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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비교적 건강한 시기이지만, 학업, 

부모, 외모, 친구관계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다[1].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울

은 청소년을 사회적으로 위축시키고,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 

또래관계에서의 부적응, 비행 등을 초래할 수 있다[2,3]. 우리

나라의 경우,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발표 자료에 따

르면 지난 해 우울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2015년 23.6%(남 

19.7%, 여 27.8%)에서 2018년 27.1%(남 21.1%, 여 33.6%)로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다[4]. 미국의 경우에는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NSDUH)에서 2017~2018년 조사

된 자료[5]에 따르면 13.8%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

경험이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

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예방적 중재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

고 건강한 성인으로의 성장을 돕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Beck [6]은 우울을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자기

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서장애로 정의하였

다. 비합리적 사고로 인한 인지적 왜곡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왜

곡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울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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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이론은 우울의 원인에 대해 주목받는 이론 중의 하나다[7].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의 인지적 특성 중 

주관적 건강인지는 개인의 안녕상태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8]. 또한 개인의 건강수준은 객관적인 임상검사로도 측정

되지만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는 주관적 건강인지를 통해서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9],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쉽고 간단하게 

사정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10,11]. 청소년 대상의 연구를 

통해서도 자신의 건강이 불건강한 것으로 인지하는 경우 스트

레스 인지율이 높고[12], 우울[13]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청소년기는 자신의 체형에 대해 관심

이 높으며, 여학생의 경우 날씬하고 마른 체형, 남학생의 경우 

근육질의 체형 등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체형에 대해 

왜곡된 인지를 하게 되면 거식증 또는 다식증 등의 부적절한 식

사조절, 과도한 운동과 약물사용 등으로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14,15]. 이렇듯 주관적으로 왜곡된 체형인지는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신감 결여와 대인관계

에서의 위축 등으로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6,17]. 또한 자신의 건강을 불건강하게 인지할수

록 자신의 체형에 대해 왜곡된 인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18]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과 체형에 대해 긍정적인 인지를 가지도

록 돕는 것은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중

요하다. 한편, 청소년의 우울을 예측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

인으로 스트레스를 꼽을 수 있다[1]. 스트레스 인지율도 2015

년 35.4%(남 29.6%, 여 41.7%)에서 2018년 40.4%(남 32.0%, 

여 49.5%)로 우울과 비슷한 추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4].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은 장

기간에 걸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자신의 체형

을 어떻게 인지하는 가에 대한 외모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체형인지가 스

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1]. 

주관적 건강인지와 주관적 체형인지 외에도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요인에는 학업성적, 경제상태, 행복감, 수면

충족, 스트레스 등 많은 요인들이 알려져 있다[1,16,18-20]. 본 

연구에서는 비합리적인 인지적 왜곡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만나면 부정적인 사고가 잠복해 있다가 나타나 우

울상태로 발전하게 된다는 인지적 관점[7]에 따라 청소년의 건

강 관련 인지적 특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

과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청소년 대상의 대표성과 신뢰

성이 높은 국가자료인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4]에 주목하

였는데, 이차자료를 활용하는 본 연구의 특성 상, 우울 관련요

인으로 알려진 모든 특성을 포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

러므로 2018년도 자료에서 조사된 요인 중, 청소년의 경우 신

체적 문제보다 사회 ․ 정서적 문제를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주관적 건강인지[10]와 이에 반해 자신의 체형

에 대한 인지로서 신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주관적 체형인

지[4]를 포함함으로써 정신적 특성과 신체적 특성을 각각 고려

하였다. 그 외 우울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특성으로 조사된 수

면충족, 학업, 경제상태는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인지는 스트

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12],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준다[1]. 또한 주관적 체형인지는 스트레스 및 우울에 

영향을 주며[19], 신체이미지 왜곡은 스트레스를 높게 하여 우

울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18]. 청소년의 우울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는 있으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중 건강 관련 인지적 특성인 주관적 건강인지 및 주관적 체

형인지를 함께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들 인지적 특

성 요인이 스트레스를 매개로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 관련 

인지적 특성인 주관적 건강인지와 주관적 체형인지가 스트레

스를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정

신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건강 관련 인지적 특성이 스트레

스를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주관적 건강인지, 주관적 체형인

지, 스트레스 및 우울을 파악한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주관적 건강인지, 주관적 체형인

