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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누적위험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한 소 영

  본 연구는 빈곤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누적위험요인이 매개효과를 수행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주목적

으로 한다. 청소년기의 건강은 청소년 스스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며 아울러 향후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

한 요소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건강을 잘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여기에는 청소년 개인의 특성이나 건강행위 외에도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 중에서도 빈곤은 단일 요인으로서는 

건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빈곤

과 청소년 건강의 관계를 다룬 상당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

들은 대부분 건강에 대한 빈곤의 영향력만을 확인하거나 대표적인 소수

의 매개변수만을 고려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위험요인의 연합적인 발생이라는 빈곤의 

특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갖는다. 위험요인의 연합적 

발생이란 하나의 위험요인이 있을 때 다른 위험요인들도 연이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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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위험다발(bundling)을 구성한다는 것인데, 이는 빈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곤 그 자체의 영향 외에도 빈곤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타 위험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누적위험요인은 이러한 특징을 잘 반영하는 개념으로, 이는 

위험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서 각각 영향을 미칠 때보다 그 요인들이 누

적　또는 축적되었을 때 그 총합(sum)이 어떤 개별요인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실제로 누적위험요인 개념을 적용한 선행

연구들은 각 위험요인의 질적인 수준을 파악하기 보다는 각 위험요인을 

이진수화 함으로서 위험요인 개수의 총합으로 누적위험요인을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로모델을 적용하여 빈곤으로 인

해 나타나게 되는 청소년 간의 건강격차를 살펴보는데 있어 누적위험요

인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1) 빈곤여부는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빈곤여부는 누적위험요인 및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에 영향을 미치는가?

3) 빈곤여부는 누적위험요인 및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의 매개를 통해 청  

   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

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등학교 4학년 패널 6차년도

(2015)’ 자료를 토대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조사에서의 연구

대상은 총 2,378명이나, 본 연구에서는 주요변수에 대한 미응답자를 제

외한 총 1,877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건강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는 주관적 건강을, 독립변수는 욕구소득비

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구의 빈곤여부를, 매개변수로는 누적위험요인을 

고려하였다. 또한 누적위험요인 외에도 개별 위험요인의 성격에 따라 개

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으로 분류한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의 매개효

과를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은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방

법을 적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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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가구의 

빈곤은 청소년의 건강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

곤 가정의 청소년은 비빈곤 가정 청소년에 비해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빈곤은 누적위험

요인 및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먼저 모든 위험요인의 총합인 누적위험요인의 경우 빈곤 가정의 청소년

은 비빈곤 가정 청소년에 비해 누적위험요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

한 누적위험요인을 영역별로 구분한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의 경우에도 빈

곤 가정의 청소년은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에서 모두 비빈곤 가

정의 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위험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빈곤여부는 누적위험요인의 매개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실제로 총 누적위험요인은 가구의 빈곤과 청소년 

건강의 관계에 있어 완전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의 경우에는 가족영역을 제외한 개인영역과 학교영

역이 빈곤과 건강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매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분석자료로 활용한 KCYPS 패널의 건강 관련 자료가 매우 

한정적인 관계로 건강과 관련한 변수들을 풍부하게 투입하지 못했다는 

점, 누적위험요인의 구성하는 과정에서 위험노출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

어 원점수의 4분위 값인 25%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사용한다는 점, 연속

변수를 이분변수로 변환함으로서 데이터를 손실한다는 점, 이로 인해 모

형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난다는 점, 누적위험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어 횡단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 청소년 건강을 살펴본다는 연구목적

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3학년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 빈곤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1년 단위의 가구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를 지닌

다. 

  상기한 제한점을 지님에도 본 연구는 가구의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누적위험요인이 건강에 미

치는 위험성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 빈곤으로 인한 건강격차를 



- iv -

살펴보는데 있어 누적위험요인을 매개변수로 고려하였다는 점, 매개변수

로 고려한 누적위험요인을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의 영역별로 구

분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본 연구는 빈곤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

어야 함을 제안했다는 점, 빈곤 청소년의 건강에 개입하는데 있어 개인

별 누적위험요인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빈곤 청소년의 건강증진

을 위한 개입의 초점을 영역별로 섬세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점, 빈곤가

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천적 개입을 실시하는데 있어 성차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각각 실천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주요어: 청소년 건강, 빈곤, 누적위험요인, 건강격차, 경로모델

학  번: 2015-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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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문제제기

  IMF 경제 위기 이후 빈곤은 핵심적인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경제위기 이전에는 수십 년에 걸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빈곤이 크

게 축소되어 5% 미만의 절대빈곤율을 보였으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전체 

인구의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크게 증대되어 사회정책상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구인회 외, 2009).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2016년 빈곤통계연보에 의하면 2015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 절대빈

곤 가구 비율은 12.5%, 중위소득 50% 미만 기준의 상대적 빈곤 가구 비

율은 12.8%로, 전체 가구의 1/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 상당수의 가구들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빈곤은 이를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데(김효진, 2008), 그 중 하나가 건강이다. 실제로 빈곤은 단일 요인으

로서는 건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허종호 외, 2010), 

이와 관련하여 빈곤과 건강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강영주, 정광호, 2012; 김자영, 2014; 김진영, 2007; 김진현, 원서진, 

2011; 박정민 외, 2015; 이상문, 2008; 이태화 외, 2005; 이훈희, 2015; 장

휘숙, 2010; 허종호 외, 2010 등).

  건강에 대한 빈곤의 부정적 영향력은 빈곤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들은 경제적 박탈뿐 아니라 신체적, 심

리적, 사회문화적인 박탈 등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지

적,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Korenman et al., 

1995). 특히 빈곤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돌

봄과 교육,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함으로서 신체적, 정신적인 건

강문제의 위험을 갖고 있어 이들의 건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조경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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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가정 자녀들의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논의 및 연구들은 활발히 수행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빈곤가정 

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 빈곤 청소년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건강과 관련한 연구 자체가 많이 수행되지 않

았는데, 이는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생애주기에서 신체적으로 가장 건

강한 시기로 인지되는 시기라는 것(박남희, 이해정, 2002)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청소년기는 흔히 사망이나 만성질환의 이환으로 측정되는 객관적 

건강지표가 가장 양호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소년 건

강과 관련한 연구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건강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 이유는 청소년기에는 정서적 불균형 상태나 문제행동 같은 심리

사회적 부적응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최은석, 2004). 청소년기는 아

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Erikson, 1968) 신체적 성장, 성

적 성숙, 정서적 변화 등 생물학적으로나 심리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발

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의 급격한 성장과 자율성의 증가

는 청소년들이 위험한 환경에의 영향에 더 취약해질 가능성 및 부적응에 

처할 위험을 증가시킨다(주소희, 2008).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

성들은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일지는 몰라도, 이들이 모든 

측면에서 건강한 상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두 번째 이유

는 청소년기는 성인기의 건강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이

다.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과 함께 이 시기에 형성된 건강위험행태는 

앞으로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Gerstein et al., 1993) 만약 청소

년기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는 청소년기의 핵심과제인 발달

과업의 성취와 관련하여 성인기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서선

주, 1999; Kazdin, 1993). 세 번째 이유는 청소년기의 건강은 청소년 현재

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신체적 건강의 문제는 건강

의 결핍 외에도 능력의 결핍으로 이어지게 되고(안진상, 김희정, 2013), 

정신건강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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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있어 청소년의 건강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빈곤 그 자체만이 청소년의 건강에 단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빈곤의 경우 위험요인들의 연합적 발생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과 관련이 있는데, 위험요인의 연합적 발생

이란 하나의 위험요인이 있을 때 다른 위험요인들도 연이어 발생하는 것

을 의미한다(김성경, 2006). 즉 빈곤은 그 자체의 문제 외에도, 빈곤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빈곤의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있어 

빈곤 그 자체의 영향 외에도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위험요인들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 누적위험요인이다. 누적위

험요인이란 단어 그대로 ‘위험요인’이 ‘누적’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으로, 다시 말해 누적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여러 위험요인에 한꺼번

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뜻한다(강현아, 2013; 김서현 외, 2015; 김성경, 

2006; 주소희, 2008; Gerard & Buehler, 2004a; 2004b). 누적위험요인의 

기본 전제는 위험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서 각각 영향을 미칠 때보다 그 

요인들이 누적되었을 때의 총합이 어떤 개별요인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장영은, 권윤정, 2014). 또한 누적위험요인은 각 위험요인이 영

향을 미치는 질적인 수준보다 위험요인의 개수를 강조한다는 특성이 있

다. 이러한 특성으로 누적위험모델은 하나하나의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

추기 보다는 다수의 위험요인들의 축적(accumulation)에 집중하여 모델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누적위험모델은 빈곤과 같이 위험요인이 중첩적

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할 경우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러한 유용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빈곤의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있어 매개변수로 누적위험요인을 고려하였

다. 또한 누적위험요인을 개별 위험요인의 성격에 따라 개인영역, 가족

영역, 학교영역으로 구분한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을 함께 고려하였다.



- 4 -

  또한 이를 잘 뒷받침할 수 있는 틀로서 본 연구는 경로모델을 사용하

였다. 경로모델(pathways model)이란 건강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경로, 즉 매개하는 경로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모형을 말한다. 이는 

빈곤이라는 주원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경로의 존재를 

고려함으로서 빈곤으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청소년의 건강

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유용성을 갖는다. 

즉 빈곤 -> 누적위험요인 -> 청소년의 건강이라는 경로를 통해 앞서 언

급한 빈곤의 특징을 연구모형에 반영하여 빈곤과 건강의 관계를 더 심층

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제까지 빈곤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청

소년 건강과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청소년 건강

의 중요성 및 연구의 필요성, 건강에 대한 빈곤의 영향력을 살피는데 있

어 위험요인의 연합적 발생경향이라는 빈곤의 특징을 고려해야 할 필요

성과,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누적위험요인의 개념 및 특징, 경로모델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 및 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빈

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누적위험

요인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다른 연령

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 건강 관련 연구를 수적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점, 누적위험요인 개념을 활용함으로서 청소년 건강에 대한 

빈곤의 영향력을 더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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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이 과정에서 누적위험요인 및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이 매개효과를 수행하는지 밝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빈곤여부는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빈곤여부는 누적위험요인 및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빈곤여부는 누적위험요인 및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의 매개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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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인 배

경 및 선행연구를 살핀다. 제 1절은 종속변수인 청소년 건강과 관련하여 

청소년 건강의 개념 및 청소년기 건강의 중요성, 주관적 건강에 대해 다

룬다. 제 2절에서는 건강격차의 개념, 건강격차 관련 모형에 대해 살펴

본다. 제 3절은 누적위험요인과 관련하여 위험요인과 누적위험요인 각각

의 개념 및 특징을 정리한다. 제 4절은 주요 개념간의 관계로서 먼저 본 

연구모형의 직접적 효과인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뒤 빈곤과 누적위험요인, 누적위험요인과 청소년의 건강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각각 정리함으로서 본 연구모형의 논리를 형성하였

다.

제 1절. 청소년의 건강

1. 청소년 건강의 개념 및 중요성  

 

  청소년(adolescent)은 사춘기(puberty)에서 성인기로 접어드는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를 뜻한다(김성이 외, 2004; 정선희, 2014; Arnett & 

Jeffrey, 2007; Steinberg & Laurence, 1999).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아

동기가 끝나는 13세에서 18세 사이를 전기 청소년기로, 18세에서 22-23

세 사이를 후기청소년으로 보는데, 청소년 전기에는 뚜렷한 신체적 변화

가 나타나며 청소년 후기에는 주로 심리적·사회적 정체감 형성이 나타

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라고 인

식되는 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대부분의 문화에

서 청소년 전기는 중·고등학생 시기를 지칭하고 있다(최옥채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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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청소년기는 흔히 사망이나 만성질환의 이환으로 측정되는 객관적 

건강지표가 가장 양호한 시기이기에 통상적인 보건학/의학 연구에서는 

다룰만한 주제가 많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소년

의 건강과 관련한 연구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건강

이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육체적(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으로 차원 전반에 걸친 안녕한 상태(WHO, 1948)로서, 질병의 

부재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

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청소년의 건강이란 단순히 청소년이 신체상

으로 질병이 부재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 정신적, 사회적인 측면까지 모

두 안녕한 상태로서 청소년이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건강이 갖는 다차원적 의미를 참

고한다면 청소년이 과연 건강한 상태인가에 관해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많은 변화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

은 혼란들을 고려해보면 그러하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

지는데, 이러한 특징적 발달양상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기를 서로 다른 

용어로 부르고 있다. 신체적 발달측면에서는 신체적 성장이 급격하게 이

루어지는 제 2의 성장 급등기(second growth spurt), 성적 성숙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사춘기(puberty), 심리적 측면에서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심리적 이유기(psychological weaning)

라 불린다. 또한 정서적 측면에서는 정서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질

풍노도의 시기(storm and stress period),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모로부터

의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잦은 갈등을 일으

키는 제2의 반항기(second opposition period)이지만, 여전히 어린이도 성

인도 아닌 주변인(marginal man)에 머물러 있는 특징적인 발달양상을 보

인다(권중돈, 김동배, 2005). 이렇게 청소년을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는 청

소년기에 신체적 성숙 외에도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점

을 내포한다. 

  이와 관련하여 Erikson(1968)은 청소년기를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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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도기로서, 발달적 위기상태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며 더불어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기는 가족구조 및 학교, 사회 환경의 변화 등의 요소들이 

청소년의 인성 및 성격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시기로 여러 위험요소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모상현 외, 2013).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특성들을 고려한다면 청소년들이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이로 인해 초래되는 부적응 문제나 혼란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

의 건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한편 청소년기의 건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 이유는 

청소년기에는 정서적 불균형 상태나 문제행동 같은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최은석, 2004). 앞서 언급했듯 청소년기에는 급

격한 신체적 변화 외에도 성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많은 변화는 청소년에게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시기라는 특성은 고유한 인간으로서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나

가게도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혼란과 방황을 경험하는 등 여러 심리사

회적 부적응이 나타나기가 쉽다(소선숙 외, 2011). 즉 청소년기에 신체

적·인지적·대인적·환경적 변화와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Compas, 1987; Schonert-Reichl & 

Muller, 1996), 청소년기의 건강에 대한 관심 및 관련 문제에 대한 개입

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두 번째 이유는 청소년기는 성인기의 건강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중

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소년기 자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 형성된 건강 관련 행태는 성인이 되어서의 건강상태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청소년 시기의 건강위험행태의 경우 그 

시작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Gerstein et al., 1993). 특히 건강위

험행태는 앞으로의 사망률과 질병발생률을 결정하는 변수라는 점에서 청

소년기의 건강위험행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기



- 9 -

의 정신건강 역시 성인기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청소

년기의 핵심과제인 발달과업의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소년기에 

건강한 정신을 가졌을 경우 이 시기의 발달과업과 다가올 성인기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지만(Erikson, 1994), 만약 청소년 시기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이 시기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심각한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서선주, 

1999; Kazdin, 1993). 이렇게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어서의 건강지위를 형

성하는 하나의 도약기로 자리를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소선숙 외, 2011) 

청소년의 건강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 이유는 청소년기의 건강은 청소년 현재의 삶의 질에 많은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건강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

한 조건으로, 질병이나 불(不)건강 등의 신체적 건강의 문제는 단순히 건

강의 결핍이 아닌 능력의 결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건강의 차이는 삶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안진상, 김희정, 2013). 또한 정신건강 역시 신체건

강과 함께 청소년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요소로서 우울이나 공격성 

등의 정서문제들은 청소년의 건강 외에도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며, 자칫 폭력이나 비행 등으로 이어지기가 쉽

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또래청소년들의 삶의 질까지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소선숙 외, 2011). 청소년기는 성인기 건강이라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지나쳐야 할 정거장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인권 주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

고, 우울, 불안, 적대감, 스트레스와 같은 여러 유형의 심리적 변인들을 

공고히 다져나가는 것은 청소년의 삶의 질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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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건강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

을 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뜻

한다. 이 개념의 특징은 2가지로, 첫 번째는 양적인 측면에서 건강의 범

주를 확장시켰다는 점이다. 즉 건강을 단순히 신체적 측면에서만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정신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최근 건강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신체적 

측면, 정신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이 고려되고 있으며, 각

각의 개념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건강 개념에 

대한 질적인 확장인데, 이는 건강을 질병의 부재라는 차원에서 더 나아

가 안녕(well-being)한 상태로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특징은 모두 건강이라는 개념의 확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건강에 대한 개념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건강을 삶의 질 차원에

서 이해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측정하려는 연구가 의학 및 사회과학 분야

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한 연구의 경우 이러한 확장된 개념을 고

려하기가 쉽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 건강과 관련한 연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청소년기는 타 연령대에 비해 객관

적 건강지표가 건강하게 나타난다는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 건강과 관련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두 번째 이유는 

분석방법의 한계이다. 사실 건강 범주의 양적인 확장과 관련하여 신체적 

건강 외에도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등을 객관적 건강지표를 통해 파

악한 연구는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고충숙, 2012; 구승신 외, 2011; 구자

경, 2004; 김정숙, 2016; 민동일, 2007; 배정이, 2006; 양미진 외, 2006; 이

홍직, 2015; 전신현, 2004; 조수민, 노충래, 2014; 최장원, 김희진, 2011).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범주의 건강변수들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

적인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방법의 한계는 청소년의 

건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세 번째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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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구의 부족이다. 이는 건강의 질적인 측면에 관한 것으로, 그나마 청

소년 건강의 양적 확장과 관련한 연구는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편이지

만, 청소년 건강 개념의 질적인 확장과 관련한 연구는 아직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건강을 안녕감의 수준까지 파악하는 

측정도구는 건강의 범주로 어떠한 개념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측정도구의 타당성의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홍대우, 김춘경, 

2006). 더군다나 이러한 측정도구는 성인용 검사로 만들어진 경우가 대

부분이라서 청소년에게 그대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정리하자면 현재까지 청소년 건강을 측정하는 다양한 개념들은 신체

적, 정신적 건강 등 각각의 영역에 대한 개별적인 측정은 수행하지만, 

이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평가를 내리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양적인 측면에서 건강으로 고려하는 범주가 확장되기는 하였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건강 관련 척도들은 안녕감과 같은 건강의 

질적인 수준까지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건강을 측정하는데 

있어 주관적 건강상태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건강(self-rated health; 

SRH)이란 개인이 스스로의 건강상태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로서, 이는 앞

에서 언급한 청소년 건강을 측정하는 개념들이 가진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주관적 건강은 청

소년 건강에 있어서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주관적 건강은 한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

한 측면의 건강상태를 압축적으로 표현해주는 지표이며(염지혜 외, 

2012), 본인의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평

가를 내림으로서 의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건강상태에 대한 개

인적인 견해를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E.Ware, 1987). 즉 개인은 오래전

부터 알고 있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객관적인 건강수치 자료, 주관적인 

인식 등으로 자신의 현재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때문에(박정규, 2014) 다

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

는 주관적 건강은 안녕감의 수준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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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은 본인 스스로의 건강을 ‘좋다’ 혹은 ‘나쁘다’로 판단함으로서 

질병보다 안녕(well-being)을 강조하는 긍정적 측정방식이라는 점에서 장

점이 있으며(서문진희, 이현아, 2011; 오영희 외, 2006; Fehir, 1990) 이로 

인해 건강 개념의 질적인 확장까지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

다.

