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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거주지 이전은 한국사회 내에서 이미 만연한 사회현상이지
만 지금까지 사회과학 연구의 대상으로서 주목받은 적은 없다. 본
연구는 거주 유동성이 인간을 둘러싼 인접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회
생태적 요인(socioecological factor)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것이
인간의 행위,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이라는 커뮤니케이
션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탐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하여 먼저 사회생태적 심리학과 발달과학에서 견지하는 생태
학적 모형을 동원하여 어린 시절에 경험한 높은 거주 유동성이 성
인이 된 현재 개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수
립하였다. 나아가 풍성한 경험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효과가 거주
지 이전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붕괴를 통해 매개될 것이라는 가
설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높은 거주 유동
성으로 인한 ① 건강상태(subjective health status & mental
health status)의 악화, ② 축소된 사회 관계망(social network
size), ③ 낮은 수준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가 저마다의 영향력을 통하여 개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획
득 수준을 변화시키리라는 이론적 모형을 수립하였다. 수립된 가설
및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을 통해 연구 모형의 타당성을 통계적
으로 검정하였다. 핵심 변인인 거주 유동성으로부터 개인의 건강정
보 획득 행위로 이어지는 복잡한 간접 경로의 유의미성은 모수적
통계기법과 비모수적 통계기법인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함께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어린 시절의 거주 유동성이
성인이 되어서의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에 미치는 총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 관계를 양의 방향으로 이끄
는 힘과 음의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함께 작용하여 억제효과
(suppression effect)가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개요인별로 분리해서 보면 첫째, 높은 거주 유동성은 정신건강상
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온라인 건강정
보 획득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높은 거주 유동성은 개인
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떨어뜨리며, 이를 통하여 개인의
건강상태에까지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수준 자체는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 행위와 양의 관계에 있
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여 거주 유동성이 해당 경로를 통해 건강
정보 획득을 줄일 것이라는 간접효과에 대한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
다. 비록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사
회생태학적 요인으로서 거주 유동성이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 층위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고, 나아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매력적인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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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본 연구는 사회생태학적 심리학(socioecological psychology)과
인간 발달에 대한 생태모형(bioecological model)이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관점을 이론적 틀로 삼고 있다. 그것은 ① 다양한 층위의 체계(환경)
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의 인지·심리·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 ②
한 개인의 현재 상태는 그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그 환
경과 상호작용해온 결과라는 것, 마지막으로 ③ 개인은 무력하게 외부 체
계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외부 체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Bronfenbrenner & Evans, 2000; Oishi, 2014; Oishi &
Graham, 2010; Sallis, Owen, & Fisher, 2008). 이런 토대 위에서 본
연구는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객관적인 환경 여건이 성인이 되어서의 건강
상태 및 건강 관련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연관성을 밝혀내는 데
주된 관심이 있다. 또한 동떨어져 보이는(distal) 둘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
성이 발견된다면 이러한 연관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발현되는지 그 기전
(mechanism)을 밝혀내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인간의 심리적 상태, 행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객관적
환경(예, 인구밀도, 기후, 지형)들이 존재하지만(Oishi, 2014)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거주 유동성(residential mobility)’에 집중한다. 거주 유동
성은 인간을 둘러싼 인접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으
로서 다양한 층위에서 분석될 수 있다(Oishi, Schung, Yuki, & Axt,
2015). 이 때 거주 유동성은 객관적인 수치로 조작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가령 집단적 층위에서 분석될 때 거주 유동성은 특정 구역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지가 바뀐 사람들의 비율로 조작화된다(예, Oishi, Miao,
Koo, Kisling, & Ratliff, 2012; Oishi et al., 2007). 개인 층위에서는 보
다 다양하게 조작화되는데 주로 ① 이사 빈도(예, Adam, 2004; B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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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Dong et al., 2005; Jellyman & Spencer, 2008; Wood, Halfon,
Scarlata, Newacheck, & Nessim, 1993), ② 소속의 변경 범위(예, 학교
만 변경 vs. 거주지만 변경 vs. 둘 다 변경; Pribesh & Downey, 1999),
③ 이사 이후의 경과 시간(예, Vernberg, Greenhoot & Biggs, 2006)으
로 측정되며, 실제로 활용된 사례는 거의 없지만 ④ ‘이주 거리’도 고려
할 만한 척도로 제시된 바 있다(Garboden et al., 2017).
거주 유동성은 그 자체로 인간의 근접 환경을 바꾸어놓는 생태학
적 요인이지만 보다 거시적인 층위의 외부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한
다. 가령, 한국에서 자녀를 둔 가정이 이삿짐을 싼다면 그것은 아이의 교육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이화룡·조창희, 2012). 정책적으로 갈라놓은
학군이라는 경계가 이러한 목적의 이사를 추동(推動)한다. 그 결과 사람들
이 몰리는, 상급 학교로의 진학률이 높은 몇 개 학군은 타지역 대비 집값
이 높아진다. 이것은 어느 가정이 다시 이삿짐을 싸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7). 이러한 현상이 집합적으로 발생할 때 거주 유동성은
거꾸로 국가의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정리하자면 거주지를
옮기는 일에는 상위 층위의 환경이라 할 수 있는 정책·제도의 힘이 명백
히 작동하지만 역으로 거주 유동성이 사회의 정책과 제도 등을 바꾸어놓을
가능성이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개인의 생활이 크게 달라질 것은 자명하
다. 특히, 한 가정이 단행하는 이사는 그 가정의 보육 환경 및 대인 관계
환경을 바꾸어놓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생태학적 심리학과 발달
학(developmental science)의 생태모형이 전제하고 있듯이 자신을 둘러
싼 근접 환경이 변하면 인간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개
인의 노력과 그 결과가 개인의 현재 모습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우리 연구
의 핵심이 되는 전제이다.
한국 사회에서 거주지 이전은 이미 만연한 사회현상이다. 우리나
라는 거주지를 쉽게 바꾸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만큼이나 거주 유동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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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이다. 지리적·문화적으로 인접한 이웃 국가 일본과 비교하면 이
수치 차이는 압도적으로 커진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다시피 2016년
한 해 동안 일본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인구의 비중이 3.9%인데 반하여,
동일한 해 우리나라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인구의 비중은 14.4%이었다. 이
수치는 미국의 10.7%보다도 높은 수치이다(통계청, 2018). 주의할 것은
이 수치에 반영되지 않은 수많은 거주 이전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다. 예를 들어 전술했던 교육 목적의 거주지 이전은 이 통계치에 반영이
되어 있을 테지만 ‘군 입대’(즉, 징병제라는 정책적 요인으로 인한 거주
이전의 사례)와 같이 명백히 많은 사람들이 잠시나마 삶의 터전을 옮기는
사건임에도 인구 이동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그림 1. 한국․미국․일본 국내인구이동 추이 비교, 2007~2017
(단위: %)