지,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파악한다.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인지, 주관적 체형인지가 스트레스

를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 관련 인지적 특성이 스트

레스를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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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분석연구

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이용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국민건강증진

법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매년 국내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

악하고자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왔다. 매년 4월 기

준의 전국 중 ․ 고등학교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며 모집단 층

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단계를 거쳐 자료를 수집한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2018년 조사에서는 39개 지역군과 학교급(중학

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모집단을 

117개 층으로 나눈 후, 표본크기를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로 배분하였다. 표본추출은 학교와 학급을 추출단위

로 하는 2단계 층화집락추출법이 사용되었다. 표본학급의 학

생은 1인 1대 컴퓨터를 무작위로 배정하고, 안내문에 인쇄된 

참여번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설문에 참여하였다[4]. 본 자

료는 질병관리본부의 원시자료 공개 및 활용규정에 따라 이용

하였으며[4],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면

제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SSWUIRB-2020-001). 

본 연구에서는 조사에 응답한 60,040명의 자료 전체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교급, 주관적 학업성적, 주

관적 경제상태, 가족동거상태 및 주관적 수면상태를 분석하였

다. 주관적 학업성적과 주관적 경제적 상태는 상(상, 중상), 중, 

하(하, 중하)로 재분류하였다. 가족동거상태는 ‘현재 거주형태

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 가족과 동거하는 집단으로 ‘친척집, 하숙, 자취, 기숙사, 

보육시설’로 응답한 경우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집단으로 정의

하였다. 주관적 수면 충족은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

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매우 충분, 충분, 보

통’으로 응답한 경우 충분한 집단으로 ‘불충분’으로 응답한 경

우 불충분한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2) 건강 관련 인지적 특성

건강 관련 인지적 특성은 주관적 건강인지, 주관적 체형인지

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지는 ‘평상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건강한 편, 보통’으로 응답

한 경우 건강한 집단으로 ‘불건강’으로 응답한 경우는 불건강

한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주관적 체형인지는 ‘자신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해 ‘찐 편(매우 찐 편, 약간 찐 편)’, 

‘보통’, ‘마른 편(매우 마른 편, 약간 마른 편)’으로 재분류하였

다.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날씬해지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

지만[16],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체형에 대해 찐 편은 부정적 인

지로, 마른 편은 긍정적 인지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므로 찐 

편, 보통, 마른 편을 각각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3)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단히 많이, 많이, 조금’ 느끼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 스트레스가 있는 집단으로 ‘별로, 전혀’ 느끼지 않는 것으

로 응답한 경우 스트레스가 없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4) 우울 

우울은 원시자료의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지표정

의에 따라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

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

다’와 ‘없다’로 응답된 자료와 동일하게 정의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원시

자료의 표본설계특성을 고려하여 층화변수(strata), 집락변수

(cluster), 가중치(weight) 및 유한모집단수정계수(finite pop-

ulation correction factor, FPCF)를 반영한 복합표본분석 계

획파일을 생성한 후 복합표본분석방법을 실시하여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이 확립되도록 하였다. 등확률 비복원 표본

추출 방식을 선택하여 분산과대추정을 방지하였다. 온라인조

사 특성 상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 설문문항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항목 무응답은 없으나, 논리적 오류 및 이상값에 대한 

일부 결측처리 비율은 2.0%로 낮아 무응답 대체를 하지 않고 결

과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인지적 특

성, 스트레스 및 우울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x2 test로 분석하였다. 스트

레스가 주관적 건강인지 및 주관적 체형인지와 우울과의 관계

를 매개하는지 각각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의 

검증방식을 활용하여 3단계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21]. 구체

적으로는 1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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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press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60,040)

Variables Categories n (%)

Depression

x2 (p)No Yes

n (%) n (%)

Sex Male
Female

30,463 (50.7)
29,577 (49.3)

24,176 (78.9)
19,656 (66.4)

 6,287 (21.1)
 9,921 (33.6)

1,177.99
(＜.001)

School Middle
High

30,229 (50.3)
29,811 (49.7)

22,570 (74.8)
21,262 (71.3)

 7,659 (25.2)
 8,549 (28.7)

93.99
(＜.001)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High
Middle
Low

23,420 (39.0)
17,526 (29.2)
19,094 (31.8)

17,858 (76.2)
13,026 (74.2)
12,948 (67.7)