  주관적 건강을 조사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항은 ‘현

재 당신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이며 대부분 이를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부터 ‘매우 건강하다’까지 4점 또는 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

성하고 있다. 이렇게 단순한 문항구성으로 인해 주관적 건강은 여타 객

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조사에 비해 측정이 매우 간단하고, 국제적인 

비교도 가능하여(안진상, 김희정, 2013) 보건연구에서 일반적인 건강지위

를 측정하는데 있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며, 건강상태에 대한 대리변수

(proxy variable)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응답자의 현재의 일반적인 건강상태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 묻

는 주관적 건강 문항은 응답자의 실제 건강상태를 측정하는데 있어 여러 

요인들로 인한 측정오차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측정오차로는 준거그

룹편의, 적응편의, 천장효과와 바닥효과 등이 있다. 먼저 준거그룹편의

(reference group bias)는 응답자의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묻는 주관적 건

강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준거로 

응답하지만, 연구자가 그 준거를 관찰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의를 말한다. 이러한 준거그룹에는 친구, 가족, 동년배, 같은 교육수준

을 가진 사람들, 같은 건강문제를 가진 사람들 등이 될 수 있다. 적응편

의(adaption bias)란 응답자가 주관적 건강상태 문항에 대해 자신의 (가까

운) 과거의 건강상태를 준거로 응답함으로서 발생하는 편의를 뜻한다. 

천장효과(ceiling effect)와 바닥효과(floor effect)는 주관적 건강 문항에 

최고점과 최저점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측정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

로, 먼저 천장효과는 주관적 건강상태 문항에 대해 최고점을 응답한 개

인이 다음 조사 때 건강이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주관적 건강 문항에 

더 높은 점수를 응답하지 못함으로서 측정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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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바닥효과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최요한, 2016). 

  이렇게 주관적 건강이 가질 수 있는 오차들은 주관적 건강이 실제 건

강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타당한지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 관련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사망률과 밀

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Benyamini & Idler, 1999), 객관적 건강상태와 

실제 사망률 모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Piko, 2007), 주관적 건

강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우울이나 비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

과(Goodman & Elizabeth, 1999), 병원 임상기록과 비교해 볼 때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결과(김혜련 외, 2004)가 있으며, 또 오히려 다른 세심

한 건강질문들에 비해 더 나은 신뢰도를 보여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

형용, 2010; 안진상, 김희정, 2013; Lundberg & Manderbacka, 1996). 이러

한 결과들은 주관적 건강이 개인의 건강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 의미 있

는 변수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주관적 건강 수준은 급성·만성, 치명적·비치명적 질병에 대

한 주관적 경험의 총합으로서, 행복과 삶의 질을 대변하는 지표이다(박

유민, 2013; 윤태호, 2010; 탁장한, 2016; 한미아 외, 2008). 즉 주관적 건

강인식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한 신체적 상태를 반영할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심리적 상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강영주, 정광

호, 2012) 또한 삶의 질로서의 건강수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확장된 건

강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수준을 측

정하는데 있어 주관적 건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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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건강 격차  

1. 건강격차의 개념

  건강격차(health disparities)란 사회적 약자 집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systematic)이고 회피 가능한(avoidable)1) 건강상의 차이로

(Braveman et al., 2011), 교육수준, 직업계층, 소득수준, 재산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를 의미한다(강영호, 2005). 이는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y), 건강 비형평(health inequity)과 유사한 의

미로서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데(이훈희, 2015; Diez, 

2012), 불평등이나 비형평의 경우는 격차라는 개념에 비해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갖는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건강

격차와 건강불평등, 건강비형평의 개념들이 의미상에 있어 약간의 차이

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어 및 관련 연구들을 

모두 포괄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전까지 건강은 개인적이고 생물학적(유전학적)이고 의학적인 문제의 

영역이라고 여겨졌으나(김진영, 2007; Adler & Ostrove, 1999; Link & 

Phelan, 1995), 1980년 영국에서 건강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담은 블랙리

포트(Black Report)가 등장한 이후 소득, 학력, 고용, 노동환경 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김수린 외, 2015; 김진영, 2007; 김혜련, 2005; 허종호 외, 2010; 

Kawachi & Kennedy, 1997; Smith et al., 1990). 블랙리포트는 영국의 노

동당 정부에 의해 출범한 건강불평등워킹그룹의 보고서로, 이 보고서는 

건강불평등이 왜 지속되고 있는지에 관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블랙리포트에서는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의 설명틀로서 4가지 요인을 

1) 따라서 생물학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 ‘피할 수 없는’ 건강상태는 엄밀한 의미
의 건강불평등(본 논의에서는 건강격차)의 영역에 포함될 수 없다(이훈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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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인조설(artifact explanations)로, 사회계층 간에 

건강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나타

난 인위적인 구성물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건강과 계층 모두 인

위적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이들 간에 관찰된 관계성은 낮은 수준의 유

의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관점은 사회계층을 건강불

평등의 원인으로 보기 보다는 데이터상의 오류로 인해 사회계층과 건강

불평등 간의 관계가 도출되었다고 본다(이훈희, 2015). 두 번째는 자연적/

사회적 선택설(theories of natural or social selection)로, 역인과설

(reverse causation)로도 불리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건강이 사회경제적 조건을 결정한다고 보는 논리

의 인과적 유의성이 더 크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건강상태가 나

쁜 사람은 하위계급으로 이동하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상위계급

으로 올라가는 사회적 이동이 계급 간 건강불평등을 야기하였다는 설이

다(이광옥, 윤희상, 2001). 세 번째는 문화적/행태적 요인

(cultural/behavioral explanations)으로, 이는 문화적 또는 행동요인의 차

이로 인해 건강불평등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생활수준이 낮

은 계층일수록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을 갖거나 건강을 위하여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데 무기력하다는 것이다(Baghurst, 1990; Kurshi et al., 1988). 

마지막은 물질적/구조적 설명(materialist/structuralist explanations)으로, 

물질적 결핍이 건강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블랙리포트에서 

가장 강조한 설명 틀로써 여기서는 특히 건강불평등의 원인으로 소득과 

근로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블랙리포트는 역사적, 학술적 측면에서 사회

경제적 건강불평등의 설명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Morris & Heady, 1955; Titmuss, 1943), 보고서에 제시된 각각의 주장들

은 모든 건강상태를 결정 짓는다기 보다는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이훈희, 2015).     

  한편 건강격차, 건강불평등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지위 등이 사용되는데, 이 중에서 

소득은 생활수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표적인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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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되어 왔으며(강혜원, 조영태, 2007; 이광옥, 윤희상, 2001), 가구소

득은 저체중아 출생, 인지발달, 신장 발달, 영유아기 사망과 성인기 사망 

등 여러 종류의 낮은 건강상태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지표라는 

점(Duncan, 1996), 교육수준이나 직업에 비해 고용상태를 잘 반영하며 물

질적인 상태나 계층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지표라는 장점이 있다(Stronks 

et al., 1995).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은 미성년자로

서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수준이나 직업지

위를 통해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여겨

지므로 소득수준으로 구분한 가정의 빈곤여부를 통해 건강격차를 살펴보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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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격차 관련 모형

  Diez(2012)는 건강격차를 설명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

적인 모형을  유전적 모델, 근원적 원인 모델, 경로모델, 상호작용 모델

의 4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유전적 모형(genetic model)은 유전적 차이를 건강격차의 주

요한 동인(driver)으로 보는 것으로, 개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적

이고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라 건강수준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모델

이다(Bartley, 2016). 이 모델은 인종이나 민족의 차이와 관련된 연구에 

주로 적용되었는데, 이러한 유전적 요인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격차에 있어 매우 영향력 있는 모델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종이나 민족은 사회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구

성된 것이므로 건강격차에 대한 설명은 유전적 영향보다 사회적, 역사

적, 문화적, 환경적 차원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Braun, 

2002; Cooper et al., 2003), 인종이나 민족 등은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Braun, 2002; Cooper et al., 2003; 

Kaufman & Cooper, 2008; Schwartz, 2001; Shields et al., 2005; Williams 

et al., 2010)로 인해 유전적 모델에 관한 신뢰가 감소하기도 했다. 그러

나 최근 유전적 다양성의 측정과 함께 이러한 유전적 요인들을 분리하거

나 군집화(clustering)를 가능케 하는 통계적 기술의 발달로 유전적 모델

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유전적 모델과 관련한 연구들

(Bastos-Rodrigues et al., 2006; Mountain & Risch, 2004; Rosenberg et 

al., 2002; Tang et al., 2005)에서는 유전적 모델의 유용성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근원적 원인 모형(fundamental cause model)으로 건강격차

를 발생시키는 근원적인 원인인 구조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모형이다. 

여기서 근본적 원인이란 표면적 원인(surface cause)과 구별되며 이는 특

정 결과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요인을 의미한다(Lieberson, 1985). 

이와 관련하여 Link와 Phelan(1995)은 사회적 조건이 건강불평등의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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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는 기존에 존재하던 건강상의 불평등을 유발하

는 메커니즘(mechanism)이 사라져도 다시 새로운 메커니즘이 등장하여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상이 지속되어 온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연속적인 재출현(reemergence)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SES)

를 가진 사람들이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지식, 돈, 특권, 

권력, 인맥 등의 광범위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며, 이러

한 광범위한 자원의 소유는 건강증진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할 동기나 접

근성, 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형편을 가능하게 한다. 즉 근원적 원인 

모델에서 건강격차를 유발하는 주요한 동인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행동의 차이로, 이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의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이러한 정보에 기반하여 건강증진 행

동을 가능케 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세 번째로 경로모델(pathways model)은 건강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다

수의 경로, 즉 매개하는 경로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모형이다. 앞서 

근원적 원인 모델이 건강불평등과 관련한 거대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대

신 이를 매개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덜 강조했다면, 경로모델은 이러

한 근원적 요인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이것 자체가 독립적으로 건강격차

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는다. 즉 어떠한 주요 원인이 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데 있어서 이것을 매개하는 경로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며, 이

러한 이유로 경로모델에서는 어떠한 주요 이론이나 거대 메커니즘을 강

조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다양한 경로나 매개 메커니즘을 고

려하는 경로모델에서는 주요요인으로서 행동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제

도적 요인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렇게 구체적인 매개 메커니즘을 설

명하는 경로모델은 건강격차의 주요 동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또 매개변인을 파악함으로서 건강격차를 제거

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상호작용 모델(interaction model)로 이것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사실 건강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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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의 존재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었으나 기존 연구

모형에서는 크게 고려되지 못했었는데, 상호작용 모델은 이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유전적 요인에 의해 건강격

차를 설명하는 것이 여전히 많은 제한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

려할 때(Mountain & Risch, 2004) 상호작용 모형은 건강격차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유전적 요인에 의해 설명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보충해줄 것

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위의 네 가지 모형 중 본 연구에서는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틀로서 경로모델(pathways model)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빈곤이라는 주요 원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매개경로를 함께 파악함으로서 빈곤과 건강의 관계를 더 심층적

으로 이해하기 위함이다. 또한 빈곤 환경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위험을 연관되게 경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강현아, 2013; 박현선, 2008; 윤현수, 오경자, 2010; Evans, 2003), 빈곤

과 관련한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빈곤과 건강의 관계를 매개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은 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어 경로모

델을 사용함으로서 빈곤과 관련한 다양한 위험요인의 총합인 누적위험요

인을 매개요인으로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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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누적위험요인

  본 연구에서는 경로모델을 기반으로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격차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경로모델은 빈곤이 건강격차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의 매개경로를 강조하는 모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빈곤한 환경에

서 위험요인의 연합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Rutter, 2001)을 고

려하여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격차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매개경로로서 

누적위험요인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먼저 위험요인과 누

적위험요인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서 연구모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

다. 

1. 위험요인

  위험(risk)은 인간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양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며(전학열, 2011), 위험요인(risk factor)이란 특정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개인적 특징 또는 상황 안에 존재하

는 측정 가능한 특징을 뜻한다(Goldstein & Brooks, 2005). 위험요인에 대

한 개념 및 정의는 학자나 연구에 의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Olson과 Goddard(2010)는 위험요인을 부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예컨대 어떤 질병의 발병률이나 사망률 등의 가능성을 증가

시키는 것과 관련한 상황이나 변인이라고 보았고, Wicks-Nelson과 

Israel(2004)은 행동상의 문제나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변인

으로 위험요인을 정의하였다. Gerard와 Buehler(2004b)는 위험요인을 아

동의 사회화 맥락 내에 존재하고 있는 부정적 발달결과의 가능성을 증가

시키는 환경적인 조건들로, 양종국과 김충기(2002)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

는 내·외적인 환경 중에서 발달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위험요인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

만, 기본적으로 위험요인은 긍정적 발달을 저해하는, 즉 부정적 발달결

과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1 -

(장희선, 2013).

  위험요인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스트레스와 취약성이 있는데, 스트레스

는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간에 변화 일반과 관련된 중립적인 개념으로 

주관적인 인식정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이고, 취약성은 특정 위

협에 더 민감하게 하는 개인특성을 뜻한다. 이에 비해 위험요인은 부정

적 방향이 확실한 개념이며 주관적으로 인식된 어려움이나 괴로움 정도

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위험 상황들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박

현선, 1998). 이러한 위험요인에는 특정 장애와 관련한 유전적인 요인, 

다루기 힘든 기질 등의 개별적 특성이 포함될 수 있고, 스트레스의 정도

가 높은 외상성의 생활사건이나 역경, 만성적 빈곤과 같은 환경적 요인

도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이은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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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적위험요인  

  누적위험요인(cumulative risk factor)은 누적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여러가지 위험요인에 한꺼번에 노출된 경우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강현

아, 2013; 김성경, 2006; 김서현 외, 2015; 주소희, 2008; Gerard & 

Buehler, 2004a, 2004b), 위험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서 각각 영향을 미

칠 때보다 그 요인들이 누적　또는 축적되었을 때 그 총합(sum)이 어떤 

개별요인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장영은, 권윤정, 

2014). 누적위험요인에 대한 탐색은 의학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예컨대 암 발생률의 경우 암 발생과 관련한 단 하나의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보다는 가족력, 흡연, 고지방의 식사 등과 같이 암 발생과 관

련된 다중의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들의 발생률이 더 높다는 결과와 관련

된다. 즉 여러 개의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들은 단지 하나의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들보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장휘

숙, 2006).    

  누적위험요인은 연합적 발생경향과 수적 중요성을 고려한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연합적 발생경향’이란 위험요인의 발생경향을 나

타내는 것으로, 하나의 위험요인이 있을 때 다른 위험요인들도 연이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김성경, 2006). 실제로 위험요인은 복잡하

고 누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험요인이 하나씩 따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Goldstein & Brooks, 2005), 위험요인은 종종 취

약성을 고조시키면서 한꺼번에 떼로 나타나서 위험 다발(bundling)을 구

성한다(Fraser, 2004). 이러한 연합적 발생경향은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나

타나고 있는데(Dishion et al., 1999; Rutter, 2001), 예컨대 청소년의 부모

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였을 때 가족갈등이나 경제적 빈곤의 위험요인이 

뒤따라 발생하여 위험요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특

히 빈곤은 이러한 위험요인의 연합적 발생경향이 강한 대표적인 변수로 

간주되고 있으며(Gassman-Pines & Yoshikawa, 2006; Rutter, 2001; Wells 

et al., 2010), 이러한 높은 연합적 발생경향으로 인해 빈곤은 다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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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장희선·김기현, 2014).