주: 국가별 행정구역 단위의 규모가 상이하므로 이동률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주의
를 요함. 총이동은 한국은 읍/면/동, 미국은 거주지, 일본은 시/구/정/촌 경계임.
출처: 통계청(2018. 1)의 내용을 재가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 거주 유동성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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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심리·행동이나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다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다(예외적으로 거주 유동성에 대하여 개인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적응하는지를 논의한 홍승범과 박혜경의 연구, 2013). 커뮤니케이션 학문
분과에서도 거주 유동성이 특정 커뮤니케이션 행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
는지 체계적으로 연구된 사례는 본 연구자가 아는 한 없다. 반면 해외에서
는 거주 유동성을 핵심 변인으로 학업 성취, 사회적 관계, 건강상태, 커뮤
니케이션 행위, 아동 발달 등과의 연관성을 설명한 풍성한 연구 사례가 존
재한다.
우리 연구는 앞서 설명한 이론적 틀과 현존하는 다양한 경험적 증
거들을 동원하여 거주 유동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탐
구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어린 시절의 거주 유동성이 성인이 된 개
인의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행위와 연관이 있으리라는 흥미로운 가설을 제
시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어릴 때 자주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과 그
렇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는 성인이 된 후의 건강정보 수요에 차이가 있
으리라 본다. 두 요인 간에 존재하는 시간적, 개념적 요원함은 주장의 타당
성을 의심하게 하지만 익히 밝혀진 바, 거주 유동성이 개인의 사회 관계망
이나 사회적 관계의 질,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
과들을 받아들인다면 이 경로가 건강정보 획득 행위로까지 이어지리라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개인의 사회적 관계 및 건강상태는 이미 많은
이론(예, 행동 예측의 통합 모형[Fishbein & Yzer, 2003], 건강 신념 이
론[Rosenstock, 1974], 사회인지 이론[Bandura, 2004], 규범적 행위에
대한 이론[Rimal & Real, 2005] 등)에서 건강과 관련된 행위를 촉발시키
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정보 획득이라
는 협소한 영역의 행위를 설명할 때에도 해당 변인들은 주효한 선행 요인
으로서 다루어졌다. 결국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잘 정립된 이론들과 증거들
을 토대로 생태학적 관점이 인간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증명하려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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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1) 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거주 유동성
사회생태적 심리학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정신상태와 행동을 이해
하는 데에 있어서 인간 외부에 조성된 객관적 환경의 역할에 주목한다. 인
간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나 타인들의 존재, 정치·경
제적 환경에 반응하여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며,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사회학적 관점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점은 그러한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의 개인적 경험을 중요한 연구 주제로 삼는다는 점이다. 또한 적응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인간 스스로가 변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인간과 끊임없
이 상호작용 해온 환경 역시 변화할 수 있음을 상정한다. 결국 문화나 정
치체제 같은 거시 환경도 인간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인공물이기 때문이
다(Oishi, 2010, 2014; Oishi & Graham, 2010).
이와 같은 맥락에서 높은 거주 유동성을 특정 사회의 생활 환경을
나타내는 특성으로 본다면, 거기에 속한 개별 구성원들은 그러한 환경이
주는 압력에 적응하기 위하여 거주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와는 다른 독특
한 기질이나 행동양식을 발달시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오이시와 동
료들(Oishi, 2010, 2014, 2015; Oish et al., 2007, 2015; Oishi &
Graham, 2010; Oishi & Talhelm, 2012)은 거주 유동성이 국가 차원의
친사회성, 사회 전반의 대인 신뢰도, 행복의 기준, 동네의 풍경까지도 설명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의 노년을
지내기 위해 집을 지어도 그 지붕이 완성되기도 전에 그 집을 팔아버리는
(de Tocqueville, 1835/1997, 704쪽)” 미합중국의 국민들은 오랫동안
낯선 환경 및 사람들과 빈번하게 상호작용해야 하는 조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 내에서 적응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사회 관계망(social
network)을 확장하는 데 유리한 인간 관계 전략과 기질(예, 기꺼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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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self-disclosure])을 체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소한 내(內)집단
에 목매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을 두루 신뢰하는 경향을 발달시켰으며 개방
된 인맥 시장에서 자신감 있게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게 되
었다. 이 때문에 다른 사회와는 구분되는 미국 사회만의 독특한 행복의 기
준도 작동한다. 타인에게 호감을 살 만큼 자신이 매력적이라는 믿음(즉, 자
존감)은 미국 사회에서 행복의 큰 동력으로 작용한다. 구성원들이 가진 이
러한 기질은 거주 유동성이 낮은, 가령 일본과 같은 국가와는 확연히 구분
되는 미국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문화를 이루게 된다(Oishi, 2010; Oishi
et al., 2015; Oishi & Talhelm, 2012). 이는 구성원들이 거주지를 자주
옮긴다는 객관적인 조건이 관계의 유동성(relational mobility)에 대한 개
인들의 지각에 영향을 주어 저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적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Oishi et al., 2015).
국가 혹은 문화와 같이 거시적인 층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상호
구성의 양상은 아마도 특정 환경이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관되게
그 구성원들에게 가한 압력의 결과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환경에 적응된
결과로 나타나는 특별한 인지·정서·행동이 다시 역으로 환경을 변화시킨
다는 주장만 제하면 사회생태적 심리학의 관점은 일견 진화론과도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진화처럼 유구한 시간틀(time frame) 내에서만 생태학적
관점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생태학적