 5,562 (23.8)
 4,500 (25.8)
 6,146 (32.3)

399.70
(＜.001)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24,207 (40.3)
27,808 (46.3)
 8,025 (13.4)

18,190 (75.0)
20,612 (73.9)
 5,030 (62.8)

 6,017 (25.0)
 7,196 (26.1)
 2,995 (37.2)

452.08
(＜.001)

Living with family With family
Without family

56,654 (94.4)
3,386 (5.6)

41,542 (73.2)
 2,290 (67.0)

15,112 (26.8)
 1,096 (33.0)

52.28
(＜.001)

Subjective sleep 
satisfaction

Sufficient
Insufficient

34,336 (57.2)
25,704 (42.8)

27,553 (80.3)
16,279 (63.4)

 6,783 (19.7)
 9,425 (36.6)

2,137.92
(＜.001)

Subjective health Healthy
Unhealthy

56,125 (93.5)
3,915 (6.5)

41,964 (74.8)
 1,868 (47.2)

14,161 (25.2)
 2,047 (52.8)

1,286.18
(＜.001)

Subjective body 
weight

Normal
Thin
Fat

21,848 (36.4)
15,000 (25.0)
23,192 (38.6)

16,340 (74.6)
11,165 (74.4)
16,327 (70.4)

 5,508 (25.4)
 3,835 (25.6)
 6,865 (29.6)

123.30
(＜.001)

Stress Do not feel
Feeling

11,090 (18.5)
48,950 (81.5)

10,392 (93.4)
33,440 (68.3)

 698 (6.6)
15,510 (31.7)

3,550.84
(＜.001)

Depression No
Yes

43,832 (73.0)
16,208 (27.0)

는 영향을 파악하고, 2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

입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독립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1단계에 비해 감소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주요 변수 간 회귀분석 후 sobel test를 이용하

여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재검증하였다.

연 구 결 과

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인지적 특성, 스트

레스 및 우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50.7%

와 49.3%로 비슷하였고, 학교급에서도 중학생 50.3%, 고등학

생 49.7%로 비슷하였다. 주관적 학업성적은 상 39.0%, 중 29.2 

%, 하 31.8%로 상이 가장 많았다. 거주형태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94.4%로 많았고, 주관적 경제적 상태는 중 46.3%, 상 

40.3%, 하 13.4%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수면충족은 보통 또

는 충분이 57.2%로 불충분 42.8%보다 조금 많았다.

건강 관련 인지적 특성에서 주관적 건강인지는 93.5%가 건

강한 편으로 인지하였다. 주관적 체형인지는 찐 편 38.6%, 보통 

36.4%, 마른 편 25.0%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81.5%가 느끼는 것으로, 우울은 27.0%가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인지적 특성 및 스

트레스에 따른 우울의 차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인지적 특성 및 스트레스

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우울은 성별(x2= 

1177.99, p<.001), 학교급(x2=93.99, p<.001), 주관적 학업성적

(x2=399.70, p<.001), 거주형태(x2=52.28, p<.001), 주관적 경

제상태(x2=452.08, p<.001), 주관적 수면충족(x2=2,137.92, 

p<.001), 주관적 건강인지(x2=1,286.18, p<.001), 주관적 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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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diating Effects of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Health and Depression (N=60,040)

Variables

Step 1 Step 2 Step 3 

Subjective health 
→ Depression

Subjective health 
→ Stress

Subjective health, Stress 
→ Depression

B (SE) OR p B (SE) OR p B (SE) OR p

Independence variables: 
subjective health

0.93 (.04) 2.53 ＜.001 1.08 (.08) 2.95 ＜.001 0.85 (.04) 2.34 ＜.001

Mediating variables: 
stress

1.60 (.04) 4.98 ＜.001

Model fit Wald F=443.12 (＜.001) Wald F=345.60 (＜.001) Wald F=483.09 (＜.001)

Sobel test Z=12.40 (＜.001)

B=coefficient, SE=standard error, OR=odds ratio.

Figure 1. Mediating effects of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health and depression.