  다음으로 ‘수적 중요성’이란 누적위험요인이 위험요인의 수를 중요

시한다는 것으로, 위험요인의 ‘수’를 ‘내용’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

을 말한다(김성경, 2006; 주소희, 2008; Evans, 2003; Sameroff et al., 

1987a; 1987b). 실제로 누적위험모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발달이나 적

응 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가 특정한 위기요인의 나열이 아니라 

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 내 위험요인의 수라고 본다(Gerard et 

al., 2004a). 이것은 위험요인들이 하나만 존재할 때보다 다수의 위험요인

이 동시에 존재할 때 그 부정적 영향은 몇 배로 배가되어 나타난다는 점

을 전제하는 것으로(Appleyard et al., 2005), 위험요인의 수를 많이 가진 

청소년이 위험요인의 수가 적은 청소년에 비해 적응, 발달 및 문제행동 

등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점

에 근거하여 누적위험모델은 하나의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다수의 위험요인들의 축적(accumulation)에 집중하여 모델을 구성하고 있

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누적위험모델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위험요

인 개수의 총합으로 누적위험요인을 측정한다. 이를 위해 위험요인을 이

진수화(dichotomize) 하여 하나의 위험 요인이 있음(‘1’)과 없음(‘0’)

으로 나누는데, 이를 조작화 하는 방법은 위험요인이 비연속변수일 경우

와 연속변수일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비연속변수인 위험요인을 측정하

는 경우는 개념적으로 유의미한 위험기준을 조작적으로 설정하여 위험기

준에 해당되면 ‘1’로 그 외는 ‘0’으로 측정한다. 예컨대 ‘한부모 

가정 여부’ 변수의 경우 한부모인 경우는 ‘1’로, 그 외 나머지는 

‘0’으로 조작화하여 측정하는 것을 뜻한다. 연속변수인 위험요인의 경

우는 일정한 값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변수의 원점수의 4분위 값

인 25%를 기준으로 위험요인의 기준을 구성하거나, 변수의 원점수의 

16%(평균±1×표준편차)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그 기준을 삼고 있다. 누적위험요인과 관련한 국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

로 변수의 원점수의 4분위 값으로 위험기준을 구성하는 것을 그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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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고 있으며(김서현 외, 2015; 김성경, 2006; 백수정, 2016; 장희선, 

2013; 장희선, 김기현, 2014; 장영은, 권윤정, 2014; 장영은, 2016; 주소희, 

2008) 이러한 기준은 고위험에 노출된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누적위험요인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위험요인

들을 고려하였는데, 이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지만

(김서현 외, 2015; 김성경, 2006; 주소희, 2008), 본 논의에서는 설명의 용

이성을 위해 이를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누

적위험요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개인영역, 또래영역, 가족영역, 

사회환경 영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영역에는 성별, 연

령,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자기효능감, 낮은 자기통제, 낮은 성취감, 낮

은 신뢰감, 부적인 대인관계, 우울, 충동성, 음주, 성추행 및 성폭행 경험 

등의 위험요인이 있으며, 또래영역에서는 부정적인 또래관계, 낮은 또래

애착, 비행친구 애착 등이고, 가족영역은 낮은 경제적 수준, 가구주의 미

숙련 직업상태, 부의 실직, 부적절한 부모역할,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높은 부모갈등, 부모 별거, 가정폭력, 부/모의 정신장애, 모의 우울·불

안, 부정적 양육태도(학대경험), 낮은 부모관여, 낮은 부모애착, 낮은 가

족결속력, 가족구조(한부모 가정), 큰 가족규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회

환경 영역에서는 낮은 학업성적, 낮은 교사의 지지, 낮은 학교활동 참여, 

학교폭력, 낮은 사회적지지, 열악한 지역사회 환경 등이 고려되고 있다

(강현아, 2013; 김서현 외, 2015; 김성경, 2006; 박아란, 2013; 장희선, 

2013; 장희선, 김기현, 2014; 주소희, 2008; Gerard et al., 2004a; 2004b; 

Pollard et al., 1999; Small & Luster, 1994; Smith et al., 1995)

  누적위험요인을 사용할 때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누적위험요인은 아동·청소년의 발달상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데 유

용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몇몇 비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누적위험요

인은 발달상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단일위험요인들의 예측보다 뛰

어난데, 그 이유는 인간이 다수의 위험에 직면할 때 보이는 취약성과 관

련이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단일한 환경적 부담(demand)을 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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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는 상대적으로 능숙하지만, 다수의 위험이 동시에 공존할 때에는 이

를 대처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고 특히 이러한 위험이 고위험일 

경우라면 이러한 취약성은 더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누적위험요인은 다

수의 위험요인을 포함하고 있고, 위험 노출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높

은 절단점 값(cutoff values)을 기준으로 사용(통상적으로 상위 25%)함으

로서 고위험에 노출될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vans et al., 2013). 즉 수적인 측면에서 개인이 처한 위험요인이 많을

수록, 질적인 측면에서 그 위험의 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취약성은 증

가하게 되는데, 누적위험요인은 위험요인의 개수와 함께 위험여부를 판

단하는데 있어 높은 기준점을 사용함으로서 다수의 고위험에 노출된 아

동·청소년의 발달상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두 번째 장점은 위험요인들에 가중치를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수의 

개별 위험요인들이 발달에 각각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누적위험요인은 단일한 가중치를 사용

하고 개별 위험요인의 ‘질’보다는 위험요인들의 합인 ‘수’를 중시한

다. 이렇게 개별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과 이론적 모델이 부족한 상황에

서 단일 가중치를 사용하는 누적위험요인은 가중치를 적용한 예측변수에 

비해 더 강력(robust)하다는 장점이 있다(Cohen et al., 2003; Evans et 

al., 2013; Farrington & Loeber, 2000; Flouri, 2008; Wainer, 1976). 또한 

단일 가중치는 다중공선성에 덜 민감하다는 장점이 있다(Cohen et al., 

2003; Myers et al., 2010).

  세 번째 장점은 절약적(parsimonious)이라는 것으로, 누적위험요인은 

위험요인들을 합산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가 다수의 위험요인

을 대표하게 되고, 따라서 많은 위험요인들을 모델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Evans, 2003). 이것은 거대한 표본크기(sample size)가 없이

도 누적위험모델에 다수의 위험요인들이 포함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네 번째 장점은 통계적 유용성으로, 다수의 위험요인을 하나의 점수로 

합산하여 측정하는 누적위험모델은 다수의 개별 위험요인을 투입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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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에 비해 측정오류를 감소시킨다(Ghiselli et al., 1981). 또한 단일 척도

(measure)로는 관심이 있는 개념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

을 고려할 때 다양한 위험요인을 포함하는 누적위험요인에서는 타당도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Ghiselli et al., 1981). 

  마지막 장점은 정책적 유용성으로, 누적위험모델에서 위험요인의 수를 

쉽게 계산 수 있다는 단순성(simplicity)은 비전문가나 정책입안자에게 이

를 쉽게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것은 정책적 개입 시 표적화(targeting)를 쉽게 한다는 이점을 수

반하는데, 예컨대 다수의 위험요인에 노출된 아동을 정책개입의 우선순

위로 고려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Evans et al., 2013).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누적위험요인과 관련한 국내 연구

들은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로는 누적위험요인

과 학교 청소년 비행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김성경, 2006), 누적위험요인

과 이혼가정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주소희, 2008) 등

이 있고, 건강과 관련해서는 누적위험요인이 청소년의 우울, 불안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강현아, 2013), 가족의 누적위험요인이 영아기 발

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장영은, 권윤정, 2014), 누적위험요인이 유

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장영은, 2016) 등이 있다. 또 빈곤

과 관련해서는 빈곤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누적

위험요인의 효과를 고려한 연구(김서현 외, 2015),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

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누적위험요인의 효과를 고려한 연구(장희선, 김기

현, 2014) 정도로 많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언급했듯 위험요인의 연합적 

발생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빈곤의 특징을 고려할 때 빈곤의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어 누적위험요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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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주요변수 간 관계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틀을 이루는 주

요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인 빈곤이 종속변수인 청

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뒤 독립변수인 빈곤과 매개변수인 

누적위험요인의 관계, 매개변수인 누적위험요인과 독립변수인 청소년의 

건강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각각 정리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을 측정하고 있으나 본 절

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변수 간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있어서는 주관적 건

강 외에도 여타 건강 측정 개념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을 측정한 이유 중 하나가 다양한 건

강측정 개념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결과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1.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빈곤은 개인의 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알려져 있다. 사

실 빈곤과 건강의 관계는 그 방향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주장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건강이 경제수준을 결정한다는 사회적 선택론

(social selection)의 입장이다. 즉 활발한 사회이동의 결과로서 건강한 사

람은 상향이동, 불건강한 사람은 하향이동 됨으로서 개인의 건강이 계급

을 결정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건강이 사회적 환

경의 산물임을 간과하고 개인의 역량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원인론(social causation)으로 경제적 수준

에 의해 개인의 건강이 결정된다고 보는 주장인데, 여기에는 물질적 결

핍과 문화 결정론의 두 가지 설명이 있다. 먼저 물질적 결핍은 빈곤층의 

경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문화결정론은 빈곤층의 문화적 속성이 건강관

리의 부적절을 가져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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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요인으로는 소비 지향적 생활태도, 행동자제력 부족 등이 있다

(문창진, 1998).   

  이렇게 빈곤과 건강 간의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주장

들은 닭과 달걀 중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논쟁처럼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초기 청소년에 있어서는 

후자인 사회원인론의 입장을 적용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

다. 이는 초기 청소년은 미성년자로 아직 사회에 진출하여 주된 경제활

동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이며 보호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기이

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상태를 통해 계층이 결정된다기 보다는 보호자로

부터 계층이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에 있어서는 청소년 자신의 건강이 계층을 결정한다는 시각보다는 청소

년 가구가 속한 계층이 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사회원인론

의 방향성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거로 본 연구에서는 빈

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빈곤가정의 청소년들은 일반가정의 청소년과 비교할 때 건강상의 문제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의 경우 발달과업상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가

능성이 크며(김서현 외, 2015),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빈

곤은 청소년의 행동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Brooks-Gunn & Duncan, 1997). 또한 일부 연구의 경우는 빈곤가정에서 

성장한 아동, 청소년들이 주요 정신장애가 있다고 진단받을 확률이 대조

군에 비해 3배 이상이라고 보고하였다(Costello et al., 1996).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빈곤 청소년들

은 음식섭취의 문제, 의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및 열악한 물

리적 환경 등으로 인한 질환 및 사고 위험 등을 겪게 되고 이는 건강악

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빈곤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방식이

나 가정 내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여기에 노출된 자녀들의 건강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권은선, 구인회, 2010). 이러한 음식섭취, 의료서

비스에 대한 접근, 열악한 물리적 환경,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방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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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요인들은 빈곤으로 인해 파생된 위험요인임과 동시에 이는 다시 

청소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경로에 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의 빈곤은 청소년의 음식섭취와 관련하여 이들의 건강에 영

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Hanson과 Chen(2007)은 아동·청소년의 건

강증진행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면서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속한 청소년의 경우 과일, 야채를 섭취할 가능성은 적고, 고당도·고지

방 음식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이상균 외, 2015). 이러한 

빈곤 청소년들의 음식섭취와 관련한 문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신인순, 2011), 첫 번째는 빈곤가구의 경우 영양이나 건강보다 가

격을 우선시해서 식품을 골라 구매할 수 없는 상황과 관련된다. 즉 빈곤

가구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에 재정적으로 한계를 가지게 되고 이러

한 가격탄력성의 취약은 청소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Gulati, 2004). 두 번째는 가구 내 음식의 통로(food chennel)로서 기

능하는 주부의 역할과 관련된 것으로, 빈곤가구의 경우 일하는 주부가 

많고 근로환경도 좋지 않기 때문에 문지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가정 내 음식의 영양 상태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박지영, 2010). 세 번째는 빈곤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식불충

분(food insufficiency)의 상황으로 인해 자녀들은 가능할 때 많이 먹어두

고 축적하는 식습관을 가지게 되고, 이는 청소년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Alaimo, 2000). 

  또한 빈곤가정에서는 의식주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생활비에 압박을 받

기 때문에 의료보호(medical care)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쉽다(권은

선, 구인회, 2010). 실제로 이와 관련한 연구에서 ‘나는 필요한 경우에 

병원 검진과 치료를 받는다’라는 질문에 빈곤 아동과 비빈곤 아동, 빈

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빈곤 아동/

청소년이 비빈곤 아동/청소년에 비해 병원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었다(김광혁, 김동관, 2011). 또한 박경숙 외(2008)의 연구에서도 저

소득 가정의 경우 아동의 건강검진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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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있었다.

  빈곤으로 인한 열악한 물리적 환경 또한 청소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주거환경 및 지역사회를 살펴보면 먼저 

주거 공간 내 가구구성원들의 밀집 정도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정도가 

높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elsky 

et al., 2007; Malat et al., 2005). 또한 빈곤한 지역사회 역시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열악한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은 개인이 이용 가능한 자원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원이나 공공체육관, 방과 후 놀이 프

로그램,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공기가 좋고 환경오염이

나 폐수처리 시설이 잘 정비된 지역사회 내에서 성장하는 청소년과 그렇

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은 여러 건강지표에서 차이를 보

일 것이다(김세원, 김선숙, 2012). 실제 연구결과에서도 신체활동 습관을 

기르기 어려운 빈곤 거주지역의 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김혜경 외, 2008), 일반 환경과 비교하여 더 많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alff et al., 2001).  

  이와 함께 빈곤이 청소년 자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부모

의 양육태도는 상당히 의미 있는 요인이다. 빈곤은 부모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우울 수준 및 자살생각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자녀에게 바람직

하지 않은 양육태도를 보이게 함으로서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강은정, 2007). 또한 빈곤에 처해질 경

우 그 가정의 자녀는 양육자에 의한 학대 등으로 인해 심리적 혼란을 경

험할 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김광혁, 김정석, 2012; 여진주, 2010; 이봉

주, 김광혁, 2007).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들은 가구 빈곤이 아동, 청소년

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와 아동의 유대관계가 중요한 매개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다(권은선, 구인회, 2010; 김혜경 외, 2007; Dawson, 

1991).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실제 연구결과를 살

펴보면 Ziol-Guest와 동료 학자들(2009)은 빈곤이 아동의 건강상태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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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지수(BMI)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여기에는 아동 

출산 시 산모의 영양상태, 가정 내 식습관 및 열악한 주거환경이 매개역

할을 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빈곤이 청소년의 신장, 체중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

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부 연구들은 빈곤은 저체중과 관련이 

있으나 과체중이 공존할 수 있다는 주장(Hofferth et al., 2005), 빈곤 아

동들의 경우 일반 아동과 비교할 때 저체중 문제가 여전히 높으나 과체

중과 비만 문제도 일부 아동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 하고 있다(김혜

련, 2012). 또한 정신건강에 있어서 빈곤은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

제에 영향을 미치며, 반사회적 행동, 비행,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와

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cLeod & Shanahan, 1993). 이 외에도 

빈곤은 청소년의 건강위험행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운동 등과 같

은 건강행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황연희, 임재영, 2009).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건강 측정 변수로 설정한 주관적 건강과 관련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빈곤은 아동의 주관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권은선, 구인회, 2010; 김미숙, 2013), 가구의 소득은 청소년

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안진상, 김

희정, 2013; Vingilis et al., 2002), 가구풍요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주관

적 건강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김태형, 2015) 등이 보고되고 있다. 만 

2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일수

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게 나타난다는 결과(이정민 외, 2012)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여타 건강측정변수들과 빈곤 간의 관계와 동일하

게 가구의 빈곤이 주관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

다. 

  그러나 빈곤과 청소년 건강의 관계를 살피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빈곤의 측정방법이나 빈곤에 노출된 시점, 발달영역, 동반되는 다양한 

위험요소의 중첩정도 등에 따라 그 영향 정도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는 점이다(McLeod & Shanahan, 1993). 특히 빈곤의 지속기간은 이러한 

영향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이와 관련하여 Korenman과 동료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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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은 장기빈곤이 단기빈곤에 비해 아동의 인지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구인회 외(2009)는 지속적 빈곤을 경험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가 많

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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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과 누적위험요인

  본 논의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빈곤이 각각의 개별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생태체계적 관점을 고려하여 

개별위험요인의 범주를 구분하였다. 빈곤과 관련한 위험요인의 범주로는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의 총 3개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범주

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위험요인들은 이론적으로 혹은 선행연구에서 빈곤

과 유의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드러난 요인들이다. 이를 살펴본 후에는 

빈곤이 개별 위험요인들의 집합인 누적위험요인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

지 고찰하였는데,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빈곤이 개별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 

(1) 개인영역

  개인영역에서 빈곤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는 낮은 자

아존중감, 건강위험행동, 컴퓨터 중독, 휴대폰 중독, 성폭행/성희롱 피해

경험과 같은 스트레스적 외상사건 등이 있다. 

  먼저 빈곤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빈곤 환경

에서 청소년 자녀는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적절한 애정과 통제의 부재, 일상 생활영역에

서의 제약 등으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이현송, 

2008).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빈곤이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강희경, 2003; 구인회 외, 

2009; McLoyd, 1998).

  이 외에도 빈곤 가정의 자녀들은 음주나 흡연 등의 건강위험행동에 대

한 노출 가능성이 높다(김상아 외, 2010; 신옥순 외, 2003). 그 원인으로

는 가정 내 학습효과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 자녀가 보이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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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행동은 이러한 행동을 가진 부모로부터 학습된다는 것을 뜻한다(박

현선, 2008; 신옥순 외, 2003; 전재일, 유정숙, 2004). 특히 음주나 흡연의 

경우 이러한 원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컴퓨터 중독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김지영, 류현숙, 2003; 오

원옥, 2004), 이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빈곤가정 부모들은 자

녀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일반 가정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것과 관련된다. 즉 빈곤가정의 부모들은 자녀의 인터넷 사용 행동과 시

간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조경미, 2009).

  휴대폰 중독의 경우에도 빈곤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빈곤한 가정환

경 속에서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결과

적으로 현실 도피나 즉흥적 즐거움 등을 추구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

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조영윤, 고윤순, 2016).

  이 외에도 성폭력 범죄의 유발요인 중 하나로 분류되는 환경적 요인에

서는 경제적 빈곤상태가 나타날 경우 아동 성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

다고 본다(성도경, 이지영, 2012).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빈곤한 환경에 처

한 개인은 스트레스적 삶의 경험을 겪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강

현아, 2013; Duncan & Brooks-Gunn, 2000).

(2) 가정영역

  다음으로 가정영역에서 빈곤과 관련을 가지는 위험요인으로는 가족구

조의 결손, 낮은 부모감독, 낮은 부모애정, 부모(보호자)의 학대, 보호자

의 방임, 보호자의 좋지 않은 건강 등이 있다. 

  먼저 빈곤은 가족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인회, 2003; 김은정, 백혜정, 2007; Burnett & Farkas, 2009), 이는 빈

곤이 부모의 스트레스를 높여 가정 내 갈등을 증가시킴으로서 가정의 해

체를 유발 수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장희선, 김기현, 2014). 

  또한 빈곤은 낮은 부모감독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오승환, 김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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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부모-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빈곤가정이 비빈곤 가정에 비해 개

방적, 친애적 성향보다 권위적, 폐쇄적 특성이 강하고, 보호보다는 거부

와 방임 등의 부정적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정재, 

이재연, 1997). 이 외에도 빈곤한 환경에서는 양육자에 의한 자녀학대 발

생 가능성이 증가한다(김광혁, 김예성, 2008; 김광혁, 김정석, 2012; 여진

주, 2010; 이봉주, 김광혁, 2007). 이는 빈곤의 경우 부부관계, 자녀에 대

한 양육행동, 부모의 우울 등을 통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며(김광혁, 

김예성, 2008), 이 외에도 저소득 가정의 부모는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

게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자녀에게 부적절한 양육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

고 이로 인해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Plotnik, 2000)과 관련된다. 

  앞에서 살펴본 빈곤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가구의 

빈곤은 청소년 부모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가정의 

빈곤여부는 부모의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김정숙, 2016), 

이와 관련하여 De Cubas와 Field(1993)는 빈곤가정에서 부모의 우울증, 

음주문제, 약물남용 등이 매우 높은 빈도로 관찰된다고 보고하였다. 특

히 부모의 정신건강은 빈곤의 영향을 전달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Brooks-Gunn & Duncan, 1997). 