관점은

개인이

생애과정(life

course) 중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가는지를 설명하
는 데에도 유용하다. 거주 유동성을 예로 들면, 이사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일상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요구한
다. 그 노력의 성패는 끊임없이 발달해가는 존재인 개인에게 여러 가지 상
태로 나타날 수 있다. 발달과학의 생태모형에서는 그 결과물을 역량
(competence) 혹은 기능장애(dysfunction)로 구분하고 있다. 보다 구체
적으로 말하자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은 특정 영역에서 자신
의 행동을 통제할 기반이 되는 지식 혹은 능력(즉, 역량)을 획득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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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고, 아니면 행동의 방향을 정립하거나 통제하는 데 지속적인 어려
움(즉, 기능장애)을 겪을 수도 있다. 그 상태는 재귀적으로 개인이 인접 환
경과 상호작용(proximal process)하는 발달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Bonfenbrenne & Evan, 2000; Sallis et al., 2008).
어떤 개인이 거주지를 자주 옮겨야 하는 여건 속에서 살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할 대상, 즉 인접 환경에 대한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발달과학의 생태모형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혼돈의 체계(chaotic systems)라고 부르며 역량으로 이어지는 발
달과정을 방해하는 주된 원천으로 본다(Bonfenbrenne & Evan, 2000).
이 주장에 의하면 거주 유동성이 높은 환경은 어린이의 역량 습득을 방해
하는 혼돈의 체계일 수 있다. 실제로 아커만과 동료들(Ackerman, Kogos,
Youngstream, Schoff, & Izzard, 1999)은 면학 연령 이전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거주했던 동네의 개수’를 체계의 혼돈 수준을 측
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로 채택한 바 있다. 불안정성이 높은 환경 속에서
아동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높아진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처리하느라 어
린이의 인지적 자원과 지지의 자원이 온전히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투
여되지 못 한다면 그 과정이 역량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한 시점에
특정 분야(예, 사교활동)에서 가지고 있었던 역량이 이후의 발달과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거주지 이전의 효과가 단기에만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리라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거주 유동성이 발달을 위한 여건으로서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이
유는 그 자체로 야기되는 혼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조력을 제공하고 위
로를 전할 수 있는 인접한 인간 관계(가령, 보울비[Bowlby, 1988]의 애
착 관계나 칸과 안토누치[Kahn & Antonuccie, 1980: Antonucci,
Akiyama, & Takahashi, 2004 재인용]의 호송대[convoy]로 대표되는
인간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태학적 모형이 기저에 깔고
있는 또 하나의 전제는 인간이 “지적으로, 정서적·사교적·도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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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안녕(well-being)과 발달, 인생을 위해서 헌신
할 누군가, 강하고도 쌍방적인 애착을 교환할 누군가와 복잡하고도 호혜적
인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Bronfenbrenner & Evans,
2000, p. 122)”는 것인데, 높은 거주 유동성은 이와 같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비호의적인 여건을 조성한다.
결과적으로 거주 유동성이 높을수록 발달에 필요한 안정되고도 지
지적인 환경 기반이 전방위적으로 뒤흔들린다. 이런 점에서 우드와 동료들
(Wood et al., 1993)은 거주지 이전이 아이들의 발달 지연, 이상행동, 학
습장애, 유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를 끝맺으며, “한 가정의 이
사는 자녀들의 세계를 구성하는 일상(routines), 관계(relationships), 그
리고 애착(attachments)을 붕괴시킨다(disrupt)”(p. 1337)고까지 말하
였다.
이들과 동일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어린 시절, 구체적으로 초·
중·고 학창시절에 경험한 거주지 이전의 빈도가 성인이 되어서의 건강상
태 및 건강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탐구할 것이다. 그
배경에는 지금까지 설명하였다시피, ① 거주 유동성이 개인을 둘러싼 다양
한 층위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 ② 그러한 여건 속에서 인
접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그리
고 ③ 그 결과가 지속적으로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주리라는 점이 전제되
어 있다. 다음 절부터는 어릴 적의 거주 유동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성
인이 된 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 거주 유동성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거주지 이전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어
떤 이사는 결혼이나 출산, 대우가 나은 회사로의 이직, 경쟁력 있는 학교로
의 전학 등 기뻐할 만한 일들에 수반되기도 한다(국토교통부, 2017).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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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많은 경험적 증거들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거주지 이전은 대체로 개인
의 바람직하지 못한 건강상태와 연관이 있는 듯 보인다(Adam, 2004;
Anderson, Leventhal, & Dupere, 2014; Bures, 2003; Coley & Kull,
2016; Dong et al., 2005; Dupere, Archambault, Leventhal, Dion, &
Anderson, 2015; Garboden, Leventhal, & Newman, 2014; Jelleyman
& Spencer, 2008; Metzger, Fowler, Anderson, & Lindsay, 2015;
Oishi,

