질환의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된다. 심혈

관질환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결과

에 따르면 사회적 격리 및 지지 부족은 심혈관질환 예후인자로

서 그 위험비를 최대 5.6으로 보고하였는데[7],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 인구집단의 건강 행동에도 영향력을 지니는 변수로 건

강행동 중 신체활동과 과일과 채소 섭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8]. 대사증후군의 선행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으로 사회적 지지 부족 이외에, 최근에는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요인 또한 대사증후군의 위험 및 건강 행동 실천과 관련된다고 

보고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의 생리적 반응은 인체가 환경

에 정상적으로 대응하는 반응이지만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이 

오래 지속되거나 과잉이 되면 카테콜아민(catecholamine)과 

코티솔(cortisol)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 내장비

만, 중성지방 증가,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 위험성을 높이고 심

혈관질환 발생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9]. 최근에 발표

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건강 행동에 스트

레스가 관련되어 있는데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대사증후

군에 걸릴 위험이 4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Kuper 등

[7]은 스트레스와 심혈관계 위험성 연구에서 심리사회적 스트

레스의 4가지 영역 중 사회적 지지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올라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스

트레스 관련성 단면 연구에서도 높은 사회적 지지는 낮은 스트

레스 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데[6], 대학생의 경우 부모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로 인한 고통 및 심각성이 감소한다고 보고되었다[11]. 

또한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건강 행동 실천 정도는 

낮아진다고 보고되는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규칙

적으로 운동을 실천하는 비율이 낮고, 과일과 야채를 덜 소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국내 대학생

의 경우 학업 및 진로영역뿐만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경력을 쌓

기 위한 각종 활동이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정신건강을 해할 뿐

만 아니라 신체적 비활동을 조장하고, 비만과 과체중으로 대사

증후군 위험요인을 증가시켜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된다[13].

이렇듯 대학생 인구집단은 높은 스트레스 수준과 불건강한 

생활 습관이 오랜 시간 고착화될 경우 대사증후군 위험성이 높

아질 수 있으므로 대학생들의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생활 습

관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성인기부터 대사증후군

과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 행동을 효과적으로 실천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에도 상대적으로 심리사회적 요인은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 선행연구에 따르면 복부비만을 가

진 중년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건강증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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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보고하고 있어[14] 대학생 

집단에서 그 매개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가 

강화되면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하고 그 결과로 건강 행

동이 증진되는데 실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대사

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를 검증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젊은 청년들이 스트

레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심혈관질환 진행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단계라는 측면에서

[15],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의 관

계에서 매개변수인 스트레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초기 성인기 인구집단의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건강 행동을 증진하고자 관련 심리사

회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대학생은 초기 성인기를 대표하

는 인구 집단으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 행동 실천이 강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심혈관질환 예

방에 기여할 것이다. 대사증후군의 건강위험에 대한 인구 집단 

별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대사증후군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

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접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

역사회 차원에서 대사증후군 예방에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인구집단에서 사회적 지지,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지각된 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보

고 사회적 지지가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스트레스가 이들 관계에서 어떻게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들 변수의 개념적 관련성을 검증하여, 향

후 대학생의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을 증진시키고 지역사

회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집단에서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

동에 심리사회적 요인, 즉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스트레스가 

관련성이 있는지 검증하고, 지각된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와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스트레스 각각

이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과 관련성이 있는지 규명

한다.

 지각된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와 대사증후군 예방 건

강 행동 간의 관련성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예측 설계 상관성 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참여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502명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 모집을 위해 연구원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연구원이 소속된 대학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S구

와 D구 대학교 5곳을 지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선정기준은 자료수집 당시 대학교에 소속 중

인 자로 만 19세 이상으로 하였으며, 30세 이상인 대학생은 제

외하였다. 총 506명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이 중 불

완전한 응답과 중복응답을 포함하는 4부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502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