(3) 학교영역

  학교영역에서 빈곤과 관련을 가지는 위험요인으로는 낮은 성적, 낮은 

교우관계, 낮은 교사관계, 학교폭력 피해 등이 있다. 

  먼저 빈곤은 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구인회 외, 2006; 구인회 

외, 2009; 김광혁, 2006), 이와 관련하여 김광혁(2011)은 빈곤이 사교육 

및 인지적 자극, 부모의 생활 감독, 부모-자녀 간 애착, 자아존중감의 경

로를 통해 성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구인회 외(2006) 역시 빈

곤은 아동 가정환경의 인지적 자극 정도와 부모의 교육적 기대, 또래관

계 등을 통해서 학업성취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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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빈곤은 낮은 또래관계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는 또래관계를 맺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이은주, 이재연, 1996) 빈곤가정 부모의 경우 자녀의 사회적 측면

을 지지해줄만한 능력이나 동기가 부족하여 자녀에게 충분한 지도감독 

및 역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Pearl, 1971), 경제적 어려움을 경

험하는 부모들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결과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사회

적, 행동적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석주영, 박인전, 2009).  

  교사관계와 관련해서는 빈곤 자체가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 부(-)적 영

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빈곤으로 인해 파생된 여러 위험요인

들, 예컨대 낮은 성적이나 흡연·음주 등의 위험행동들이 청소년과 교사

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관

련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했다(황여정, 김경근, 2006).

  한편 빈곤은 학교폭력 피해의 위험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실제 연구에서 임대주택 거주는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봉주, 임세희, 2008). 이는 빈곤 

상황을 내포하고 있는 임대주택 거주 여부가 학교폭력 피해의 표적 특성

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정하은, 전종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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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이 누적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 

  누적 위험요인은 빈곤 환경 내에 중첩되어 있는 위험요인들에 의해 빈

곤이 개인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간주한다. 빈곤 자체가 개

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라도, 빈곤 환경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함께 작용함으로서 개인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다는 것이다. 아동 발달과 관련하여 종단적으로 살펴본 대표적인 연구

(Sameroff et al., 1998)에서도 소득 등의 변수가 아동발달에 주요한 차이

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이러한 변수들 자체가 다른 위험

요인들과 강하게 결합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장희

선, 김기현, 2014). 이는 빈곤 가정의 자녀들이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해 

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빈곤과 누적위험요인의 관련성은 앞서 언급한 ‘위험요인의 연

합적 발생경향’이라는 특성과 연관 지어 살펴볼 수 있다. 위험요인의 

연합적 발생이란 하나의 위험요인이 있을 때 다른 위험요인들도 연이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며(김성경, 2006), 그 중에서도 빈곤은 이러한 

위험요인의 연합적인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Rutter, 2001). 실제로 국내외 많은 연구들은 빈곤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Doan과 동료 학자들(2012)은 빈곤은 가족관계나 가정생활에 긴장과 불안

정성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아동은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 가족해체, 

가정폭력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것은 다시 아동 및 청소년

의 심리적 측면에 큰 충격과 혼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권은선과 

구인회(2010)는 소득이 낮은 부모들의 경우 불규칙한 직업을 갖거나 무

리하고 불안정한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우울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Hoghughi, 

1998; Riley et al., 2009), 이로 인해 부모는 자녀를 비일관적이거나 부정

적으로 대함으로서 자녀를 위한 긍정적 양육환경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자녀의 부정적인 발달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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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빈곤 아동은 비빈곤 아동에 비해 가족혼란, 폭력, 가족으로부

터의 분리, 불안정, 혼돈의 상황에 더 쉽게 노출되는 등 빈곤아동은 많

은 환경적 위험요인에 직면할 수 있으며(Evans, 2003), 빈곤가정에서 성

장하는 청소년들은 단순히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좌절 뿐 아니라 

부모의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부모의 약물남용,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가정폭력 등의 부정적 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

다(Alpern & Lyons-Ruth, 1993). 이는 빈곤이 다른 위험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기 때문에 빈곤 환경 내에는 다양한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

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와 관련하여 Evans(2003)는 빈

곤이라는 단일한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보다는 빈곤이라는 상황에 내재된 

다양한 위험요인의 중첩이 아동빈곤의 발병적 특징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비록 빈곤이 아동발달을 부정적으로 이끈다고 할지라도 빈곤이라

는 환경 내에 존재하는 여러 위험요인들의 융합이 아동빈곤의 독특한 특

징이자 핵심이라는 것이다(장희선, 김기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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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적 위험요인과 청소년의 건강

  본 논의에서는 앞서 살펴본 빈곤과 관련된 각각의 개별위험요인이 청

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개별 위험요인

과 청소년의 건강의 관련성을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위의 구성과 동일하

게 위험요인을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

으며, 청소년의 건강 관련 변수로는 주관적 건강 외에도 여타 건강측정 

개념을 반영한 연구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마무리한 후에는 개별 

위험요인들의 집합인 누적위험요인이 청소년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관련 연구들을 통해 고찰하였다. 

1) 개별위험요인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1) 개인영역

  개인영역에는 낮은 자아존중감, 건강위험행동, 인터넷 중독, 휴대폰 중

독, 성폭행/성희롱 경험 등이 고려되었다. 자아존중감은 건강의 모든 측

면과 관련된 요인으로, 먼저 개인의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친다(Wells & 

Marwell, 1976). 즉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건강습관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각된 건강상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건

강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Yarcheski et al., 1997). 그리고 자아존중감

은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과 약물남용, 우울, 범죄, 자살기도가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다(Bolognini et al., 1996). 또한 자

아존중감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지각된 건강상태와 순 상관관계

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계하 외, 2005; Cornwell & Schmitt, 

1990). 

  건강위험행동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잠재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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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손실의 가능성(chance of loss)을 지니는 행동(Arnett, 1998; Irwin, 

1993)이며, 흡연, 음주 등을 포함한 자신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손상시키

는 위험요인(금창애, 2015)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건강위험행동에는 과도

한 다이어트, 부적절한 생활습관, 스트레스, 흡연, 술에 만취하는 행동, 

위험하고 조숙한 성관계, 약물 남용, 본드 흡입, 살인 및 자살행동 등이 

있다(장병연, 2016; Levitt & Selman, 1996). 청소년기에 형성된 건강 관

련 행태는 한번 습관이 되면 수정하기 어려운데(Gerstein et al., 1993), 

이는 청소년기 자체의 건강 외에도 성인기가 되어서의 건강상태에 큰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한 위험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음주와 흡연은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최경원, 2014; Wang et 

al., 2011)가 있다.

  인터넷 중독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할수록 공격성은 증가하고 학교적응

과 또래관계는 낮아졌으며(이기영 외, 2008), 휴대폰 중독의 경우도 우울, 

불안, 강박, 편집증 등의 정신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충숙, 

2012). 또한 인터넷 중독과 휴대폰 중독은 정적인 생활습관과도 관련이 

있는 위험요인으로서, 정적인 생활습관이 건강 면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의 과체중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강재헌 외, 2000; 신

인순, 2011; 윤군애, 2002; 최길순, 정영, 2008; Dalton, 2007; Sothern & 

Gordon, 2003; Maziak et al., 2008; Merten, 2005; Popkin, 2006)을 고려할 

때, 인터넷 중독이나 휴대폰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정적인 생활습관으로 

인해  비만 등과 같은 건강상의 부정적 결과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유

추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인터넷 게임중독은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에 부(-)적 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경현 외, 2014).

  마지막으로 성폭행/성희롱 등의 스트레스적 외상사건은 피해자에게 있

어 심각한 건강문제를 유발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김영택(2012)은 성폭력 

피해가 건강 중에서도 특히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즉 성폭력 피해 경험 후 신체적 건강수준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있는 

반면 정신적 건강수준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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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여성의 경우는 스트레스 및 우울감이 상당히 심해져서 실제 자살 시도

까지 이루어졌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2) 가족영역

  가족영역과 관련하여 가족구조의 결손, 낮은 부모감독, 낮은 부모애정, 

부모(보호자)의 학대, 보호자의 방임, 보호자의 좋지 않은 건강 등과 건

강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구조의 결손과 관련하여 한부모 가정과 같은 결손가정의 자

녀는 양부모가정의 자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건강상태를 보

였는데, 이는 가족구조가 가족 내외의 사회적 자본과 같은 양육자원이나 

양육행위를 변화시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관련된다(구

인회 외, 2009). 이는 또한 빈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영향을 미치

고 있었는데, 대체로 양부모가정에 비해서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부모가 자녀를 지

원하거나 돌보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김정숙, 2016). 이러한 문제는 한

부모 가정 자녀의 우울 수준이 양부모 가정 자녀의 우울 수준보다 높으

며(송수정, 2014), 이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과(김

정민 외, 2015)와 관련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관적 건강

인식과 관련하여 한부모 가족의 아동은 양부모 가구 아동에 비해 주관적

인 인식에 있어 더 낮은 건강수준을 보였으며(권은선, 구인회, 2010), 청

소년의 경우에도 가족구조가 한부모 형태일 때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경원, 2014). 

  다음으로 부모감독, 부모-자녀 애착과 같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는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 과정에서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자이기 때문에 부모

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신체발달과 심리사회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정연, 정현주, 2008; 김혜원, 홍미애, 2007; 최창용, 2014; 황혜

원, 2011). 특히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주요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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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실제로 수용적 부모를 둔 청소년일수록 우울 수

준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으며(Garthe et al., 2015),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혜영, 2012). 

  부모의 학대의 경우 청소년의 분노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는 

다시 청소년의 정신분열 및 자살충동뿐 아니라 우울 및 불안, 강박관념, 

대인관계 민감성에도 영향을 미친다(Briere & Runtz, 1988). 또한 강주희 

외(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청소년의 음주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부모의 학대는 우울과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음

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부모의 방임 역시 자녀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 

방임은 보호자가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자녀

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모의 방임은 

자녀가 성장하여도 계속 누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정익중, 2012)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신인순, 홍나미, 

2014). 이와 관련하여 Shepherd(2012)는 아동의 건강에서 가장 큰 위험요

인이 방임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정선영(2012)은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

의 과체중 및 비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의 방임은 

빈곤이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신인순, 홍나미, 2014). 

  마지막으로 부모의 건강문제는 그 자녀인 청소년의 건강에 유전과 생

활 습관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신인순, 2011). 이와 관련하여 Merten

과 Michael(2005)은 가정환경, 그 중에서도 부모의 건강은 모든 구성원의 

정서와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아동의 모방을 통해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모의 정신건강 문제 역시 양육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위에서 언급한 양육 관련 변수

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되어 청소년 자녀의 부정적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가족 관련 위험요인들은 청소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인들이 가정의 빈곤이라는 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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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결합되면 이러한 부정적 영향들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오경자 외, 2005). 

(3) 학교영역

  학교영역과 관련하여 낮은 성적, 낮은 교우관계, 낮은 교사관계, 학교

폭력 피해 등과 건강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먼저 낮은 성적과 관련하여 

성적만족도는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뉴스 등의 매체에서는 한국의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해 이

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막상 국내에서 이러한 관련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박현주, 2014). 사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성적과 우울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두 변수 간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지만(Barriga et al., 2002; Malinauskiene et al., 2011), 

성적과 우울 간의 유의한 관계를 입증한 연구도 상당수 존재한다(Alva 

et al., 1999; Feshbach & Feshbach, 1987). 국내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에

서 자신의 성적이 낮다고 평가하는 청소년들이 우울과 자살생각 모두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박병금, 2009) 등이 보고되고 있다. 

  한편 학교는 청소년이 하루 중 상당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이들의 건강, 특히 정신건

강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가족 외 지지가 높을

수록 아동의 우울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엄태완, 2008) 또래

의 지지는 가족폭력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

하고 있었다(남영옥, 2008). 이 밖에도 청소년기는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건강행위에 있어서 부모와 관련한 요인

에 비해 또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결과도 있다(박남희, 이해정, 2002). 

또한 교사 지지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서 간접

적으로 우울수준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배정이, 김윤정, 2009).

  또한 신체적 폭행, 따돌림, 금품갈취, 협박 등의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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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들은 신체증상과 함께 우울, 불안, 공격성, 대인예민성, 강박증상, 편

집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재엽, 이근영, 2010; 신성웅 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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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적위험요인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앞서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한 위험요인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 등 각 범주에 속해있는 위험요인들은 청소년의 건강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동, 청소년 건

강의 위험요인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들은 위험요인의 양보다 질, 즉 내

용에 집중하여 각각의 위험요인과 청소년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하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탐색한 연구(오경자 외, 2005),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탐색

한 연구(김정숙, 2016), 빈곤가구 아동의 건강에 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

인을 탐색한 연구(신인순, 2011), 아동·청소년의 건강불평등 결정요인을 

탐색한 연구(안진상, 김희정, 2013), 빈곤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서 방임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핀 연구(신인순, 홍나미, 2014) 등이 그

러하다. 이러한 연구들은 탐색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청소년의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밝혔다는 점에서는 의의

가 있으나 이러한 연구가 과연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효

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각각의 내

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위험요인이 누적되었

을 때 청소년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하

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누적위험요인은 위험요인의 질보다 양이 개

인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시각인데, 이와 관련한 연구

로는 미국의 종단연구 중 하나인 RLS가 있다. RLS(Rochester 

Longitudinal Study)는 아동발달에 대한 누적위험요인의 영향을 지속적으

로 살펴보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로서(Samer off et al., 1987a, 1987b, 

1998), 연구결과 아동의 인지적 수행능력을 저해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특정 위험요인이 아닌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

른 요인들로 나타나 위험요인의 내용에 비해 위험요인의 수가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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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Wells와 동료 학자들(2010)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초기 빈곤 경험

과 비만 간의 관계에 누적위험요인의 노출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는데, 연구결과 0-9세의 초기 빈곤경험은 9-17세가 될 때 까지 BMI 

증가(비만) 궤적과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고, 여기에 누적위험요인은 체중 

증가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였다. Evans(2003)는 더 많은 누적위험에 직

면한 아동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더욱 심각하다고 보고하였으며, 환

경적 위험의 누적과 아동의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Gerard와 

Buehler(2004b)에 의하면 위험요인의 수적 누적은 아동의 수행능력과 우

울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누적위험요인이 개인의 건

강과 심리사회적 측면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의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될 때 

건강과 심리발달에 있어서의 부정적 영향이 더욱 심화 된다는 것을 나타

낸다. 이에 대해 Evans(2003)는 하나의 특정한 요인에 따른 역경에 초점

을 맞추는 것보다는 위험요인의 누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동발달의 

결과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

에서도 이러한 위험요인의 누적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과 청소년 건강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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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변수로서 성별, 지

역규모를 고려하였다. 먼저 성별은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소선숙 외, 2011 ; 송인한, 이한나, 2011). 특히 성별은 

정신건강을 설명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변수로 알려져 있으며 대체로 여

성의 정신건강이 남성에 비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

여 김정숙(2016)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불안과 우울 수준

은 높은 반면 삶의 만족도 및 정서조절은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러한 성별 차이는 경제적 취약계층 여부와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일관된 

결과로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분석한 다른 선행연구(S.Ganga et al., 

2014; Houri et al., 2012; Patel, 2005)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역규모와 관련하여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개인의 건강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농어촌 

의료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평균 유병률은 23.2%인 것

에 반해 농어촌 지역은 31.8%로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

역규모가 개인의 건강과 실질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다. 이러한 도농 간 유병률의 차이는 도시와 농촌이 건강관련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도 관련되는데, 실제로 2014

년 기준 전체 병원 수는 도시지역이 3,233개인 반면 농어촌은 439개로 

도시지역의 1/7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의료기관이 20개 미만인 지역은 경

북 울릉군(3개), 영양군(7개), 강원 양양군(14개), 화천군(16개), 고성군(17

개), 양구군(17개), 충북 단양군(19개)으로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지역규모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연구결

과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Taylor와 동료 학자들(2005)은 농촌

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남성의 자살률을 높인다고 주장한 반면 Kelly

와 동료 학자들(2011)은 정신건강에 있어 거주지 특성 보다는 개인 특성 

및 인식과 관련한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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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 1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분

석하고, 빈곤과 건강의 관계에서 누적위험요인 및 영역별 누적위험요인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보았던 이론적 배

경 및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

형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방법

을 활용하여 1) 빈곤과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의 부적 관계성 여부 및 정

도를 통하여 직접적 효과를 파악하며(X -> Y), 2) 빈곤과 누적위험요인 

및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의 연관성을 살핀 후(X -> M), 3) 누적위험요인

과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의 매개역할을 검토함으로서 빈곤의 간접적 효과

를 순차적으로 측정하였다(X, M -> Y). 이후에는 Sobel Test를 통해 매

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

다.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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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가설

  위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표 3-1> 연구가설

 연구문제 1.  빈곤여부는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1-1]. 빈곤 가정 청소년이 비빈곤 가정 청소년에 비해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빈곤여부는 누적위험요인 및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에 영향을  
              미치는가?

[2-1]. 빈곤 가정 청소년이 비빈곤 가정 청소년에 비해 누적위험요인 수준이     
       높을 것이다.
 

[2-2]. 빈곤 가정 청소년이 비빈곤 가정 청소년에 비해 영역별 누적위험요인 수준이   
       높을 것이다.
   [2-2-1]. 빈곤 가정 청소년이 비빈곤 가정 청소년에 비해 개인영역 누적위험요인 수준이     
             높을 것이다.
   [2-2-2]. 빈곤 가정 청소년이 비빈곤 가정 청소년에 비해 가족영역 누적위험요인 수준이    
             높을 것이다.
   [2-2-3]. 빈곤 가정 청소년이 비빈곤 가정 청소년에 비해 학교영역 누적위험요인 수준이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3.  빈곤여부는 누적위험요인 및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의 매개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3-1]. 빈곤여부는 누적위험요인의 매개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빈곤여부는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의 매개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1]. 빈곤여부는 개인영역의 매개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빈곤여부는 가족영역의 매개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빈곤여부는 학교영역의 매개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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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방법

제 1절.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등학교 4학년 패널 6

차년도(2015)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03-2008년)의 후속연구로서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

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서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 중

학교 1학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실

시된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경우 모집단은 2010년 4

월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이며,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2009

년 교육부 학교통계를 표집틀로 하고 표집방법으로 다단계층화집락추출

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채택하여 2,378명을 선정하

였다. 이러한 표본추출 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졌는데, 1단계는 목표표본 

할당 과정으로, 2010년 기준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수에 

비례하여 지역별로 조사할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 2단계는 표본학교 추

출로, 조사대상 학교는 확률비례통계추출법(PPS sampling)에 의거하여 추

출하였는데, 이 때 시·도 및 도시규모별로 전체 학교 목록을 작성한 뒤 

해당 학교의 조사대상 학년이 최소한 2개 학급 이상인지, 학생 수가 50

명 이상인지를 확인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는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하였

다. 3단계는 표본학급 추출로, 조사대상 학급은 학교의 특성과 소재지를 

확인하고, 해당 학년의 학급 수 및 학급별 학생 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한 뒤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마지막 4단계는 대체표본 추출 단계로, 표

본학교 및 학급이 선정된 뒤 해당학교에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는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조사를 거절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목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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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접한 다른 학교로 대체하였다. 