&

Schimmack,

2010;

Susukida,

Mojtabai,

Murcia,

&

Mendelson, 2016; Taylor, Repetti, & Seeman, 1997; Wood, Halfon,
Scarlata, Newacheck, & Nessim, 1993). 특히 선행 연구들은 어린 시
절에 있었던 잦은 거주 이전이 성인이 되고 난 후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그 기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
리해볼 수 있다.
첫 번째, 거주지 이전은 익숙했던 생활환경을 등지고 새로운 환경
에의 적응을 요하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는 사건이기 때
문이다(Anderson et al., 2014; Coley & Kull, 2016; Jelleyman &
Spencer, 2008; Oishi et al., 2013; Wood et al., 1993). 만약 그러한
사건을 어린 시절에 경험한다면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무런 통제를 행사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하여 어린이는 환경과 스트레스에 민
감한 발달과정 상에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이사가 유발하는 부정적인 정서
가 성인에 비해 더 크고 오래 갈 것이다(곽금주·문은영, 1993; 이춘재·
곽금주, 1994; Jelleyman & Spencer, 2008; O'brien, Gallup, &
Wilson, 2012; Susukida, Mojtabai, Murcia, & Mendelson, 2016;
Vernberg & Randall, 1997). 흠스와 라헤(Holmes & Rahe, 1967)가
개발한 사회 재적응 등급 척도(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에서
는 적응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43가지 생활사건(life event)들이 제시되
어 있는데, 이 중에서 거주 유동성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일단 거
주지 변화 자체의 스트레스 지수는 20점(43개의 사건 들 중 28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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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경우 여기에 전학(20점)과 사교활동의 변화(18점)가 수반된
다고 하면 도합 58점인데, 친한 친구의 죽음이 37점인 점을 고려하면 거
주지 이전에 따르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상당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
다. 실제 최근 거주지를 옮긴 12~1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사 후 가
장 힘든 점”을 물어본 인터뷰에서 응답자들의 대다수(55%)가 새 친구를
사귀는 것이 ‘걱정(concern)’이라고 답했으며, 25%는 친구와 친척들을
떠나야 하는 것이 ‘걱정되고 힘들다(concerns or difficulties)’고 답하
였다(Abwender, Vernberg, Beery, & Ewell, 1991). 거주 유동성이 유
발하는 부정적인 정서는 실제로 거주지를 옮길 때뿐만 아니라 단지 이사를
떠올리기만 해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오이시와 동료들의 연
구(Oishi et al., 2012)에서는 참여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 특정
생활 여건(즉, 거주 유동성이 높은 삶 vs. 같은 거주지에 오래 머무는 삶
vs. 통제집단) 속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하도록 했는데 거주 유동성이 높은
생활양식을 배정받은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술회(述懷)한 글에는 염려와 외
로움 등 부정적인 정서를 지시하는 단어들이 훨씬 자주 등장하였다.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생리체계
(physiological system)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건강에까지 역효과를
미칠 수 있다(Miller, Chen, & Zhou, 2007; Miller et al., 2009). 시간
적으로 인접한 사건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6세에서 9세 기간
동안 발생한 잦은 이사가 25년 뒤의 후속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사망률을
설명해낸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Juon,