성으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학년, 전공, 학

업성취도, 동아리 활동, 거주형태로 구성하였다. 학업성취도는 

‘매우 높은 편’과 ‘높은 편’으로 응답한 경우 ‘높다’로 분류하고 

‘매우 낮은 편’과 ‘낮은 편’은 낮은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거주

형태는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가족과 동거함’으로 

분류하고 자취, 하숙, 기숙사, 친척과 거주로 응답한 경우 ‘가족

과 동거하지 않음’으로 정의하였다. 건강 관련 특성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현재 질병 유무로 보았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매우 건강한 편’, ‘건강한 편’은 건강상태 ‘좋음’으로 정의하였

고 ‘매우 건강하지 않은 편’, ‘건강하지 않은 편’은 건강상태 ‘나

쁨’으로 분류하였다. 현재 질병 유무에서 현재 의사의 진단에 

따라 ‘만성 질병(당뇨, 고혈압, 비염, 천식, 결핵, 아토피, 만성 

부비동염, 위궤양 등)을 1개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질병 ‘있음’으

로 없는 경우 ‘없음’으로 정의하였다(Table 1).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Park [16]이 개발한 도구를 Kim [17]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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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하여 재구성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모두 4개의 하

부 영역을 가지며 정서적 지지 7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물질

적 지지 6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이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점 합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는 .94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5로 나타났다.

3)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는 Cohen 등[18]이 개발한 스트레스 도구

를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Park과 Seo [19]

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로 측정하

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전혀 아니다’ 

0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었다. 역 문항은 역 환산 처리

하였으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

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과 Seo [19]의 연구

에서 Cronbach’s ⍺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
는 .76이었다.

4)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은 대사증후군 대상자를 위한 생

활 습관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0]. 이 도구는 총 36

문항으로 하부 영역은 신체활동과 체중조절, 식습관,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 수면과 휴식, 약물과 건강검진 6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하지 않는다’ 1점

에서 ‘항상 한다’ 4점으로 측정된다. 총 점수는 각 문항의 점수

를 합산하여 문항 수로 나눈 평균값을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

록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실천을 잘하는 것

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는 .87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참여자 모집 기간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2019

년 12월 23일까지 약 6주간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구글 온라

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원 3인이 5개 

대학교의 동아리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온라인 모집공고

문을 게시하고, 학교 소속의 지인들을 통해 SNS (Social Net-

work Service) 상의 단체 모임방에 모집공고문과 온라인 설문

이 가능한 링크를 공개하여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

였다. 연구에 관심 있는 대상자가 온라인 설문을 위해 해당 링

크에 접속하여 연구참여 설명문을 읽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

에 동의한 자만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책임자가 속한 대학의 기관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 후 수행되었다

(IRB No.: KUIRB-2019-0237-01).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본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전 연구목적, 연구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모집공고 

및 연구참여 설명서에 고지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는 비 로 보장됨을 알렸다. 

본 연구가 온라인 설문조사로 시행되기 때문에 모집 단계에서

부터 설문조사 수행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원들은 유선 및 

이메일뿐 아니라 SNS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안내하였다. 자

발적으로 연구참여에 최종 동의한 자만이 온라인 설문에 응하

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대한 보상으로 개별적으로 소

정의 사례금이 제공되었다. 개인 정보는 사례 제공을 목적으

로 수집되었으며 사례 지급 이후 따로 보관하지 않고 삭제하

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지지,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수준은 평균과 표

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의 기술통계를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사회적 지지,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사증후

군 예방 건강 행동 변수의 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변수 간의 관계

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PROCESS macro 

SPSS/WIN 3.3 프로그램의 평행 다중매개 4번 모형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분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이용하여 10,000개의 표

본을 지정하였으며, bias-corrected 95%의 신뢰구간 추

정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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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Levels of Social Support, Perceived Stress and Health Behaviors for 
Metabolic syndrome Prevention (N=50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Min~Max

Sociodemographic

Age 22.28±2.11

Gender Male
Female

211 (42.0)
291 (58.0)

Grade 1st – 2nd
3rd – 4th

188 (37.5)
314 (62.5)

Major, health related Yes
No

 89 (17.7)
413 (82.3)

Learning achievement High
Low

415 (82.7)
 87 (17.3)

Club activity Yes
No

357 (71.1)
145 (28.9)

Living arrangement With family
Else

263 (52.4)
239 (47.6)