  KCYPS는 패널조사로서 그 특성상 조사가 거듭될수록 불가피하게 표

본이탈(sample attrition)이 발생하는데, 일부 조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표본을 투입하거나 표본을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도 한다. 그러나 KCYPS는 단기간의 조사이고, 조사대상이 학생층이므로 

상대적으로 표본이탈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표본대체가 없는 단일(동

일)표본 설계방식을 채택하였고, 표본이탈로 인한 대표성의 문제를 데이

터 가중치(weight) 설정을 통해 보정하고 있다. 

  빈곤이 누적위험요인을 매개로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해 본 연구에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등학교 4학년 패널 6

차년도(2015)를 사용한 이유는 첫째, 주요 변수인 청소년의 건강 및 누적

위험요인들과 관련한 세부문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KCYPS

는 본 연구의 관심내용인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빈곤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정의 소득, 누적위험요인과 관련한 

건강위험행동,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생활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

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 자료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두 번째 근거는 연

령의 적절성으로, 본 연구는 신체적 성숙 및 정서적 발달, 또 이러한 다

양한 변화로 인해 많은 혼란과 방황을 경험하는 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CYPS 초4패널 6차년도 조사의 대상인 중학교 3학년은 본 연구에서 관

심을 가지고 있는 전기청소년(13세-18세) 연령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KCYPS 초등학교 4학년 패널 6차년도(2015) 조사에서의 연구대상은 총 

2,378명이나 본 연구에서는 주요변수인 가구소득 및 욕구소득비를 산출

하는데 고려되는 가구원수, 주관적 건강상태, 누적위험요인과 관련한 문

항에 기입하지 않은 응답자를 제외한 총 1,877명(남자 975명, 여자 902

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분석에서 제외된 501명과 분

석대상 1,877명에 대한 동질성 검증 결과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선별 

과정에 따른 대상자 수의 변화는 [그림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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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선별 과정에 따른 대상자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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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청소년의 건강(주관적 건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건강이다. 청소년의 건강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건강의 양적, 질적 개념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청소년이 스스

로의 건강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로, KCYPS 패널에서는 이를 ‘또래 친

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묻고 있다. 이는 4점 척도로서 본래 설문지 상에서는 1이 매우 

건강함을, 4가 매우 건강하지 못함을 의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점수

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이를 역변환하여

(1->4, 2->3, 3->2, 4->1) 1은 매우 건강하지 못함을, 4는 매우 건강함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였다. 변환 후에는 이러한 단일문항의 점수를 연속변

수로 활용하였다.  

2. 독립변수: 빈곤 여부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빈곤여부이다. 빈곤이란 소득의 부족, 낮은 지

출수준, 열악한 주거환경, 낮은 수준의 건강, 교육 및 기타 사회 서비스 

수준 등을 의미하나(Forster & d’Erocole, 2005) 본 연구에서는 빈곤을 

소득의 부족 상태로 한정하려 한다. 빈곤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KCYPS 내에서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이 학생’

이 속한 가구의 지난 1년 간 가구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가구

원 전체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재산 및 임대소득과 연금, 각종 보조금, 

개인적으로 받은 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입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세후 연소득을 주관식으로 

답변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응답한 연소득을 12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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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월평균 가구소득을 계산하였고, 이러한 월평균 가구소득을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로 나누어 욕구소득비

(income-to-needs ratio)를 산출하였다. 빈곤여부는 이분변수로서 가족의 

욕구소득비가 1 미만일 경우를 빈곤가구(1)로, 1 이상일 경우를 비빈곤 

가구(0)로 구분하였다. 

3. 매개변수: 누적위험요인, 영역별 누적위험요인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누적위험요인과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이다. 누적 

위험요인의 구성의 경우 연구주제와 조작적 정의에 따라 누적위험요인의 

구성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김성경, 2006), 실제로 누적위험요인 관

련 선행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고려하고 있다

(장희선, 2013). 본 연구에서 누적위험요인을 구성한 기준은 3가지로, 첫 

번째는 생태학적 관점에 의한 구성이다. 여기서 생태학적 이론이란 개인

적 요인 및 많은 맥락적 요인들이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관

점으로(Gassman-Pines & Yoshikawa, 2006), 이 관점을 고려한 이유는 빈

곤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은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모든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보기 때

문이다(강현아, 2013; 김서현 외, 2015; 박현선, 2008; 윤현수, 오경자, 

2010; Bradley & Whiteside-Mansell, 1997; Evans, 2003). 실제로 청소년은 

환경의 다양한 체계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각 체계는 서로 상호작용하

며 청소년은 이러한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하고 성장한다. 그렇

기 때문에 빈곤과 청소년 건강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주변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누적위험요인을 구성하는데 있어 개인영역, 가정영역, 학

교영역의 다차원적인 영역을 설정함으로서 청소년 주변 환경의 위험요인

들을 고려하였다. 두 번째 기준은 선행연구에 근거하는 것으로, 본 연구

에서는 관련 선행연구에서 이론적으로, 통계적으로 빈곤과 유의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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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고 입증된 위험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실제로 각 영역에 포함된 

다양한 요인들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한 것이며, 이러한 관련성은 

위의 빈곤과 누적위험요인 관련 부분에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준은 설문지에서 관련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로, 이는 본 연

구가 2차 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함으로서 갖게 되는 한계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3가지의 기준에 의하여 누적위험요인을 이루는 개별위험요인들

을 구성한 이후 본 연구에서는 이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사

실 누적위험요인을 고려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를 영역별로 구분한 경

우가 많지 않았으나(김서현 외, 2015; 김성경, 2006; 주소희, 2008), 본 연

구에서는 빈곤과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누적위험요인의 하위 영역에 

따라 매개역할을 서로 다르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보고한 기존의 

연구(김서현 외, 2015)를 바탕으로 위험요인들을 범주화하였다. 이는 위

험요인들이 영역별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로 누

적위험요인과 및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을 구성하였는데, 여기서 누적위험

요인은 본 연구에서 고려한 15개의 위험요인들을 모두 합한 값을 뜻하

며,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은 누적위험요인을 영역별로 나눈 것을 말한다. 

또한 영역으로는 크게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의 3개 영역으로 구

분하였으며, 이는 각각 개인영역에서 빈곤과 관련을 가지는 위험요인, 

가족영역에서 빈곤과 관련을 가지는 위험요인, 학교영역에서 빈곤과 관

련을 가지는 위험요인을 의미한다. 

  먼저 개인영역으로는 총 5개의 변수(낮은 자아존중감, 건강위험행동, 

컴퓨터 중독, 휴대폰 중독, 성폭행/성희롱 피해경험)를 고려하였다. 가족

영역은 총 6개의 변수(가족구조의 결손, 낮은 부모감독, 낮은 부모애정, 

부모의 학대, 보호자의 방임, 보호자의 좋지 않은 건강)를, 학교영역으로

는 총 4개 변수(낮은 성적 만족도, 낮은 교우관계, 낮은 교사관계, 학교

폭력 피해)를 고려하였다.

  요소 내 각각의 변수들은 그 자체가 위험요인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 56 -

각 위험요인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후 그 기준에 해당되면 위험요인으로 

규정하였다. 이분 변수의 척도는 ‘위험(경험)(1)’ 또는 ‘비위험(비경

험)(0)’으로 측정하였으며, 범주화 변수의 경우 ‘부정적 경험(1)’과 

‘비부정적 경험(0)’으로 범주화하여 측정하였다. 부정적 경험과 비부정

적 경험의 여부를 나눌 수 없는 연속형 변수들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후 하위(또는 상위) 4분위(25%)의 범주에 속하는 그룹을 ‘위험요인(1)’

으로 측정하였고 그 외는 ‘비위험요인(0)’으로 측정하였다. 각 위험요

인을 위험(1)/비위험(0)으로 구분한 후에 누적위험요인은 15개의 모든 요

인의 총합으로,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은 영역별로 모든 요인을 더한 총합

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누적위험요인은 0~15점의 분포를 가지며, 점수

가 높을수록 누적위험요인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영역별 누적 

위험요인의 구성 및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영역

  

  먼저 개인영역으로는 낮은 자아존중감, 건강위험행동, 컴퓨터 중독, 휴

대폰 중독, 성폭행/성희롱 피해경험을 고려하였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의 문항 

중 자아존중감 관련 문항인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

다고 느낀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자

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나에 대해 긍정

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의 10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 문항들과 관련하여 응답의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는

0.839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4점 

척도로서 본래 설문지에서는 1이 매우 그렇다를, 4가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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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일부 역문항을 제외한 문항들의 경우 이를 역

변환하여(1->4, 2->3, 3->2, 4->1) 1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4는 매우 그

렇다를 의미하도록 변환하였다. 이렇게 10개 문항의 평균값을 측정한 후 

평균값의 하위 25%를 위험요인인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보고 ‘1’의 값

을 부여하였으며, 나머지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건강위험행동에는 흡연, 음주, 약물 사용, 성 행위, 불건강한 

식사 행위 및 신체적 비활동 등이 있으나(황문선, 조희숙, 2004) 본 연구

에서는 설문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흡연과 음주를 건강위험행동으로 보

았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그 횟수를 

써주십시오’라는 비행 관련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14개의 영역 중 흡연과 음주만을 건강위험행동으로 고려하

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이 2개 영역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한 경

우를 위험요인인 건강위험행동으로 보고 ‘1’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나

머지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컴퓨터 중독의 경우 Young의 척도, 한국 정보문화 진흥원의 K-척도 

등을 통해 중독여부를 진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KCYPS 설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의 진단 척도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컴퓨터 사용과 관련한 설문지 문항 중 ‘학생은 이번 학기(2015년 2

학기)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데 하루에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

냈습니까? 학교에 가는 날과 가지 않는 날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십시

오’ 문항을 활용하였는데, 이 문항의 하위항목에는 학원(과외)에서 지내

는 시간(1), 학교 숙제를 하는 시간(2), 학원 숙제를 하는 시간(3), 학교나 

학원 숙제 이외에 공부하는 시간(4), 교과서나 참고서 이외의 책을 읽는 

시간(5), 컴퓨터나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 시간(6), 휴식이나 오락을 목적

으로 TV프로그램이나 비디오, DVD를 시청하는 시간(7), 위의 6-7이외에 

방과 후 친구들과 노는 시간(8)이 있으며, 이러한 각각의 하위항목에 대

해 학교 가는 날(월-금요일)과 학교 가지 않는 날(토/일요일, 공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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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시간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나 게

임기를 가지고 노는 시간(6)에 응답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주중 컴퓨터 

사용시간(학교 가는 날에 기입한 시간*5)+주말 컴퓨터 사용시간(학교 가

지 않는 날에 기입한 시간*2)’의 산식을 통해 1주일 컴퓨터 사용시간을 

산출하였다. 이후 평균값의 상위 25%를 위험요인인 컴퓨터 중독으로 보

고 ‘1’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나머지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휴대폰 중독의 경우 설문지의 문항 중 휴대전화 의존도 관련 문항인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휴대전화

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

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

딜 수가 없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의 7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

을 측정하였다. Cronbach’s 는  0.876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이

는 4점 척도로서 본래 설문지에서는 1이 매우 그렇다를, 4가 전혀 그렇

지 않다를 의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아질수록 휴대폰 중독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를 역변환하여(1->4, 2->3, 

3->2, 4->1) 1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4는 매우 그렇다를 의미하도록 변

환하였다. 이후 평균값의 상위 25%를 위험요인인 휴대폰 중독으로 보고 

‘1’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나머지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성폭행/성희롱 피해경험은 ‘지난 1년 동안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다음

과 같은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경험

했는지 그 횟수를 써 주십시오’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는 주관식 문항

으로서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피해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와 

‘없다’로, 피해 경험 횟수는 지난 1년 동안 피해를 당한 횟수로 응답

하였다. 위험요인을 판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험여부에서 피해 경

험이 있는 청소년 중 피해 경험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를 위험요인인 

성폭행/성희롱 경험으로 판단하고 ‘1’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나머지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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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영역

  가족영역으로는 가족구조의 결손, 낮은 부모감독, 낮은 부모애정, 부모

(보호자)의 학대, 보호자의 방임, 보호자의 좋지 않은 건강을 위험요인으

로 고려하였다. 

  가족구조의 결손은 이혼, 사별, 별거 등의 사유로 양친부모와 함께 동

거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김

서현 외, 2015; 박현선, 2008; 백수정, 2016; 장희선, 2013; 장희선, 김기

현, 2014; 전학열, 2011)를 참고하여 가족구조 결손을 양부모 가정이 아

닌 경우, 즉 한부모 가정이거나 양부모 모두와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로 판단하려고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질문한 

‘‘이 학생’과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

까?’라는 객관식 문항을 활용하였는데, 이 문항에는 부모님의 구성과 

관련한 9개의 보기가 제시되어 있다. 각각 친아버지+친어머니(1), 친아버

지만(2), 친어머니만(3), 친아버지+새어머니(4), 친어머니+새아버지(5), 새

아버지+새어머니(6), 새아버지만(7), 새어머니만(8), 부모님 모두 안 계심

(9)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친아버지만(2), 친어머니만(3), 새아버

지만(7), 새어머니만(8), 부모님 모두 안 계심(9)의 5개의 보기를 가족구조

의 결손으로 보고 ‘1’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나머지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낮은 부모감독의 경우 부모감독 관련 문항인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의 3개 문항의 평균값

을 측정하였다. Cronbach’s 는  0.791로 적합한 수준이었다. 또한 이는 

4점 척도로서 본래 설문지에서는 1이 매우 그렇다를, 4가 전혀 그렇지 

않다를 의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모감독이 높아

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를 역변환하여(1->4, 2->3, 3->2, 4->1) 1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4는 매우 그렇다를 의미하도록 변환하였다. 이후 

평균값의 하위 25%를 위험요인인 낮은 부모감독으로 보고 ‘1’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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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였으며, 나머지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낮은 부모애정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애정 관련 문항인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신다’,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의 4개 문항의 평

균값을 측정하였다. Cronbach’s 는  0.83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4점 척도로서 본래 설문지에서는 1이 매우 그렇다를, 4가 전혀 그렇지 

않다를 의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모애정이 높아

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를 역변환하여(1->4, 2->3, 3->2, 4->1) 1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4는 매우 그렇다를 의미하도록 변환하였다. 이후 

평균값의 하위 25%를 위험요인인 낮은 부모애정으로 보고 ‘1’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나머지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부모(보호자)의 학대를 측정하기 위해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

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나에게 심한 말

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의 4개 문항을 참고하였다. Cronbach’s 는 

0.844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4점 척도로서 본래 설문지에서는 1이 

매우 그렇다를, 4가 전혀 그렇지 않다를 의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점

수가 높아질수록 부모의 학대가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를 역

변환하여(1->4, 2->3, 3->2, 4->1) 1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4는 매우 그

렇다를 의미하도록 변환하였다. 이후 그런 편이다(3)와 매우 그렇다(4)를 

위험요인인 부모의 학대로 보고, 4개의 문항 중 1문항이라도 그런 편이

다(3)나 매우 그렇다(4)라고 응답한 문항이 있으면 위험요인인 ‘1’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나머지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보호자의 방임을 측정하기 위해 방임 관련 문항인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

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

신다’의 4개 문항을 참고하였다. Cronbach’s 는  0.727로 적합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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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또한 이는 4점 척도로서 설문지에서는 1이 매우 그렇다를, 4가 

전혀 그렇지 않다를 뜻하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그렇지 않은 편이다(3)와 전혀 그렇지 않다(4)를 위

험요인인 보호자의 방임으로 보고, 4개의 문항 중 1문항이라도 그렇지 

않은 편이다(3)나 전혀 그렇지 않다(4)라고 응답한 문항이 있으면 위험요

인인 ‘1’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나머지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보호자의 좋지 않은 건강은 청소년의 보호자가 ‘동년배와 비교해 볼 

때 귀하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응답한 값

이다. 이는 4점 척도로서 본래 설문지 상에서는 1이 매우 건강함을, 4가 

매우 건강하지 않음을 의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보

호자의 건강상태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이를 역변환하여(1->4, 2->3, 

3->2, 4->1) 1은 매우 건강하지 않음을, 4는 매우 건강함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였다. 이후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1)와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2)를 

위험요인인 보호자의 좋지 않은 건강으로 보고 ‘1’의 값을 부여하였으

며, 나머지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3) 학교영역

  학교영역으로는 낮은 성적 만족도, 낮은 교우관계, 낮은 교사관계, 학

교폭력 피해를 위험요인으로 고려하였다.