Ensminger,

&

Feehan,

2003). 이와 유사하게 빈곤한 가정 환경과 같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불
안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은 여건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의 경
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성인기의 육체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증거
들도 존재한다(Miller et al., 2009; Repetti, Taylor, & Seeman,
2002). 코티솔(cortisol) 분비는 그러한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기전이다. 코티솔은 스트레스에 의해 활성화 되는 호르몬 반응 체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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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상황에 맞서 신체가 그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打開)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각성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각
성 상태가 지속되어 신체가 지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부작용이 존재
한다. 경험적 증거들에 따르면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의 불안정성은 높은
코티솔 수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ortella, Harmer, Flint,
Cowen, & Goodwin, 2005; Wirtz et al., 2007). 외로움 역시 코티솔 분
비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Adam, Hawkley, Kudielka, & Cacioppo,
2006). 밀러와 동료들의 메타분석(Miller et al., 2007)에 따르면 부정적
인 감정 상태를 유발하는 근원 사건이 시기적으로 인접할수록 코티솔 분비
와 맺게 되는 연관성이 더 강하긴 하지만, 성장했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
위(SES, socioeconomic status)와 같이 먼 과거에 경험했던 환경 특성
역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HPA axis,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의 기능 수행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와 같은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보면 어릴 때 경험한 잦은 거주지 이전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의 육체적 건강상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두 번째, 거주 유동성이 높은 환경은 발달에 해로운 조건이다. 그
결과로 초래되는 기능장애들이 장기적으로 개인의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Adam, 2004; Adam & Chase-Lansdale, 2002; Anderson et
al., 2014; Coley & Kull, 2016; Dupere et al., 2015, Study 2;
Metzger et al., 2015; Pribesh & Downey, 1999; Swanson &
Schneider, 1999; Wood et al). 거주지 이전이 아니더라도 면학 연령대
에는 수차례의 입학과 졸업, 상급 학년으로의 진학, 사춘기 등 정례적인 이
행(normative transition)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적응을 위한 과업이 융단
폭격처럼 쏟아지는 이 때에 거주 유동성이 높은 가정 환경은 역량 획득을
위한 안정적인 토대가 되기 힘들다(Bronfenbrenner, 1986). 심지어 거주
이전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
게까지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이사를 야기한(예, 부모의 발령이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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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변화), 혹은 이사에 수반되는(예, 무리한 이사에 따른 재정 압박)
환경의 변화에 부모들도 적응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그들이 자녀들에게
쏟던 관심의 양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Anderson
et al., 2014; Pribesh & Downey, 1999; Vernberg & Randall, 1997).
달리 표현하자면 건강한 발달을 위한 ‘베이스 캠프(secure base)’로서
기능해야 할 가정 환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 생후 1~54
개월 기간 동안 발생한 거주지 이전은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정서적 지
지, 함께 보내는 시간 등을 감소시켜 자녀의 문제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Anderson et al., 2014). 또 다른 연구 역시 가족 내의
사교적인 분위기가 여자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남자 어린이들의 사교 능력
의

주된

결정

요인이었음을

보여주었다(Schneewind,

Beckman,

&

Engfer, 1983: Bronfenbrenner, 1986 재인용). 거주 유동성은 이와 같
이 어린이의 기질 형성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가정 내 양육 환경을 뒤흔들
어 놓을 수 있다.
물론 거주 유동성으로 인한 양육 환경의 질적 저하는 이사가 어린
이의 발달에 불리한 여건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의 일부일 뿐이다.
아동이 역량을 터득하기 위해 일관되고도 꾸준하게 상호작용해야 할 대상
은 양육자 외에도 다양하며, 상호작용이 펼쳐지는 장(場) 역시 가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사로 인하여 이러한 요소들이
갑자기 상실되고 전환되는 모든 영역에서 성공적인 발달의 가능성은 낮아
진다. 핀란드의 8~14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Pulkkinnen,
1982,

1983a,

1983b,

1984:

Bronfenbrenner,

1986

재인용;