인지(x2=123.30, p<.001), 스트레스(x2=3,550.84, p<.001)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 

3.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인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주관적 건강인지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

과와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회귀분석의 

각 단계에서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후, 1단계 주관

적 건강인지를 독립변수,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

과, 주관적 건강인지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0.93, p<.001), 분석모형은 안정적인 수준의 적합

도를 보였다(Wald F=443.12, p<.001). 2단계 주관적 건강인지

를 독립변수,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Wald 

F=345.60, p<.001),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인지는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08, p<.001). 3단

계 주관적 건강인지, 스트레스 변수를 투입한 후 우울을 종속변

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Wald F=483.09, p<.001), 

주관적 건강인지(B=0.85, p<.001)와 스트레스(B=1.60, p< 

.001) 모두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어서 주관적 건강인지와 우울 사이의 회귀계수 0.85는 1단계의 

0.93과 비교하여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주

관적 건강인지와 우울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부분 매개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해당 매개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Z=12.40, p<.001)(Figure 1).

4. 청소년의 주관적 체형인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주관적 체형인지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

과와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회귀분석의 

각 단계에서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후, 1단계 주관

적 체형인지를 독립변수,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

과, 주관적 체형인지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마른 편 B=0.10, p<.001; 찐 편 B=0.15, p<.001),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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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diating Effects of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Weight and Depression (N=60,040)

Variables

Step 1 Step 2 Step 3 

Subjective body weight 
→ Depression

Subjective body weight 
→ Stress

Subjective body weight, stress
→ Depression

B (SE) OR p B (SE) OR p B (SE) OR p

Independence variables:
subjective body weight

Thin
Fat

0.10 (.03)
0.15 (.02)

1.10
1.16

＜.001
＜.001

0.09 (.03)
0.33 (.03)

1.10
1.40

＜.001
＜.001

0.09 (.03)
0.11 (.02)

1.09
1.11

＜.001
＜.001

Mediating variables:
stress

1.63 (.04) 4.98 ＜.001

Model fit Wald F=317.23 (＜.001) Wald F=310.41 (＜.001) Wald F=378.42 (＜.001)

Sobel test Thin: Z=2.06 (＜.001), Fat: Z=4.28 (＜.001)

Figure 2. Mediating effects of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body weight and depression.

석모형은 안정적인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Wald F=317.23, 

p<.001). 2단계 주관적 체형인지를 독립변수, 스트레스를 종

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F=310.41, p<.001), 청소년의 

주관적 체형인지는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른 편 B=0.09, p<.001; 찐 편 B=0.33, p<.001). 3

단계 주관적 체형인지, 스트레스 변수를 투입한 후 우울을 종

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Wald F=378.42, p< 

.001), 주관적 체형인지(마른 편 B=0.09, p<.001; 찐 편 B= 

0.11, p<.001)와 스트레스(B=1.60, p<.001) 모두 우울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주관적 체형인지와 

우울 사이의 회귀계수(마른 편 0.09; 찐 편 0.11)는 1단계의 회

귀계수(마른 편 0.10; 찐 편 0.15)와 비교하여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주관적 체형인지와 우울의 관계에서 스

트레스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해당 매개경

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마른 편 Z=2.06, 

p<.001; 찐 편 Z=4.28, p<.001)(Figure 2).

논 의

본 연구는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

리나라 청소년의 건강 관련 인지적 특성이 스트레스를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와 이에 관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모형에서 주관적 건강

인지가 스트레스를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건강인지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

울에 대한 주관적 건강인지의 직접적인 영향에서는 자신이 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비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약 2.5배 더 높았다. Kang [13]의 연구

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주관적 건강인지가 불건강할 경우 

우울경험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주관

적 건강인지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부분 매개효과

는 자신의 건강을 불건강하게 인지하는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인지할 경우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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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주관적 건강인지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

개효과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지

만, 각 변수 간 직접적인 영향에서 주관적 건강인지가 불건강할 

경우 우울이 높게 나타난 Kang [13]의 연구,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과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의 장기적인 

영향을 밝힌 Lim과 Chung [1]의 연구, 주관적 건강인지가 불

건강한 경우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Park [12]의 연구

는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

이 밝혀졌으므로 청소년의 우울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

하기 위해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성인에 비해 청소년은 자신의 건강을 평가할 때 신체적 문제보

다는 사회 ․ 정서적 기능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여학

생의 경우 행복감, 절망감, 스트레스 유무에 따라 주관적 건강

을 평가한다[10]. 청소년기는 자아통찰력이 발달함에 따라 자

신의 건강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고,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양식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22,23], 청소년