Health-related

Self-perceived health Good
Poor

298 (59.4)
204 (40.6)

Current illness Yes
No

200 (39.8)
302 (60.2)

Social support Total
Emotional
Informal
Material
Appraisal

 4.06±0.57
 4.10±0.64
 4.02±0.63
 3.92±0.62
 4.16±0.57

1.64~5.00
1.71~5.00
1.50~5.00
1.67~5.00
1.50~5.00

Perceived stress 17.68±7.12  2.00~36.00

HBMP Total
PA & weight control
Dietary habit
Drinking & smoking management
Stress control
Rest & sleep
Health checkup & medication

 2.45±0.40
 2.27±0.69
 2.31±0.50
 3.15±0.68
 3.12±0.60
 2.93±0.73
 2.08±0.62

1.28~3.78
1.00~4.00
1.00~4.00
1.00~4.00
1.00~4.00
1.00~4.00
1.00~4.00

HBMP=health behaviors for metabolic syndrome prevention; PA=physical activity.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2.28±2.11세이었고, 여성의 비율은 

58.0%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다. 학년은 3~4학년이 62.5%

로 고학년 비율이 높았고, 전공은 비보건 분야가 82.3%로 더 높

았다. 학업성취도는 ‘높은 편’이 82.7%로 나타났고, 동아리 활

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71.1%였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

은 52.4%였다. 주관적 건강 수준을 ‘좋은 편’으로 인식하는 비

율은 59.4%였으며, 39.8%의 대상자가 당뇨, 고혈압, 비염, 위

궤양 등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의 전체 평균 점수는 4.06±0.57점으

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 점수를 비교한 결과 평가적 지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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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s between Social Support, Perceived Stress and Health Behaviors for Metabolic Syndrome Preven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N=502)

Variables
Social support Perceived stress H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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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support 1.00

Perceived stress -.35 (＜.001) 1.00

HBMP .23 (＜.001) -.29 (＜.001) 1.00

HBMP=health behaviors for metabolic syndrome prevention.

Table 3.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Health Behaviors for Metabolic 
syndrome Prevention (HBMP)

Pathway β SE t p 95% CI

Social support → Perceived stress -.35 0.53 -8.46 ＜.001 -5.47~-3.41

Social support → HBMP .14 0.03 3.06 .002 0.04~0.16

Perceived stress → HBMP -.25 0.00 -5.41 ＜.001 -0.02~-0.01

β=standardized coefficient; CI=confidence interval; Covariates: age, gender, grade, major, illness; HBMP=health behaviors for metabolic 
syndrome prevention; SE=standard error.

는 4.16±0.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서적 지지 4.10± 

0.64점, 정보적 지지 4.02±0.63점, 물질적 지지 3.92±0.62 순

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 점수는 

17.68±7.12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참여자의 대사증후군 예

방 건강 행동 전체 평균 점수는 2.45점이었다. 하부 영역에서는 

음주와 흡연 관리가 3.15점으로 가장 높았고 스트레스 관리 

3.12점, 휴식과 수면 2.93점, 식습관 2.31점, 신체활동과 체중

조절 2.27점, 건강검진과 약물관리 2.08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3. 사회적 지지,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간의 상관관계

세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대사

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r=.23, p<.001)

가 있었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실천이 높았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지각된 스트레스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r=-.35, p<.001)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은 낮았다. 한편 지각된 스트

레스는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수준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r=-.29,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실천이 낮았다

(Table 2).

4. 사회적 지지와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실천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먼저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 회귀분석의 독립성 가정을 만

족하는지 파악하고자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로 다중

공선성을 확인하고, Durbin-watson 지수로 잔차의 독립성(자

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지

각된 스트레스가 매개변수임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통

해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PROCESS 

macro V.3.3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

는 매개변수인 지각된 스트레스(β=-.35, p<.001)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고, 종속변수인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에 독립변

수 사회적 지지(β=.14, p=.002)와 매개변수인 지각된 스트레

스(β=-.25,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사회적 지지의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에 대한 매

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사회적 지지

의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에 대한 직접 효과의 크기는 0.10

이었고, 95% Bootstrap 신뢰구간(0.04-0.16)은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지각된 스트