Pulkkinnen, 1992)의 결과는 이사 횟수, 가족 구조의 변경, 학교나 유치
원을 옮긴 횟수 등으로 측정된 인접 환경의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유소년
들의 복종성(submissiveness) 및 공격성, 불안감,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의 범죄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적 상태의 발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환경의 안정성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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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욱 강력한 예측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애덤의 연구(Adam,
2004)에서도 청소년들이 최근 5년 동안의 거주지를 이전한 횟수는 부모
와의 이별,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환경 여건들
과 별개로 청소년의 부적응 상태(비행, 인지 능력, 이른 성경험 등으로 측
정)를 예측해 내었다. 종속변인으로 위축(withdrawal)이나 우울 등 내적
인 부적응 상태를 고려할 때에도 거주 유동성은 예측력을 발휘하였다
(Anderson et al., 2014). 이사가 생후 1~54개월 기간에 발생하였을 때
에는 이 효과가 양육 환경을 통해 제공되는 자극 및 관심의 하락을 매개로
발휘되었지만, 12~15세 동안 발생한 이사는 종속변인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졌다. 종합하자면 거주 유동성은 어린이를 둘러싼 인접 환경의 안정성을
깨뜨림으로써 여러 방면에서 건강한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 이 말은 일견
타고나는 듯 보이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개
인의 기질이나 행동 습관, 역량 등이 어릴 적 거주 유동성의 결과일 수 있
다는 뜻이다.
이러한 주장은 아동청소년기의 거주 유동성과 성인기의 건강 사이
의 관계를 잇는 중요한 지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발달상의 결과물들을
개인이 보유하게 된 내적인 자원으로 본다면 이러한 자원이 부족한, 유동
적인 삶을 살아온 이들은 특정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좌절을 경험할 가능성
이 크다. 가령 거주 이전이 (대개 시험성적으로 측정되는) 인지 능력의 저
하(Coley & Kull, 2016; Pribesh & Downey, 1999; Wood et al.,
1993)나 사교 능력(Coley & Kull, 2016; Dupere et al., 2015)의 미발
달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당사자의 당시 학교
생활이 유쾌하지 않았으리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학교는 그 시기에 가
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한국에서는 특히나 더 그러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요구되는 과업(즉, 학업)에 집중을 할 수 없다거나
성과가 좋지 않다면 적어도 그 영역에서만큼은 자존감이나 스스로 삶을 통
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라나기 힘들 것이다. 자존감이나 통제감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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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나 건강 관련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검증되었던 바
(Bandura, 2004; Seeman, Rodin, & Albert, 1993), 높은 거주 유동성
에서 비롯된 역량 개발의 실패는 삶의 과정 속에서 반복적인 자존감의 하
락이나

통제감의

상실을

경험하게

하여

개인의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저해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한 개인이 특정 영역에서 가진 기능장애는 긴 시간 진
행되는 외부 자원의 축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학창시
절에 낮은 성적이나 낮은 성취율(예, 중퇴, 유급)을 보였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 누리게 될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열
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Wood et al., 1993; South, Haynie, & Bose,
2007). 더불어 잦은 이사로 인하여 인간 관계에서 거부를 경험하고 사교
적 기술을 배양할 안정적인 여건을 가지지 못 했던 아이는 살아가면서 헌
신적인 친구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Ross, Shochet,
& Bellair, 2010). 개인이 보유한 사회경제적 지위 및 지지적 관계망이 건
강상태, 특히 정신건강과 맺고 있는 연관성을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발
생한 거주지 이전이라도, 그것이 개인의 학업 수행 역량, 사교 역량 등에
미치는 역효과를 통하여 성인이 된 후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하다(Berkman & Glass, 2000; Dalgard & Tambs, 1995; Diener
& Seligman, 2002; Everson, Maty, Lynch, & Kaplan, 2002; Lin &
Dean, 1984; Ross et al., 2010; Schaefer, Coyne, & Lazarus, 1981;
Thoits, 2011). 정리하자면 성장기의 높은 거주 유동성은 특정 영역의 과
업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역량이나 기질을 배양하지 못 하도록 막음으로
써 그 역량이 필요한 과업에 부딪혔을 때 반복적으로 좌절을 경험하게 하
고, 건강에 유익한 자원들까지 축적되지 못 하게 막음으로써 개인의 건강
상태에 지속적으로 역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잦은 거주지 이전과 건강상태 사이의 부정적
관계를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인의 발달상태이었다. 이제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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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설명은 거주 유동성이 조성하는 환경 자체가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를
가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거주지를 옮긴 이후에 더 좁은 집에서 살게 됐
다거나 경쟁이 치열한 학군으로 전학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됨으로
써 건강이 악화된다는 뜻이 아니다. 거주지를 옮기면서 필연적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에 대한 진술이고, 보다 구
체적으로는 거주 유동성이 높은 환경 속에서 개인이 겪게 되는 ‘관계의
유동성’이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이다(Oishi et al., 2015).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와 건강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은
역사성이 뒷받침된 관계를 통해 흐르는 애착을 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중요 요건으로 꼽는다. 예를 들어, 보울비(Bowlby, 1988)는 애착을 제공
하는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그것이 심리적 방어막 쳐주고 어린이
의 생체활동을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시켜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애착 관
계에서 가장 친밀하고도 중요한 대상은 아마 양육자일 테지만, 칸과 안토
누치(Kahn & Antonucci, 1980: Berkman & Glass, 2000 재인용,
Antonucci et al., 2004)는 비단 부모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나 조부모, 직
장 동료들까지도 개인이 생애과정 동안 맞닥뜨리는 난관에 무너지지 않도
록 조력과 애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러한 인간 관계가
이른바 호송대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호송대로 기능하는 사회적 관계
는 개별 친밀감의 정도는 각기 다르지만 ‘애착 관계’와 마찬가지로, 개
인이 성장과정에서 환경을 탐색하며 상호작용할 때에 안정감을 제공하는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한다. 특히나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이러한 관계
는 성공적인 발달을 위한 초석이 되고 이 중 일부는 생애 전반에 걸쳐서
개인의 곁에 머무르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더욱이, 살아가면서 새롭게
추가되는 인간 관계가 어린 시절에 맺었던 사회적 관계의 모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시기의 사회적 관계는 무척 중요하다(Antonucci et al.,
2004; Berkman & Glass, 2000).
그러나 높은 거주 유동성은 개인의 성공적인 발달에 기여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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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대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nderson et al., 2014;
Dupere et al., 2015; Haynie, South, & Bose, 2006; Pribesh &
Downey, 1999; South & Haynie, 2004; South, Haynie, & Bose,
2007; Vernberg et al., 2006). 이 대인 관계는 대강 부모와의 관계, 이
웃과의 관계, 친구 관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양육자의 역할은 특히나 중요하다. 부모는 아동청소년기에
친교(companionship)와 친밀감(intimacy)을 제공하는 주요한 타자이기
때문이다(양돈규·임영식, 1998; Buhrmester & Furman, 1987). 제도권
교육에 진입하면서 부모와의 친교는 크게 줄어들고 친밀감의 제공원으로서
또래 친구들의 역할이 커지긴 하지만, 부모로부터 받는 지지의 수준은 청
소년기에 접어들고 나서도 자녀들의 건강상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양
돈규·임영식, 1998; 윤진 등, 1992). 특히 어머니는 문화 및 연령을 불
문하고 일생 동안 개인이 가장 친밀하고도 중요하게 느끼는 대상이기에 그
관계가 자녀의 정서적 안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짐작할 수 있다
(Antonucci et al., 2004). 그러나 거주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은 부모
자식 간에 존재하는 거리감, 구체적으로 권한 차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시기의 이사는 대부분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 일임에도 그들의
의사는