  먼저 낮은 성적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성적만족도 관련 문항인 ‘학

생은 자신의 학교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

답을 사용하였는데, KCYPS 설문지에서는 이를 4점 척도(매우 만족한다

(1), 만족하는 편이다(2),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로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점수가 높아질수록 만

족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를 역변환하여(1->4, 2->3, 

3->2, 4->1), 1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를 4가 매우 만족한다를 의미하도

록 변환하였다. 이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와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2)를 낮은 성적만족도로 보고 ‘1’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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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의 값을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낮은 교우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교우관계 관련 문항인 ‘우

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친구가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의 5개 문항의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Cronbach’s 

는  0.655로 적합한 수준이었다. 또 이는 4점 척도로서 본래 설문지에

서는 1이 매우 그렇다를, 4가 전혀 그렇지 않다를 의미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는 점수가 높아질수록 교우관계가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일부 역문항을 제외한 문항들의 경우 이를 역변환하여(1->4, 2->3, 3->2, 

4->1) 1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4는 매우 그렇다를 의미하도록 변환하였

다. 이후 평균값의 하위 25%를 위험요인인 낮은 교우관계로 보고 ‘1’

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나머지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낮은 교사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교사관계 관련 문항인 ‘선생님을 만

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

시다’, ‘졸업한 다음에도 담임선생님을 찾아 뵙고 싶다’의 5개 문항

의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Cronbach’s 는  0.87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4점 척도로서 본래 설문지에서는 1이 매우 그렇다를, 4가 전혀 그

렇지 않다를 의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아질수록 교사관계가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를 역변환하여(1->4, 2->3, 3->2, 4->1) 

1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4는 매우 그렇다를 의미하도록 변환하였다. 이

후 평균값의 하위 25%를 위험요인인 낮은 교사관계로 보고 ‘1’의 값

을 부여하였으며, 나머지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학교폭력 피해에서 학교폭력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학생이 학교에서 다

른 학생 또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폭력행위를 당하는 것을 뜻하나, 넓은 

의미로는 한 개인에 대해 고통스러운 자극을 주거나 파괴적 행동을 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전반적인 행동을 의미한다(신성웅 외,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신체적 폭력 외에도 넓은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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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청소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넓은 

의미의 학교폭력 정의를 고려하였다. 학교폭력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그 횟수를 써주십시

오’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는데, 이 문항의 하위항목으로는 심한 놀림이

나 조롱당하기와 집단 따돌림(왕따) 당하기, 심하게 맞기(폭행), 협박당하

기, 돈이나 물건 뺏기기(삥 뜯기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심한 욕설이 있

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개인영역에서 고려한 ‘성폭행이나 성희

롱’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영역을 학교폭력 피해의 범주로 고려하였다. 

또한 이 문항에서 응답자들은 피해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와 

‘없다’로, 피해 경험 횟수는 지난 1년 동안 피해를 당한 횟수로 응답

하였는데, 위험요인을 판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개의 영역이라도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를 위험요인인 학교폭력 피해로 판단하고 ‘1’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나머지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 지역규모이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성은 

1로, 여성은 0으로 가변수화하였다.

  지역규모의 경우 KCYPS 패널에서는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내 구 단

위는 대도시로, 시 단위는 중소도시로, 군 단위는 농촌 지역으로 구분되

어 있는데, 이 중 농촌지역을 ‘1’의 값을 부여하였고 대도시와 중소도

시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끝으로 분석에 사용될 변수목록들을 <표 4-1>에 요약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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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변수목록 

구분 변수명 개념 및 측정

종속
변수

청소년의 
건강

(주관적 건강)

개인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인지하는지
를 묻는 단일문항의 점수를 연속변수로 활용

독립
변수 빈곤여부

빈곤 여부(가변수: 빈곤=1)를 의미하며,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구원수 별 최저생계비로 나누어 욕구소득비를 구한 후 가
족의 욕구소득비가 1미만인 경우를 빈곤가구(1), 1이상인 
경우를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진 비빈곤 가구(0)로 
구분

매개
변수

누적위험
요인

누적위험모델에 근거하여 개인, 가족, 학교영역의 3가지 영
역별로 총 15개의 변수로 구성. 각각의 모든 변수는 경험 
있음(1), 경험 없음(0)으로 구분되었으며, 모든 위험요인을 
합산한 점수를 의미함 

영
역
별
누
적
위
험
요
인

개인
영역

개인영역과 관련한 위험요인을 뜻하며, 총 5개 요인(낮은 
자아존중감, 건강위험행동, 컴퓨터 중독, 휴대폰 중독, 성폭
행/성희롱 피해경험)으로 구성. 관련 위험요인을 합산한 점
수를 의미함

가족
영역

가족영역과 관련한 위험요인을 뜻하며, 총 6개 요인(가족구
조의 결손, 낮은 부모감독, 낮은 부모애정, 부모의 학대, 보
호자의 방임, 보호자의 좋지 않은 건강)으로 구성. 관련 위
험요인을 합산한 점수를 의미함

학교
영역

학교영역과 관련한 위험요인을 뜻하며, 총 4개 요인(낮은 
성적 만족도, 낮은 교우관계, 낮은 교사관계, 학교폭력 피
해)으로 구성. 관련 위험요인을 합산한 점수를 의미함

통제
변수

성별 성별(가변수: 남성=1)

지역규모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가변수: 농촌(1), 도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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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자료 분석방법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속성 및 주요 변수들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보여주는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와 함께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 성립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왜

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 및 통제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와 공차한계(tolerance)를 산

출하였다. 

  셋째,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

강에 대한 빈곤의 영향에서 누적위험요인과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은 총 3가지의 

전제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독립변수는 종속변수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여야 하며, 둘째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야 한다. 셋째로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여야 하며, 매개변수를 통제했을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거나 유의하게 줄어들어야 한

다(김서현 외, 201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빈곤이 청소년의 건

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서 독립변수의 직접효과를 검증하고, 두 

번째로 누적위험요인 및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빈곤이 누적위험요인 및 각 영역별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형에서는 다시 청소년의 건강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인 빈곤과 매개변수인 누적위험요인 및 영역별 누적위

험요인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는 Sobel-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를 살핌으로

서 매개효과 검증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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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분석결과

제 1절. 기초통계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5-1>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전체 1,877명 중 남성 975명(51.9%), 여성 902명

(48.1%)으로 남성이 더 많이 표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는 농촌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이 197명(10.5%), 농촌이 아닌 중

소도시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1,680명(89.5%)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부모와 관련한 특성들을 살펴보면 먼저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가 45명(2.5%), 고등학교 졸업이 693명(39.0%), 전

문대 졸업이 192명(10.8%), 대학교 졸업이 751명(42.3%), 대학원 졸업이 

96명(5.4%)으로 대학교 졸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

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는 33명(1.8%), 고등학교 졸업이 826명(45.8%), 

전문대 졸업은 283명(15.7%), 대학교 졸업은 615명(34.1%), 대학원 졸업의 

경우는 47명(2.6%)으로 부의 교육수준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모의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가구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인 가구주의 실업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면 먼저 가구주의 실업의 경우 가구주가 실

업한 경우는 55명(2.9%), 실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816명

(97.1%)으로 드러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는 48명(2.6%)이었으며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529명

(28.2%),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789명(42.0%), 500만원 이상 700만

원 미만은 389명(20.7%), 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22명(6.5%)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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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전체 대상 가구의 월 소득 평균을 계산한 결과 약 397만원으

로 확인되었다. 

<표 5-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877)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975 51.9

여성 902 48.1

지역규모
농촌 지역 197 10.5

도시 지역 1,680 89.5

부모
의 

교육
수준

부의 
교육수

준

중졸 이하 45 2.5
고졸 693 39.0

전문대 졸 192 10.8
대졸 751 42.3

대학원 졸 96 5.4

모의 
교육수

준

중졸 이하 33 1.8
고졸 826 45.8

전문대 졸 283 15.7
대졸 615 34.1

대학원 졸 47 2.6

가구주의 실업
실업 55 2.9

비실업 1,816 97.1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8 2.6
100만원-300만원 529 28.2
300만원-500만원 789 42.0
500만원-700만원 389 20.7

700만원 이상 12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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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다음은 본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이다. 변수들

의 집중경향도(central tendency)와 변산성(dispersion)의 파악을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및 최댓값을, 정규성(normality)을 분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각각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경우 절댓값 3미만, 

첨도는 절댓값 10미만일 때 정규분포와 흡사하다고 여겨지는데(Kline, 

2015), 그 결과는 <표 5-2>에 제시하였다. 

  먼저 주관적 건강은 4점 척도로서 1은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를, 4

는 ‘매우 건강하다’를 의미한다. 통계 결과 전체 대상자들의 주관적 

건강인식의 평균은 3.27로 나타났는데, 3점이 ‘건강한 편이다’라는 것

을 고려할 때 이들은 자신의 건강수준을 상당히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또한 왜도와 첨도는 각각 -0.361와 0.361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

였다. 

  빈곤여부는 가구의 욕구소득비를 기준으로 욕구소득비가 1 미만일 경

우를 빈곤가구(1)로, 1 이상일 경우를 비빈곤 가구(0)로 구분하고 있는 

이분변수(binary variable)인데, 통계 결과 전체 대상자 중 빈곤가구는 

7.2%로 나타났다. 

  누적위험요인은 3개의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의 총합으로, 0-15점 사이

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총 위험요인의 개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 결과 전체 대상자의 누적위험요인 평

균은 3.09로, 평균적으로 약 3개의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누적위

험요인의 범위를 살펴보면 가장 적은 누적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은 0개,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11개였다. 또한 왜도와 첨도는 각각 0.709와 –
0.029로 정규성을 확보하였다. 

  영역별 누적위험요인 중 개인영역은 0-5점 사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계 결과 평균은 0.82로 평균적으로 개인영역에서 1개 미만의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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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개인영역에서 가장 적은 위험요인을 가진 사

람은 0개, 가장 많은 위험요인을 보유한 사람은 4개였으며, 왜도와 첨도

는 각각 0.806과 -0.110으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가족영역의 경우 0-6점 사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계 결과 평균은 

1.20으로 평균적으로 가족 내에서 약 1개 정도의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분포상으로 가족영역에서 가장 적은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

은 0개, 가장 많은 위험요인을 보유한 사람은 6개였으며, 왜도와 첨도는 

각각 0.882과 0.192로 정규성 가정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영역은 0-4점 사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계 결과 평

균은 1.07로 평균적으로 학교에서 약 1개의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었

다. 또한 학교영역에서 가장 적은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은 0개, 가장 많

은 위험요인을 보유한 사람은 4개였으며, 왜도와 첨도는 각각 0.509와 

-0.623으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표 5-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단위: 점, %)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주관적 건강 3.27 .59 1 4 -.361 .361

빈곤여부2) 7.2(%) - 0 1 - -

누적위험요인 3.09 2.24 0 11 .709 -.029

영역별
누적위험

요인

개인영역 .820 .874 0 4 .806 -.110

가족영역 1.20 1.19 0 6 .882 .192

학교영역 1.07 .946 0 4 .509 -.623

2) 빈곤여부는 명목변수이기 때문에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는 불필요하므로 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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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적위험요인 관련 기술통계치 

(1) 총 누적위험요인 관련 기술통계치 

  조사대상자의 개별 누적위험요인의 총합인 누적위험요인의 분포를 분

석한 결과 <표 5-3>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누적위험요인으로 총 

15개의 개별위험요인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0-15점의 분포를 가지는데, 

분석결과 가장 적은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은 0개, 가장 많은 위험요인을 

보유한 사람은 11개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집

단은 188명(10.0%), 1개를 보유한 빈도는 342명(18.2%), 2개는 337명

(18.0%), 3개는 298명(15.9%), 4개는 254명(13.5%), 5개는 169명(9.0%), 6개

는 111명(5.9%), 7개는 92명(4.9%), 8개는 52명(2.8%), 9개는 25명(1.3%), 

10개는 6명(0.3%), 11개는 3명(0.2%)으로 나타났다. 누적위험요인을 1개 

보유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1-3개의 누적위험요인을 보유한 청소년이 

52.1%로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

면 누적위험요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청소년 집단의 분포는 줄어들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 총 누적위험요인 기술통계치

(단위: 명, %)

누적위험요인의 수 빈도 비율(%)
없음 188 10.0
1개 342 18.2
2개 337 18.0
3개 298 15.9
4개 254 13.5
5개 169 9.0
6개 111 5.9
7개 92 4.9
8개 52 2.8
9개 25 1.3
10개 6 .3
11개 3 .2

제시하지 않았다. 단 평균에는 대상자 중 빈곤가구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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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역별 누적위험요인 관련 기술통계치

 

  조사대상자의 영역별 개별위험요인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표 5-4>가 

도출되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개인영역에서 낮은 자아존중감, 건강위

험행동, 컴퓨터 중독, 휴대폰 중독, 성폭행/성희롱 경험의 위험요인을 가

진 빈도는 각각 531명(28.3%), 143명(7.6%), 499명(26.6%), 364명(19.4%), 3

명(0.2%)였다. 개인영역에서는 위험요인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유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성폭행/성희롱 피해경험을 가진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영역에서는 가족구조의 결손, 낮은 부모감독, 낮은 부모애정, 부모

의 학대, 보호자의 방임, 보호자의 좋지 않은 건강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가 각각 154명(8.2%), 339명(18.1%), 494명(26.3%), 467명(24.9%), 636

명(33.9%), 175명(9.3%)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요인은 

보호자의 방임이었으며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인 요인은 가족구조의 결손

이었다.

  학교영역에서는 낮은 성적만족도, 낮은 교우관계, 낮은 교사관계, 학교

폭력 피해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비율이 각각 808명(43.0%), 485명(25.8%), 

686명(36.5%), 31명(1.7%)였는데, 낮은 성적만족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

았으며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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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영역별 누적위험요인 기술통계치

(단위: 명, %)

영역 위험요인 빈도 비율(%)

개인영역

낮은 자아존중감 531 28.3
건강위험행동 143 7.6
컴퓨터 중독 499 26.6
휴대폰 중독 364 19.4

성폭행/성희롱 피해경험 3 .2

가족영역

가족구조의 결손 154 8.2
낮은 부모감독 339 18.1
낮은 부모애정 494 26.3
부모의 학대 467 24.9

보호자의 방임 636 33.9
보호자의 좋지 않은 건강 175 9.3

학교영역

낮은 성적만족도 808 43.0
낮은 교우관계 485 25.8
낮은 교사관계 686 36.5
학교폭력 피해 3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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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검토

1) 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 관계의 방향 및 강도를 확인하고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5>와 같다.

  첫 번째로 독립변수인 빈곤 여부와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건강 간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면 r=-0.046(p<.05)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이

는 빈곤 가정의 청소년이 비빈곤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주관적 건강 수

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의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들을 통

해 도출한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두 번째로 매개변수인 영역별 누적위험요인과 종속변수인 청소년 건강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개인영역의 경우 r=-0.101(p<.01)을, 가족영역의 

경우 r=-0.098(p<.01)을, 학교영역의 경우 r=-0.150(p<.01)의 값을 나타냈

다. 즉 모든 영역이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 각각의 위험요인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주관

적 건강상태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역시 앞서 설정한 가

설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통제변수들과 종속변수인 청소년 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면 통제변수 중에서 성별만이 유의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성별의 경

우 r=0.075(p<.01)의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독립변수인 빈곤과 매개변수인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의 상관

관계를 확인한 결과 개인영역은 r=0.109(p<.01)를, 가족영역은 

r=0.223(p<.01)를, 학교영역은 r=0.099(p<.01)의 값을 보고하였다. 이는 빈

곤 가정의 청소년이 비빈곤 가정 청소년에 비해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

교영역의 누적위험요인 수준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 역시 

앞서 설정한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는 경우 상관계



- 74 -

수의 절댓값이 0.8 이상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데(Gujarati & Porter, 

2010), 분석 결과 상관계수 r이 0.000부터 0.338까지의 범위를 보여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탐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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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변수 간 상관관계

청소년건강 빈곤여부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 성별 지역규모

청소년건강 1

빈곤여부 -.046* 1

개인영역 -.101** .109** 1

가족영역 -.098** .223** .334** 1

학교영역 -.150** .099** .299** .338** 1

성별 .075** -.011 .083** .077** .000 1

지역규모 .004 .018 -.037 -.033 -.037 .013 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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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공선성 검토

  상관관계 분석에 이어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다중공선성에는 

개념적 다중공선성과 통계적 다중공선성이 있는데, 본 분석에서는 분산

팽창인자 및 공차한계를 통해 통계적 다중공선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통

상적으로 분산팽창인자(VIF)의 경우 값이 10 미만의 값을 가질 경우 다

중공선성의 위험성이 희박하다고 본다(O’Brein, 2007). 공차한계(TOL)란 

분산팽창지수의 역수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1/10, 즉 0.1보다 큰 값을 보고해야 한다. 

  실제로 이를 위해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을 종속변수로 두고, 독립변수

인 빈곤여부와 매개변수인 영역별 누적위험요인, 통제변수인 성별과 지

역규모를 투입하여 분산팽창지수와 공차한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6>과 같이 나타났는데, 분산팽창인자 값의 경우 1.003-1.261의 범

위를, 공차한계의 경우 0.793-0.997의 결과를 보고하여 다중공선성의 진

단기준을 충족한 것을 확인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명변수 간의 

통계적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6> 다중공선성 검토

변수 분산팽창인자(VIF) 공차한계(TOL)

빈곤 여부 1.056 .947

영역별
누적
위험
요인

개인영역 1.185 .844

가족영역 1.261 .793

학교영역 1.184 .845

통제
변수

성별 1.013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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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가설검증

1.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 첫 번째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가구의 빈곤이 청소

년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주

관적 건강을 종속변수로 놓고 가구의 빈곤여부를 독립변수로, 여기에 앞

의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설정한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7>과 같다.

  분석 결과 Model 1의 모형적합도는 F=4.856(p<.001)로 적합성을 확보하

였으며, 수정결정계수(adj. )는 0.006으로 통제변수와 빈곤이 종속변수인 

청소년 건강의 변량을 0.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빈곤은 청소년의 건강에 유의한 부(-)

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045, p<.05). 이는 성별, 지역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가구의 청소년은 비빈곤 가구 청소년에 비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수준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빈

곤 가정 청소년이 비빈곤 가정 청소년에 비해 주관적 건강인식이 낮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1-1]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075, p<.001)만이 청소년의 건강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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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Model 1

B S.E 

상수 3.226 .020

빈곤 -.104 .053 -.045*

통제변수
성별 .090 .028 .075***

지역규모 .007 .045 .004

adj.  .006

  .008
F 4.85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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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이 누적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빈곤 여부가 누적위험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본 연구의 경우 누적위험요인을 총 누

적위험요인과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도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1) 빈곤이 누적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

  빈곤이 누적위험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누적위험요인

을 종속변수로 놓고 가구의 빈곤여부를 독립변수로, 여기에 앞의 선행연

구들을 기반으로 설정한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는 <표 5-8>과 같다.

  분석 결과 Model 2-1의 모형적합도는 F=32.566(p<.001)으로 적합성을 

확보하였으며, 수정결정계수(adj. )는 0.048로 통제변수와 빈곤이 종속변

수인 누적위험요인의 변량을 4.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빈곤은 누적위험요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205, p<.001). 이는 성별, 지역규모를 통제한 상

태에서 빈곤가구의 청소년은 비빈곤 가구 청소년에 비해 누적위험요인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 가정 청소년

이 비빈곤 가정 청소년에 비해 누적위험요인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1]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076, p<.001)과 지역규모(=-.052, p<.05) 

모두 누적위험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여자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이, 농촌에 비해 도시지역이 

누적위험요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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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빈곤이 누적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Model 2-1

B S.E 

상수 2.832 .076

빈곤 1.773 .195 .205***

통제변수
성별 .343 .101 .076***

지역규모 -.382 .165 -.052*

adj.  .048

  .050

F 32.56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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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이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

  빈곤이 각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개

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 누적위험요인을 각각 종속변수로 놓고 가구

의 빈곤여부를 독립변수로, 여기에 앞의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설정한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9>

와 같다.