레스를 매개하여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

과의 크기는 0.06이었고, 95% Bootstrap 신뢰구간(0.03~0.09)

은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간접효과 유의성 확인 결과 사회적 지지와 대사증후군 예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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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recting and Indirect Effects on Health Behaviors for Metabolic Syndrome

Pathway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Effect
Boot 
SE

95% CI 
Effect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Boot 
LLCI

Boot 
ULCI

Social support → HBMP 0.10 0.03 0.04 0.16

Social support → Perceived stress → HBMP 0.06 0.02 0.03 0.09

HBMP=health behaviors for metabolic syndrome prevention; CI=confidence interval; SE=standard error; LLCI=lower level confidence 
interval; ULCI=upper level confidence interval.

MetS=metabolic syndrome.

Figure 1.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health behaviors for metabolic 
syndrome prevention.

강 행동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

며, 이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스트레

스를 감소시킨다면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와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과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대학생 인구집단의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간호중재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대사증

후군 유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학생의 대사

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증진을 위해서는 심리사회적 요인인 사

회적 지지 강화뿐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도모했다

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논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대학생의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평균 

점수는 2.45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거

주하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사증후군을 진단받은 성인 267명

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의 대상자의 생활 습관 평가 점수

는 평균 약 2.6점으로 본 연구의 대학생 집단의 건강 행동 점수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22]. 이렇듯 대사증후군을 진단받은 성

인과 비교했을 때 일반 대학생들의 건강 행동 실천 점수가 더 

낮은 것은 현재 대학생의 예방 건강 행동 실천 수준에 대해 제

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할 수 있다. Mbugua 등[23]

에 따르면, 건강한 대학생 집단에서 불건강한 식행동과 좌식행

동 등은 대사증후군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 일반적으로 대학생

은 건강한 인구집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현재 대학생 

집단에서 증가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건강검진을 통해 위험집단을 미리 파악하고 보건교육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23]. 이에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대학생 인구집단의 건강 행동 수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건강 행동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전략이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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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실천 정도가 높았으며,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건강 행동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국외 16개국 

5,57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건강 행동의 관련

성을 본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를 받은 그룹에서 금연, 운

동, 건강한 식습관과 같은 건강 행동 실천 점수가 더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 강화를 통한 대학생의 건강 행동 증진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할 수 있다[24]. 또한 Marr와 Wil-

cox [8]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미국의 383명의 대학생들의 

건강 행동 중 특히 신체활동 수준과 과일, 채소 섭취 등 건강한 

식습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건강 행

동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

는 5점 만점에 4.05점으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

를 사용하여 사회적 지지 수준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3.85점보다 더 높았다[25].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참여자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전체 대상자 중 절반 넘

는 참여자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대학교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71.1%로 매우 높게 나타나 주로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영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 친구 및 동료의 지지는 대사증

후군 예방 건강 행동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 행동을 촉진

하였다는 연구는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22]. 이렇듯 대학생들에게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을 증진

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증진을 위

해서는 가족과 친구 등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가정과 대학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 구축과 같은 지지적 환경 조성 전략이 필요하

겠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일 선행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관리는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건강 

행동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함으로써 건강 행

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행동기술이 강화될 수 있고 이는 다시 건

강 행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22].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은 17.68점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측정한 선행연구에서의 16.95점보다 높았고[26], 

프랑스 대학생 자원봉사자 1,876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

스를 조사한 15.90점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11]. 본 연구결과

에서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일 선행연구[27]에 따르면 한국의 20대 청소년이 겪는 스트레

스의 58.4%가 대학 시절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

학생들은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여러 요인 중 한국사

회가 학력이나 외부 경력을 중시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과 취업

과 진로 및 이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고 보고된다[27].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학생 중 고

학년 비중이 62.5%를 차지하고 있어 참여자의 상당수가 취업 

및 진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국내 

대학생 1,310명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관련 심혈관질환의 위

험요인에 대한 이차자료분석 단면연구에 따르면, 이미 한국의 

대사증후군을 가진 대학생의 비율은 5.3%로 일부 서양 국가들

보다 높았는데. 특히 한국 대학생들은 취업과 진로와 관련된 

부담이 크게 가중되어 있으며 대학생들은 주변 환경의 영향으

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건강하지 못한 생활방

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28].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실천에 있어 대학생들