간과된

채

부모의

뜻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Susukida et al., 2016; Vernberg & Randall, 1997). 결국 자신을 둘
러싼 환경을 대함에 있어 더 많은 통제권을 기대하게 되는 발달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거주지 이전 과정에서 가정 내에서 자신의 발언권이 제
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를 재평가하
게 된다(Vernberg & Randall, 1997).
지역사회의 이웃들과 맺고 있는 관계도 중요하다. 예컨대 오브리
언과 동료들(O'brien et al., 2012)의 3년 간격 패널연구에서, 주민들의
거주 이전율이 낮은 동네로 이사 온 청소년들은 3년 후 친사회적 성향이
증가한 데 반하여 이전율이 높은 동네로 이사 온 청소년들은 동일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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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친사회적 성향이 줄었다. 이웃과의 안정적인 관계는 공동체 정신이나
친사회적 성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춘기에 빈번하게 나
타나는 반사회적인 행동에 적절한 훈육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가령 이
웃의 어른들과 우리의 부모가 교제하면서 서로의 자녀에게 관심을 보내는
폐쇄되고 안정된 구조(social structure with intergenerational closure)
의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할 때에 부모를 대신하여 이웃들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Coleman,
1988; Thoits, 2011). 이웃들 간의 연결을 통해 작동하는 이 사회적 통제
(social control)는 빈번하게 이사 다니는 가정의 자녀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자원이다. 실제로 샘슨(Sampson, 1997)의 연구에서는 동네 층위의
거주 유동성이 청소년들의 비행에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
혀졌는데, 그 변량의 상당 부분이 사회적 통제를 매개로 설명되었다.
끝으로 거주지 이전은 일생 동안 우정을 나누게 될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친교의 대상으로서 부모의 중요
도는 줄어들고 또래와의 교호적인 협력 관계가 형성된다. 이 관계를 통해
청소년들은 상호 배려와 타인에 대한 민감성을 습득하고, 일방적으로 받기
만 하던 교제를 탈피하여 이타적인 교제를 하게 된다(Brown, & Larson,
2009; Buhrmester & Furman, 1987). 그 관계를 설리반(Sullivan)은 긴
밀한 우정(intimate friendship)이라고 칭했는데(1953: Buhrmester &
Furman,

1987

재인용).