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에 대한 예

방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된 영향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중재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모형에서 주관적 체형

인지가 스트레스를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주관적 체

형인지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의 체

형을 보통으로 인지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마른 편으로 인지하

는 경우는 약 1.1배, 찐 편으로 인지하는 경우는 약 1.2배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19]의 한국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도 실제 비만도와 우울과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 자신의 체형을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경우 보통체중 이하로 인식할 때보다 우울을 경험한 

비율이 1.9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선행연구들에서

도 청소년의 주관적 체형인지가 우울 등의 주요 정서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16,17,20]. 한편, 본 연구에서 자신의 체

형을 마른 편 또는 찐 편으로 생각하는 경우 스트레스를 부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신체이미지 왜

곡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밝힌 Maeng

과 Han [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다만 체질량지수 대비 자

신의 체형을 보통 또는 찐 편으로 인지하는 경우만을 신체이미

지 왜곡으로 변수를 정의한 후 측정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

이가 있다. 그리고 체질량지수 대비 자신의 체형을 저체중으로 

인지하는 반대의 경우는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 대비 자신의 체형에 대해 

찐 편, 마른 편, 보통으로 생각하는 경우 우울의 차이를 확인하

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체형에 대한 왜곡인지 종류에 

따라 중재방안을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이다. 또한 매개효과분석은 아니었으나 Kim 등[19]의 연구에

서 여학생의 경우 자신의 체형을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경우 보

통체중 이하로 인식할 때보다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이 2.24

배, 우울 경험 비율이 1.91배 높았고, 실제 비만도가 과체중인 

여학생은 스트레스는 유의하게 높았으나, 우울에서는 정상군

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Oh [16]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체형

은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을 포함하는 정신건강문제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Lim과 Chung [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 중 학업, 부모 

다음으로 외모 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외모 스트레스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

과들을 토대로 보면, 체형에 대한 인식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

고, 이는 우울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 비만

도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체형을 마른 편, 찐 편 또는 왜곡 인지

하는 경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청소년

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사회문화적 기준에 적합한 외모를 추

구하기 위해 불건강한 체중조절행위를 하여 신체적 건강에 대

한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우울과 불안 등의 정신적인 문제까

지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7,18]. 청소년기의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부정적 인지는 생애 전반에 걸친 건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형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가질 수 있

도록 성별, 연령 등의 영향요인을 고려하는 중재가 필요하다.

건강한 성인으로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청소년의 우울에 대

한 예방과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청소년기는 스트레스

가 많은 시기로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은 학업성적과 진학을 비

롯하여 교우관계, 외모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실정

이다[12].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울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며[1], 

우울증은 일상생활에서 의욕과 즐거움이 감소하고 주의집중

력과 판단력이 저하되며, 자살에 관한 생각이나 시도로까지 이

어질 수 있다[24]. 더 나아가 15~29세 사망의 두 번째 원인이 자

살임을 감안한다면, 청소년의 우울증을 예방하는 것은 청소년

의 자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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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외모 및 건강에 관한 상담이 필

요할 경우 학교의 보건실 또는 상담실, 지역사회의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접근이 용이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올바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돕는 내용

을 포함하는 다양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가

시간이나 방과 후 활동에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주관적 건강인지와 주관적 체형

인지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 문제에 중요한 변수임을 확

인하였고, 정신간호중재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횡단적으로 수집된 자료이므로 인과관계의 해

석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 종단적 설계

를 통해 건강 관련 인지적 특성, 스트레스 및 우울 간의 상호 인

과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차자료의 특성상 주요 

변수를 측정함에 있어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으므로 개념의 

측정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각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할 것

을 제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층

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표본추출을 한 것이므로 표본의 대

표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자기기입식 조사를 진

행하였으므로 익명성의 보장으로 답변의 신뢰도가 높은 자료

를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표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자

료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 관련 인지적 특성과 우울과의 관계에

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추후 관련 연구, 간호

중재 및 청소년 복지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

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 관련 인지적 특성인 주관적 건강인

지와 주관적 체형인지가 스트레스를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관적 건강인지와 주관적 체형인지는 우울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스트레스는 이를 부분 매개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주관적 건강 및 주관적 체형에 대한 올바

른 인식을 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올바르고 긍정적인 인식

을 가지도록 돕는 내용을 포함하는 다양한 스트레스관리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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