의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한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부각시켜 생활 습관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과 중재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여[28]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맥락

에서 대사증후군 단계로 진행되기 전 미리 질병 발생 전 단계에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평가와 관리가 꾸준히 이

루어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와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대사

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실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

라, 지각된 스트레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인구집단의 사회적 지지 

강화를 통해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한다면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이 증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 선행연구에 

따르면 복부비만 중년여성 대상에서 사회적 지지는 지각된 스

트레스를 통해 건강증진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

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했다[15]. 또한 국내 대학생 

466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음주 행동의 관련성을 검증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매개를 통해 

음주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보고하여[25] 본 연구결과를 지지

하였다. 최근 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소 중재 메타분석 연구에 따

르면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감소에 사회적 지지 중재의 효과성

을 보고하였으며[29], 프랑스의 대학생들은 스트레스와 부정

적인 정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동료지지 프로그램을 제공 받

은 후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11]. 이러한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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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전략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Bistricky 등[30]은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지식전달 위주의 강의보다 대학생들의 

동료집단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건강센

터 내 강좌 및 온라인 프로그램 등을 계획단계부터 동료와 참여

하고 동료 건강교육자를 양성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미 미국 대학 보건협회는 ‘Healthy 

Campus 2020’을 제시하며 전국 규모의 대학 건강조사를 수행

하여 가장 빈도가 높고 심각성에 기반하여 선정한 5가지 건강

목표 중 스트레스 관리를 포함하였고 대학에서 앞서서 대학생

의 스트레스 수준과 상태를 체계적으로 스크리닝하도록 권고

하고 있어 스트레스 관리는 대학생 인구집단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취업과 진로 및 인간관계 등으로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대학생들을 일상에서 가족과 친구 

등 사회적 지지 자원을 구축하고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적용된다면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사회적 지지가 강화되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이러한 심리사회적인 영향요

인으로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을 실천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회적 지지

뿐 아니라 스트레스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대사증후군 예방 건

강 행동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 사각지대

에 있는 대학생의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증진 및 심혈관질

환 예방을 위한 심리사회적 요인 규명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

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초기 성

인기 대학생 인구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지지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면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가 일부 자치구의 5개 대학의 

학생들을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대학생 전체 집단

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 행동을 평가하

고자 개념적으로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원 도구가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생활 습관 평가를 위해 

개발된 도구이고, 측정 항목에 약물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

으므로 대학생을 포함한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할 때

는 도구의 명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사

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와 대사증

후군 예방 건강 행동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

과를 규명함으로써 대학생의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을 증

진하기 위한 보건소와 대학교 등에서 교육자료로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행

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건강 행동 영향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와 지각된 스트레스의 독립적 인과관계 규명을 넘어 사회적 지

지와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간의 개념

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도되

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각된 스트레스

를 매개로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심리사회적 전략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최근 초기 성인기를 대표하는 대학생 

인구집단에서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대사증후군과 심혈관질

환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적 지지 강화뿐 아니라 대

학생의 스트레스 관리 전략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중장년층 위

주의 대사증후군 예방 연구에서 확대하여 향후 지역사회에 파

급력을 가지고 대학생의 대사증후군과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

한 보건교육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뿐 아니라 지각된 스트레스 감소

는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므로 건강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대학 차원

에서 보건실과 건강상담 통로를 활성화하여 대학생들의 사회

적 지지 자원 파악과 스트레스 수준에 대해 정기적인 스크리닝

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둘째, 추후에는 일상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여 지

각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보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파악하

고 이에 따라 정서적, 물리적, 정보적 지지 등을 제공해줄 수 있

는 대처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역량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보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개발된 프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후속 실험연구를 제안한다. 이

를 바탕으로 초기 성인기 인구집단의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

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른 심리사회적 요인의 직 ․ 간접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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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와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 행동 간의 상관관계: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검증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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