  모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Model 2-2-1은 빈곤이 개인영역 누적위험요

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모형적합도는 

F=13.137(p<.001)로 적합성을 확보하였으며, 수정결정계수(adj. )는 0.019

로 통제변수와 빈곤이 종속변수인 개인영역 누적위험요인의 변량을 

1.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을 살펴보면 빈곤은 개인영역 누

적위험요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111, p<.001). 이

는 성별, 지역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가구의 청소년은 비빈곤 가구 

청소년에 비해 개인영역과 관련한 위험요인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정 청소년이 비빈곤 가정 청소년에 비해 

개인영역 누적위험요인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2-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085, p<.001)만이 개인영역 누적

위험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

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개인영역의 누적위험요인 수준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Model 2-2-2은 빈곤이 가정영역의 누적위험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모델이다. 모형 2의 적합도는 F=38.199(p<.001)

로 적합성을 확보하였으며, 수정결정계수(adj. )는 0.056으로 이는 통제

변수와 빈곤이 종속변수인 가족영역 누적위험요인의 변량을 5.6% 설명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빈곤은 가족영역 누적위험요인에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225, p<.001), 이는 빈곤 가정 청소년이 

비빈곤 가정 청소년에 비해 가족영역 누적위험요인이 높을 것이라는 [연

구가설 2-2-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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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만이 가족영역 누적위험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의 가

족영역의 누적위험요인 수준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Model 2-2-3은 빈곤이 학교영역의 누적위험요인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모형적합도는 F=7.069(p<.001)로 

적합성을 확보하였으며, 수정결정계수(adj. )는 0.010로 통제변수와 빈곤

이 종속변수인 학교영역 누적위험요인의 변량에 대해 1.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을 살펴보면 빈곤은 학교영역 누적위험

요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099, p<.001), 이는 성

별, 지역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가구의 청소년은 비빈곤 가구 청소

년에 비해 학교영역의 위험요인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결과는 빈곤 가정 청소년이 비빈곤 가정 청소년에 비해 학교영역 

누적위험요인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2-3]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과 지역규모 모두 학교영역 누적위

험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빈곤은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 누적위험요인에 모

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로써 연구문제 2의 모든 

가설들은 채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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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빈곤이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Model 2-2-1 Model 2-2-2 Model 2-2-3

빈곤 -> 개인영역 빈곤 -> 가족영역 빈곤 -> 학교영역

B S.E  B S.E  B S.E

상수 .728 .030 1.048 .040 1.056 .033

빈곤 .374 .077 .111*** 1.037 .103 .225*** .362 .084 .099***

통제
변수

성별 .148 .040 .085*** .192 .054 .080*** .003 .044 .001

지역규모 -.115 .065 -.040 -.149 .087 -.038 -.119 .071 -.039

adj.  .019 .056 .010

  .021 .058 .011

F 13.137*** 38.199*** 7.06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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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적위험요인의 매개효과

  세 번째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데 있어서 누적위험요인 및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이 매개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누적위험요인을 총 누적위험

요인과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매개효과를 살펴보

는데 있어서도 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빈곤과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의 관계에서 누적위험요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이후 영

역별 누적위험요인, 즉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 누적위험요인이 매

개효과를 수행하는지를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

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분석은 총 3단계로 이루

어진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는 독

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게 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

서는 앞의 Model 1을 통해 1단계를, Model 2-1과 Model 2-2에서는 2단계

를 확인하였다. 이후 3단계로서 본 항에서는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

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회귀모형을 

설정하는 것은 주요 독립변수인 빈곤의 통계적 유의도가 매개변수인 누

적위험요인을 포함한 후에 사라지거나 감소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　때 유의도가 사라진다면 매개변수가 완전매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독립변수의 유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면 이는 부

분매개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는 빈곤과 청소년 건강의 관계에서 누적위험요인의 매

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살피고, 다음으로 누적위험요인을 영역별로 세

분화하여 빈곤과 청소년 건강의 관계에서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 

누적위험요인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를 확인하였다. 모든 과정을 완료한 

후에는 Sobel-test를 수행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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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곤과 청소년 건강의 관계에서 누적위험요인의 매개효과 검증

  빈곤과 청소년 건강의 관계에서 누적위험요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

과는 <표 5-10>과 같다. 분석결과 Model 3-1의 모형적합도는 

F=15.307(p<.001)로 적합성을 확보하였으며 수정결정계수(adj. )는 0.030

으로, 이는 통제변수와 빈곤 및 누적위험요인이 종속변수인 청소년 건강

의 변량을 3.0%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수들을 살펴보면 빈곤을 

통제한 상태에서 누적위험요인은 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

향을 미쳤으나(=-.159, p<.001) 누적위험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과 

청소년 건강의 관계(=-.013)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누적위험요인이 빈곤과 청소년 건강의 관계를 완전매개(complete 

mediation)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빈곤은 누적위험요인의 매개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3-1]은 지지되었

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직접효과, 간접효

과, 그리고 총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5-11>과 같다. 매개효

과의 회귀계수는 Model 2-1에서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사이의 회귀계

수 값과 Model 3-1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회귀계수 값을 곱한 

것이 된다. 즉 본 연구모형에서 매개효과의 회귀계수는 –0.074로 계산되

는데, 이는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빈곤의 총효과인 –0.104에서 직접효과 

-0.029를 뺀 값인 –0.075와 동일한 값이다3). 

3) 값의 차이는 회귀계수 및 표준오차 값을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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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누적위험요인의 매개효과 검증

변수명
Model 3-1

B S.E 

상수 3.348 .027

빈곤 -.029 .054 -.013

누적위험요인 -.042 .006 -.159***

통제변수
성별 .104 .027 .087***

지역규모 -.009 .044 -.005

adj.  .030

  .032

F 15.307***

*p<.05, **p<.01, ***p<.001

<표 5-11> 경로의 효과 분해(누적위험요인이 매개하는 경우)

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빈곤 -> 누적위험요인 1.773 - 1.773

누적위험요인 -> 주관적 건강 -.042 - -.042

빈곤 -> 누적위험요인 -> 주관적 건강 -.029 -.07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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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과 청소년 건강의 관계에서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의 매개효과 검증 

  빈곤과 청소년 건강의 관계에서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의 매개효과를 살

펴본 결과는 <표 5-12>와 같다. 분석결과 Model 3-2의 모형적합도는 

F=11.154(p<.001)로 적합성을 확보하였으며 수정결정계수(adj. )는 0.031

로, 이는 통제변수와 빈곤 및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의 영역별 누

적위험요인이 종속변수인 청소년 건강의 변량을 3.1%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수들을 살펴보면 빈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인영역은 청소

년 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057, p<.05), 학

교영역 역시 건강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117, p<.001) 미쳤으나 가

족영역의 경우는 청소년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042). 이러한 결과는 영역별 누적위험요인 중 개인영역과 학교

영역은 빈곤과 청소년 건강의 관계를 완전매개(complete mediation) 한다

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가족영역은 매개효과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로써 빈곤은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의 매개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3-2]는 개인영역과 학교영역에

서는 지지되었지만, 가족영역에서는 기각되었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직접효과, 간접효

과, 그리고 총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5-13>과 같다. 매개효

과의 회귀계수는 <표 5-9>에서 산출한 독립변수와 각 매개변수 사이의 

회귀계수 값과 <표 5-12>에서 산출한 각각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사이

의 회귀계수 값을 곱한 것이 된다. 즉 본 연구모형에서 매개효과의 회귀

계수는 개인영역은 –0.014, 가족영역은 –0.021, 학교영역은 –0.026이며, 이

러한 3개 영역 회귀계수의 총합은 –0.061로 도출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빈곤의 총효과인 –0.104에서 직접효과 -0.041을 뺀 값인 –
0.063과 동일한 값이다4). 

4) 값의 차이는 회귀계수 및 표준오차 값을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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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의 매개효과 검증

변수명
Model 3-2

B S.E 

상수 3.357 .027
빈곤 -.041 .054 -.018

영역별
누적위험

요인

개인영역 -.039 .017 -.057*
가족영역 -.021 .013 -.042
학교영역 -.074 .016 -.117***

통제변수 성별 .100 .027 .083***
지역규모 -.009 .044 -.005

adj.  .031

  .035
F 11.154***

*p<.05, **p<.01, ***p<.001

<표 5-13> 경로의 효과 분해(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이 매개하는 경우)

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빈곤 -> 개인영역 .374 - .374
빈곤 -> 가족영역 1.037 - 1.037
빈곤 -> 학교영역 .362 - .362

개인영역 -> 주관적 건강 -.039 - -.039
가족영역 -> 주관적 건강 -.021 - -.021
학교영역 -> 주관적 건강 -.074 - -.074

빈곤 -> 개인영역 -> 주관적 건강
-.041

-0.014
-.104빈곤 -> 가족영역 -> 주관적 건강 -0.021

빈곤 -> 학교영역 -> 주관적 건강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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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bel Test 결과

  현재까지 빈곤과 청소년 건강의 관계에 있어서 누적위험요인과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의 매개효과를 Baron과 Kenny(1986)의 검증방식을 통해 살

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

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14>와 같다.

  양측검증(two-tailed test)을 실시한 Sobel Test의 결과 영역별 누적위험

요인을 아우르는 총 누적위험요인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고,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의 경우 가족영역을 제외한 개인영역과 학교영

역 누적위험요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세히 살펴보

면 먼저 총 누적위험요인의 경우 ‘빈곤->누적위험요인->청소년의 건

강’ 경로는 Z=-5.54(p<.001)의 값을 보고하였고,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에

서 ‘빈곤->개인영역->청소년의 건강’ 경로는 Z=-2.07(p<.05)을, ‘빈곤

->학교영역->청소년의 건강’ 경로는 Z=-3.15(p<.001)의 값을 나타내었

다. 이는 빈곤이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총 누적

위험요인이 매개역할을 수행하며,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의 경우에도 개인

영역과 학교영역이 매개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도출했

던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이로써 빈곤이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데 있어 총 누적위험요인과 이를 영역별로 구분한 개인영역과 

학교영역 누적위험요인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표 5-14>  Sobel Test 결과

경로 Z값

빈곤 -> 누적위험요인 -> 청소년의
건강 -5.54***

빈곤
-> 개인영역 ->

청소년의
건강

-2.07*
-> 가족영역 -> -1.59
-> 학교영역 -> -3.1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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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청소년기의 건강은 청소년 스스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며 아울러 건강은 장기간의 학교생활과 함께 인지적, 비인지적 영

역의 성취를 이루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일 뿐만 아니라 향

후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이자형, 이기혜, 

2015). 따라서 청소년기에 건강을 잘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

다. 그러나 청소년 건강에 청소년 개인의 특성이나 건강행위만이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과거에는 건강을 개인적이고 생물

학적(혹은 유전학적)이고 의학적인 문제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강

했으나 현재는 건강에 있어 사회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김진영, 2007). 

  이 중에서도 빈곤은 단일 요인으로서는 건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허종호 외, 2010).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빈곤과 건강의 

관련성을 입증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순히 건강에 대한 빈곤의 영향

력만을 확인하거나(구인회, 권은선, 2010; 신인순, 2011), 대표적인 소수의 

매개변수들을 고려하는(김진현, 원서진, 2011; 신인순, 홍나미, 2014) 경우

가 많다. 그러나 빈곤은 그 자체의 문제 외에도, 빈곤과 연관된 다양한 

문제들이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빈곤가구에서는 부모들이 

불규칙한 직업을 갖거나 무리하고 불안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

으며,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우울수준이 높

은 경향을 보이게 된다(Hoghughi, 1998; Riley et al., 2009)는 것이 그러

하다. 

  누적위험요인은 이러한 위험요인의 연합적 발생이라는 빈곤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으로, 위험요인의 연합적 발생이란 누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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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시적으로 여러 위험요인에 한꺼번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뜻

한다(강현아, 2013; 김서현 외, 2015; 김성경, 2006; 주소희, 2008; Gerard 

& Buehler, 2004a; 2004b). 누적위험요인은 위험요인이 하나씩 따로 발생

하기보다는 한꺼번에 나타나서 위험다발을 구성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

으며, 다수의 위험요인들의 축적에 집중하여 모델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빈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유용하다. 이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어 누적위험요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등학교 

4학년 6차년도(2015) 패널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이 중 핵심변수

인 가구소득과 가구원 수, 주관적 건강인식 및 누적위험요인 관련 문항

에 대한 미응답자를 제외한 총 1,877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청

소년의 건강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는 주관적 건강을, 독립변수인 가구

의 빈곤여부는 욕구소득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매개변수로는 누적위

험요인을 고려하였다. 여기서 누적위험요인은 개별위험요인의 성격에 따

라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Baron

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을 활용하여 3단계에 걸친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판단

하였다.

  연구문제 및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빈곤 가정의 청소년이 비빈곤 가정 청

소년에 비해 주관적 건강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가구

의 빈곤여부가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빈곤은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45, p<.05). 이는 소득수준 등의 사

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건강상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는 건강격차 이론

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둘째,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먼저 모든 위험요인의 총합인 누적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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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의 경우 빈곤 가정의 청소년이 비빈곤 가정 청소년에 비해 누적위험

요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가구의 빈곤여부가 청소년의 누적위

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빈곤은 누적위험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205, p<.001). 이러한 결과는 빈곤을 위험요인들의 연합적인 발생

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변수로 간주하는 누적위험요인의 

개념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누적위험요인을 각 영역에 따라 구분한 영역별 누적위험요인

의 경우 빈곤은 개인영역(=.111, p<.001)과, 가족영역(=.225, p<.001), 학

교영역(=.099, p<.001)에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누적위험요인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아도 빈곤가정의 청소

년은 비빈곤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각 영역의 누적위험요인이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빈곤이 개인, 가족, 학교영역에서 다양한 위

험요인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빈곤여부는 누적위험요인 및 영역별 누

적위험요인의 매개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실제

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저 누적위험요인은 가구의 빈곤과 청

소년 건강의 관계에 있어 완전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단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빈

곤으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위험요인들의 매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경로모델을 통해 빈곤과 건강의 관계를 

파악한 본 연구의 모형을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의 경우 가족영역을 제외한 개인영역과 학교영역이 빈곤과 

건강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매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개인영역과 학교영역의 매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표 6-1>에 연구가설의 채택 혹은 기각여부

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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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연구가설 채택/기각 여부

 연구문제 1.  빈곤여부는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1-1]. 빈곤 가정 청소년이 비빈곤 가정 청소년에 비해 주관적 건강의식이  
      낮을 것이다.

채택

 연구문제 2.  빈곤여부는 누적위험요인 및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에 영향을  
             미치는가?

[2-1]. 빈곤 가정 청소년이 비빈곤 가정 청소년에 비해 누적위험요인 수준이  
      높을 것이다.

채택

[2-2]. 빈곤 가정 청소년이 비빈곤 가정 청소년에 비해 영역별 누적위험요인  
      수준이 높을 것이다.

  [2-2-1]. 빈곤 가정 청소년이 비빈곤 가정 청소년에 비해 개인영역 누적위험요인 수준이   
            높을 것이다. 채택

  [2-2-2]. 빈곤 가정 청소년이 비빈곤 가정 청소년에 비해 가족영역 누적위험요인 수준이   
            높을 것이다. 채택

  [2-2-3]. 빈곤 가정 청소년이 비빈곤 가정 청소년에 비해 학교영역 누적위험요인 수준이   
            높을 것이다. 채택

 연구문제 3.  빈곤여부는 누적위험요인 및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의 매개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3-1]. 빈곤여부는 누적위험요인의 매개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2]. 빈곤여부는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의 매개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1]. 빈곤여부는 개인영역의 매개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2-2]. 빈곤여부는 가족영역의 매개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2-3]. 빈곤여부는 학교영역의 매개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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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가구의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 그간 빈곤과 건강의 방향성에 대한 두 가지 논쟁 중

에서 본 연구는 경제수준이 건강을 결정한다고 보는 사회원인론에 기반

하여 ‘빈곤여부는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빈곤과 건강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한 후 빈곤과 청소년 건강의 관계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구의 빈곤은 청소년의 건강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이는 사회원인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며 가구의 빈곤이 청

소년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누적위험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

다. 누적위험요인은 위험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서 각각 영향을 미칠 때

보다 그 요인들이 누적　또는 축적되었을 때 그 총합이 어떤 개별요인보

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장영은, 권윤정, 2014), 이

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빈곤으로 인해 파생된 누적위험요

인이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가구의 

빈곤과 누적위험요인을 독립변수로,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누적위험요인은 청소년의 건강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빈곤으로 인해 발생된 위험

요인의 수가 많아질수록 청소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뜻하며, 이로써 위험요인이 축적될수록 종속변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는 누적위험요인 이론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누적위험모델이 빈곤의 영향에 관련된 연구에 적용 가능한지를 탐색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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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피고, 소수에 불과한 누적위험요인 관련 국내 연구를 수적으로 보

완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김서현 외, 2015).

  셋째, 빈곤으로 인한 건강격차를 살펴보는데 있어 누적위험요인을 매

개변수로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빈곤과 건강의 관계

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단순히 빈곤의 영향력만을 확인하거나(구인회, 권

은선, 2010; 신인순, 2011), 대표적인 소수의 매개변수들을 고려하였던 것

에 반해(김진현, 원서진, 2011; 신인순, 홍나미, 2014) 본 연구는 경로모델

에 기반하여 다수 위험요인의 집합인 누적위험요인을 매개변수로 투입함

으로서 빈곤으로 인해 나타나는 청소년 간의 건강격차를 더 심층적으로 

파악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Baron과 Kenny(1986)

의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한 결과 누적위험요인은 빈곤과 청소년 건강 간

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의 빈곤

이 청소년의 건강에 단독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

서 빈곤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매개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이 청소년의 발달에 단선적인 영향만

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 및 환경요소의 문제나 결핍과 결부

되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의 여러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김서현 외, 2015; 박현선, 2008; 장희선, 

김기현, 2014; 조유리, 강현아, 2011; Conger et al., 1997; Doan et al., 

2014). 

  넷째, 빈곤과 청소년 건강의 매개효과로 고려한 누적위험요인을 영역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누적위험요인을 고려한 기존 연구

들의 경우 이를 영역별로 범주화하여 살펴본 경우가 수적으로 미흡한 편

이나 본 연구에서는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매

개변수로 투입한 누적위험요인을 각 위험요인의 특성별로 개인영역, 가

족영역, 학교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각 영역의 누적위험요인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즉 본 연구에

서는 누적위험요인을 범주화함으로서 위험요인들이 영역별로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며 다른 요인과의 매개효과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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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통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빈곤이 건강의 변량을 설

명하는데 있어서 가족영역을 제외한 개인영역, 학교영역 누적위험요인이 

완전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각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는 누적위험요인을 범주화하여 분석하는 것에 대한 유용성을 시사한

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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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적 함의

  본 연구가 가지는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의 필요성이다. 

빈곤가구의 청소년이 비빈곤가구의 청소년에 비해 낮은 건강수준을 보였

다는 것은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하며 이는 빈곤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빈곤가구의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란 0세-만12세의 취약계층 영유아 및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빈곤아동들에게 신체

ㆍ건강, 인지ㆍ언어, 정서ㆍ행동, 부모ㆍ가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데, 이 중 신체ㆍ건강과 관련해서는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서비

스, 아동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정보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국가단위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빈곤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일부 지자체 내 

보건소나 센터 등에서만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 

극소수의 빈곤 청소년들만이 건강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한계를 나

타내며, 따라서 앞서 언급한 청소년기 건강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빈곤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빈곤 청소년의 건강에 개입하는데 있어 누적위험요인을 고려해

야할 필요성이다. 분석 결과 빈곤은 그 자체로도 청소년의 건강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 과정에서 빈곤으로 인해 파생된 누적위험요인 

역시 청소년의 건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누적위험요

인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청소년의 건강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빈곤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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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좋지 않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천 현장에 두 가

지의 시사점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빈곤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있어 가구의 빈곤으로 인해 수반되는 여러 

위험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다. 다시 말해 빈곤가구 청소년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단순히 건강만을 초점으로 개입하는 서비스가 제공되

기 보다는 빈곤으로 인해 동반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의 영향을 파악하

고 이를 완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

시하는데 있어 모든 빈곤 청소년에게 천편일률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위험요인 수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빈곤가구의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내재된 누적위

험요인 수준이 다르다면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차등을 두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과 관련하여 누적위험요인의 효과를 분석한 장희선과 김기현(2014)은 누

적위험요인의 중요성은 보다 많은 수의 위험요인을 경험하는 빈곤가정 

아동에게 제한적인 자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들 가정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입이 모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간에는 소득에 

초점을 두고 빈곤 가구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면, 빈곤

가구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목표로 하는 실천 및 정책들은 빈곤 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누적위험요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누적위험요인을 완화하

고 환경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은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이

해의 단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빈곤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개입의 초점을 영역별로 섬세

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누적위험요인을 영역

별로 분류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개인영역과 학교영역은 빈곤과 청소

년 건강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였지만, 가족영역은 매개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누적위험요인 내에서도 영역에 따라 청소년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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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

다면 빈곤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있어 분석

에서 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던 개인영역, 학교영역을 중심으로 개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개인영역에서는 누적위험요인으로 낮은 자아

존중감, 흡연이나 음주 등의 건강위험행동, 컴퓨터 중독, 휴대폰 중독, 

성폭행/성희롱 피해경험을 고려하였는데, 빈곤과 청소년 건강의 관계에 

있어 개인영역이 완전매개 효과를 보인만큼 빈곤 청소년의 건강수준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영역과 관련한 위험요인의 수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경험한 청소년 개인을 대상으로 개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영역에는 낮은 성적, 낮은 교우관계, 낮은 교사관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누적위험요인으로 고려하였는데, 학교영역도 개인영역과 마

찬가지로 빈곤과 청소년 건강의 관계에 있어 완전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는 학교영역과 관련한 위험요

인들의 감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교현장을 고려해야 할 필요

성을 나타낸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건강 프로그램에 학교가 개입

해야 할 여지를 시사한다. 

  넷째, 빈곤가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입을 실시하는데 있어 성별차

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빈

곤 및 누적위험요인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어 성별, 지역규모를 통제변

수로 고려하였는데, 분석 결과 성별은 대부분의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성별이 건강을 설명하는데 있어 유의한 변수라는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정숙, 2016; 소선숙 외, 2011; 송인한, 이한

나, 2011; Houri et al., 2012; Patel, 2005)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분석결

과를 보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낮은 주관적 건강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빈곤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개입을 실시하는데 

있어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100 -

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상술한 이론적, 실천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

계를 지닌다. 

  첫째, 건강 관련 자료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가구의 빈곤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가 음식섭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열악한 물리적 

환경,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방식이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 중 

음식섭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본 연구에서 분석 자료로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내 문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

로 누적위험요인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 외에도 이론상에서나 선행

연구에서 건강 관련 위험요인으로 드러났다 할지라도 패널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누적위험요인에 투입하지 못한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누적위험요인으로 건강과 관련한 변수들을 풍부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둘째, 누적위험요인 구성방법과 관련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누적위험

모델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위험요인들을 이진수화(위험요인

이 있음=1, 없음=0)함으로서 누적위험요인을 구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연속변수인 위험요인을 측정하는 경우는 개념적으로 유의미한 위험기

준을 조작적으로 설정함으로서 위험요인이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고 있

으나 연속변수인 위험요인의 경우는 원점수의 4분위 값인 25%를 기준으

로 위험요인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험 노출 여부를 판단하

는데 있어 일률적인 기준(25%)을 사용하는 것은 개별 위험요인들의 특성

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갖는다. 또한 위험여부

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연속변수를 이분변수로 변환하는 누적위험요인의 

계산방식은 데이터를 축소 및 손실하여 사용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누적위험요인 개념은 위험요인이 누적된 경우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의 두 가지 한계는 연구모형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난다는 점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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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실제로 본 연구의 주효과인 Model 1의 빈곤의 건강에 대한 수정결

정계수(adj. )는 0.00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제변수와 빈곤이 종속변

수인 청소년 건강의 변량을 0.6%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매개

변수인 누적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Model 3-1에서 수정결정계수

(adj. )는 0.030으로, 이는 빈곤과 누적위험요인이 청소년 건강의 변량을 

3.0% 설명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낮은 설명력을 보이는 이유는 앞

서 언급했듯 패널 자료의 한계로 인해 빈곤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를 다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 누적위험요인을 계

산하는 과정에서 연속변수를 명목화함으로서 데이터의 정보를 상당수 손

실하게 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넷째, 누적위험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어 횡단연구를 수행하였다

는 점이다. 누적위험요인은 위험요인들이 누적 또는 축적되었을 경우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인데, 사실 이러한 누적된 위험요

인의 영향력을 보다 실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험요인들이 장기적

으로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Mistry와 동료 

학자들(2010)은 대부분의 가족, 사회적 위험의 경우 시간에 따라 급격하

게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위험요인의 영

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종단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종단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KCYPS 초등학교 4학년 

패널 6차년도(2015)의 1년 간의 데이터만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다섯째, 연구대상자와 관련한 문제이다. 빈곤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는 연구목적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 학생

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본 2차 자료를 사용기 때문에 나타나

는 문제로서 이렇게 빈곤과 청소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어 청소년의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하지 못하는 점은 본 연구가 갖는 한계로 볼 수 있

다. 

  여섯째, 소득측정 방식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빈곤여

부를 구성하기 위해 패널 내 ‘이 학생’이 속한 가구의 지난 1년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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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가구

원 수 변수를 고려하여 욕구소득비를 산출하고, 이것이 1 미만일 경우를 

빈곤가구로, 1 이상일 경우를 비빈곤가구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은 설문을 진행했던 2014년도의 한 

시점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측정오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Solon(1992)에 따르면 한 시점, 혹은 1년을 단위로 측정된 소득은 측정오

차(measurement error)를 지녀 생애소득(permanent income)과 차이를 보

이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소 3년 정도에 걸친 가구소득의 평

균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정유진, 2017),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구의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

서 빈곤이라는 하나의 위험요인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단선

적으로 고찰하였던 것에 비해 누적위험요인 개념을 도입하여 빈곤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수의 위험요인들이 누적되었을 때 청소년의 건강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누적위험

요인 외에도 이를 범주화한 영역별 누적위험요인을 함께 고려함으로서 

위험요인들이 영역별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의 건강은 청소년 개인이 양질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요

소인 동시에 사회 전반의 차원에서도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그런데 빈곤은 청소년의 건강에 그 자체로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 외에도 다른 위험요인들과 강하게 결

합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장희선, 김기현, 2014)으로 인해 청소년 건

강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빈곤 및 빈곤으로 인

해 파생된 위험요인들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

하기 위한 실천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빈곤과 누적위험요인 및 

청소년 건강에 대한 논의들이 추후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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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탈락집단과 분석집단의 동질성 검증

: 주요 변수 관측빈도(기대빈도) 및 평균(S.D.) 비교

변수
탈락집단
(N=501)

분석집단
(N=1,877)

Significance

통제
변수

성별

남성 116
(97.4)

975
(993.6)

=8.286**

여성 68
(86.6)

902
(883.4)

지역
규모

농촌
지역

7
(15.7)

197
(188.3)

=5.851*
도시
지역

150
(141.3)

1680
(1688.7)

종속
변수 주관적 건강 3.21

(.595)
3.27

(.598) t=-.120

독립 
변수

빈곤
여부

빈곤 10
(7.5)

136
(138.5)

=.927
비빈곤 92

(94.5)
1741

(1738.5)

영역별 
누적
위험
요인

개인영역 .931
(.868)

.820
(.874) t=1.335

가족영역 3.03
(1.28)

2.29
(1.21) t=3.301***

학교영역 1.04
(.973)

1.07
(.946) t=-.28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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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측정도구 설문문항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등학교 4학년 패널 6차년도(2015) 

자료 문항 중 연구에 활용한 문항만 발췌, 수록하였다.

<종속변수: 주관적 건강>

문)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4.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독립변수: 빈곤여부>

문) ‘이 학생’이 속한 가구의 지난 1년간 가구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보호자 질문)

    연소득 세후 (       ) 만원

문) ‘이 학생’과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보호자 질문)

1. 부모(아버지와 어머니)+자녀      2. 한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자녀

3. (한)조부모(할머니/할아버지)+자녀    4. (한)조부모+부모+자녀

5. (한)조부모+한 부모+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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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누적위험요인>5)

자아존중감

문) 학생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  

    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1 2 3 4

2)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  
   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3)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1 2 3 4

4)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1 2 3 4

5)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1 2 3 4

6)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  
   재로 느껴진다 1 2 3 4

7)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  
   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8)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  
   었으면 좋겠다 1 2 3 4

9)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10)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  
    도를 지니고 있다 1 2 3 4

5)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과 관련한 위험요인의 문항 순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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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위험행동

문)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다  

    면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그 횟수를 써 주십시오.

경험 여부 경험 횟수

1) 담배 피우기
1. 있다 ☞ 지난 1년 동안 (    )회

   또는 하루에 (     )회
2. 없다

2) 술 마시기
 (제사나 성찬식 등에서 한   
  모금 정도 마시는 경우는  
  제외)

1. 있다 ☞ 지난 1년 동안 (    )회
   또는 하루에 (     )회

2. 없다

컴퓨터 중독

문) 학생은 이번 학기(2015년 2학기)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데 하루  

    에 대략 어느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학교에 가는 날과 가지 않  

    는 날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학교 가는 날
(월~금요일)

학교 가지 않는 날
(토/일요일, 공휴일)

6) 컴퓨터나 게임기를 가
지고 노는 시간(하루 평
균)

(    )시간 (    )분 (    )시간 (    )분

휴대폰 중독

문) 학생의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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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1 2 3 4

2)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  
   면 불안하다 1 2 3 4
3)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   
   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1 2 3 4
4)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1 2 3 4
5)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  
   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1 2 3 4
6)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 2 3 4
7)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1 2 3 4

성폭행/성희롱 피해경험

문) 지난 1년 동안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  

    습니까?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그 횟수를 써 주십시오.

피해경험 여부 피해경험 횟수

6) 성폭행이나 성희롱
1. 있다 ☞ 지난 1년 동안 (    )회

2. 없다

가족구조의 결손

문) ‘이 학생’과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보호자 질문)

1. 친아버지+친어머니                 2. 친아버지만

3. 친어머니만                        4. 친아버지+새어머니

5. 친어머니+새아버지                 6. 새아버지+새어머니

7. 새아버지만                        8. 새어머니만

9. 부모님 모두 안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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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감독

문) 학생이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  

    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2)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8)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  
   지 알고 계신다

부모애정

문) 학생이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  

    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12)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15)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19)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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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호자)의 학대

문) 학생이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  

    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26)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
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27)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
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28)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29)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
신 적이 많다

보호자의 방임

문) 학생이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  

    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22)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23)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
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24)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
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25)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
료를 받게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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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건강

문) 동년배와 비교해 볼 때 귀하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자 질문)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4.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성적 만족도

문) 학생은 자신의 학교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교우관계

문)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  

    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12)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
한다
13) 친구가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
져 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14)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15)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
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

교사관계

문)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  

    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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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
한다
12)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
하다
13)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14)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
절하시다
15) 졸업한 다음에도 담임선생님을 
찾아 뵙고 싶다

학교폭력 피해

문) 지난 1년 동안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  

    습니까?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그 횟수를 써 주십시오.

피해경험 여부 피해경험 횟수

1)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1. 있다 ☞ 지난 1년 동안 (    )회

2. 없다

2)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1. 있다 ☞ 지난 1년 동안 (    )회

2. 없다

3) 심하게 맞기(폭행)
1. 있다 ☞ 지난 1년 동안 (    )회

2. 없다

4) 협박당하기
1. 있다 ☞ 지난 1년 동안 (    )회

2. 없다

5) 돈이나 물건 뺏기기
   (삥뜯기기)

1. 있다 ☞ 지난 1년 동안 (    )회

2. 없다

7) 심한 욕설
1. 있다 ☞ 지난 1년 동안 (    )회

2.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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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 성별, 지역규모>

성별

문)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1. 남자             2. 여자

지역규모

문) ‘이 학생’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보호자 질문)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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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 of poverty on youth health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cumulative risk factors

Han, Soyo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overty 

on adolescent health and to verify that cumulative risk factors have 

mediating effects in the process. The health of adolescents is important 

in the daily lives of adolescents themselves; however, it is also an 

important factor that influences the quality of life for individuals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a health life during 

adolescence, which includes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s well a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behaviors of adolescents. Among 

these, poverty is known to be the single most important health 

problem. Indeed,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udies dealing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youth health, but in many cases, 

often the impact of poverty on health is only identified or only a f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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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parameters are considered.

  However, these prior studies are unsatisfactory in that they do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poverty, that is, the 

combined occurrence of risk factors. The co-occurrence of risk factors 

is when there is one risk factor, other risk factors also occur in 

succession forming a bundling of risk. This means that to identify the 

impact of poverty,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impacts of 

other risk factors derived from poverty as well as the impact of 

poverty itself. The cumulative risk factor is a concept that reflects 

these characteristics well. This means that when the factors are 

cumulative or accumulated rather than when the risk factors affect 

each as a factor, the sum has a greater effect than any individual 

factor. In fact, previous studies that apply cumulative risk factors 

measure the cumulative risk factors as the sum of the number of risk 

factors by dichotomizing each risk factor rather than identifying the 

quality level of each risk factor.

  Based on this logic, this study was based on the path model and used 

the cumulative risk factor, as a parameter in examining the health 

disparities between adolescents due to poverty. The research questions 

addresse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Does poverty affect the health of adolescents?

2) Does poverty affect the cumulative risk factors and cumulative risk  

   factors by domain?

3) Does poverty affect the health of adolescents through mediation of  

   the cumulative risk factors and cumulative risk factors by domain?

  To answer thes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data from the 6-year accumulated data of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KCYP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 total of 2,378 subjects were selected 



- 132 -

in this panel. However, after excluding the respondents who did not 

respond to key variables, 1,877 subjects were selected as the final 

study subjects. Subjective health was used as a variable to measure the 

health of adolescents, the poverty of households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cumulative risk factors were used as a 

parameter. In addition, the cumulative risk factor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risk factors, such as 

personal area, family area, and school area. For the analysis, Baron 

and Kenny (1986) appli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applying the 

mediator effect test method and conducted the Sobel-test for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or effect.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verty of household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health of adolescents in relation to [Research 

Question 1]. In other words, adolescents from families below the 

poverty level were found to have a lower subjective health status 

compared to adolescents from families above the poverty level. Second, 

in relation to [Research Question 2], poverty had a positive effect on 

cumulative risk factors and cumulative risk factors by domain. Families 

below the poverty level showed a higher level of cumulative risk 

factors, which is the sum of all risk factors, compared to families 

above the poverty level. For cumulative risk factors by domain, the 

adolescents from families below the poverty level showed higher risk 

than the adolescents from families above the poverty level in the 

personal domain, family domain, and school domain. Third, in relation to 

[Research Question 3], poverty influenced the health of adolescents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cumulative risk factors. In fact, total 

cumulative risk factors have a role in complete medi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the health of the household. 

Additionally, in the case of cumulative risk factors for each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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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and school domains except for the family domain had a role 

in complete medi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health.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The health-related data of the 

KCYPS panel used in the analysis of this study are very limited, Thus,  

the central health related variables cannot be involved this model.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the cumulative risk factors, we uniformly 

used the quartile value of 25% measure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cumulative risk factors; however, loss of data occurred by converting 

the continuous variable into a dichotomous variable. The KCYPS panel 

research only examines third yea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despite 

the purpose of studying youth health; moreover, it is limited to only a 

one year unit of household income to determine whether a family is 

above or below the poverty line.

  Despite the limitations described abov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household poverty on the health of adolescents, 

statistically proved the risk of cumulative risk factors on the health, 

and considered the cumulative risk factors as the mediator effect of 

poverty; moreover, the cumulative risk factors considered as parameters 

were divided into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domains.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that a program should be 

implemented to promote the health of adolescents from families below 

the poverty level. The program should consider the cumulative risk 

factors when intervening in adolescents from families below the 

poverty level. Moreover, the focus of the intervention for the health 

promotion of those adolescents should be structured by domain and that 

gender differences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in the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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