이러한

친구

관계는

또래

관계(peer

relationship)와는 구별된 개념으로서 일반적인 또래 관계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강력한 정서적 지지와 만족을 제공한다(Asher & Paquette,
2003; Hartup, 1996). 그리고 알려졌다시피 이러한 지지는 부정적인 경
험으로부터 받는 정신적 피해를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양돈규·임영식,
1998; Berkman & Glass, 2000; Dalgard et al., 1995; Thoits, 2011).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거주 유동성은 이러한 친구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고,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렵게 만듦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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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2. 어린 시절의 거주 유동성이 성인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개념모형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거주지 이전은 일단 ① 그것이 환
기하는 불안한 감정과 외로움 및 고통스러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정적 정서를 통하여 건강에 위해(危害)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잦
은 이사는 이러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면역체계의 역기능을 초래하여 장
기적으로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② 높은 거주 유동
성은 어린이가 상호작용하는 인접 환경의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높
이는데, 발달과정에 불리한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적절한 역량을 쌓기란 쉬
운 일이 아니다. 그 결과 특정 영역에서 가지게 될 역량의 열세는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수시로 자존감이나 자아통제감을 떨어뜨리고
건강 관련 자원의 축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③ 거주
유동성은 아동이 가진 대인 관계의 단절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자원
(social resource)의 형성 및 축적을 훼방하는데 어린 시절에 이러한 사
건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성인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자원 역시 빈
약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런 사회적 자원의 빈곤이 개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로의 안녕과 발달을 위해 헌신할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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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의

존재가

인간

‘행복’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Antonuccie et al., 2004; Berkman & Glass, 2000; Bowlby, 1988;
Diener & Seligman, 2002) 사회적 자원의 부재는 특히나 정신건강에 치
명적일 것 같다.
<그림 2>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어린 시절의 높은 거주
유동성이 개인의 건강상태에 어떻게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리한
개념모형이다. 본 연구는 이로부터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어린 시절의 거주지 이전 횟수가 많을수록, 성인이 되어서의 건강
상태(주관적 건강상태/정신건강상태)는 더 나쁠 것이다.

3) 매개 요인으로서 사회적 관계의 역할
지금까지 어린 시절의 거주 유동성이 성인이 된 후의 건강을 악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고찰해보았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자주
이사를 다닌 사람들이 가진 빈약한 사회적 자원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
리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주 유동성이 개인의 사회적 관계와 그것을 통
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즉,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결과
로서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상기해보면 거주 유동성이 촉
발하는 염려와 불안도 기존 인간 관계의 단절 및 새로운 관계의 시작에서
기인하였고(Abwender, Vernberg, Beery, & Ewell, 1991; Oishi et al.,
2012) 생태학적 발달모형에서 건강한 성장의 전제 조건으로 꼽은 것 중
하나가

양질의

사회적

자원이었던

만큼(Bronfenbrenner

&

Evans,

2000), 거주 유동성과 건강이 맺고 있는 관계의 상당 부분이 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설명될 수 있으리라 본다.
실제 몇몇 연구들은 어린 시절의 거주 유동성이 성인이 된 현재의
사회적 관계를 매개로 개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제시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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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Oishi et al., 2012; Oishi & Schimmack, 2010). 예를 들어 한 패
널연구(Oishi & Schimmack, 2010)에서는 어린 시절에 거주지를 빈번하
게 바꾼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성인이 된 후에 자신의 삶
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조기에 사망할 확률도 더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
다. 이 죽음의 경로는 참여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친구·이웃·가족 관계의
질(사회적 관계로부터 받는 지지의 수준과 사회적 관계로부터 받는 부담의
수준을 함께 측정)을 통해 매개되었다. 저자들은 이를 두고 어릴 때 거주
지를 자주 옮긴 사람들은 일생 동안 지지적인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이 수명에도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단, 이
러한 연관성이 내성적인 사람들에게서만 유의미하였다는 점이 중요한데,
다른 연구(Oishi et al., 2012)에서 역시 높은 거주 유동성이 면역체계(오
전, 오후의 코티솔 분비량으로 측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내성적인 사
람들에게서만 발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잦은 이사로 인한 인간 관계의
부침(浮沈)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사교적 역량(예,
외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 혹은 형성
함으로써 거주 유동성의 파괴력에 대응하였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1) 거주 유동성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버크만과 글래스(Berkman & Glass, 2000)의 권
고에 따라 사회적 관계라는 개념을 좀 더 엄밀하게 정의하여 거주 유동성
의 간접 효과를 설명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적 관계의 구조
적 차원을 나타내는 ‘사회 관계망(social network)’과 기능적 차원인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구분하여 사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사
회 관계망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기도 하지만 분석의 도구로 사
용될 때에는 정의된 집단 내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연결의 집합으로 정의
된다.

혹은

특정

개인이

가진

일군의

관계(즉,

자아

중심

관계망

[ego-centric network])로 볼 수도 있다(Mitchell, 1969: Schaefer et

- 20 -

al., 1981 재인용). 이러한 사회 관계망은 여러 가지 형태의 자원이 흐르
는 통로로서 개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망의 특성(예, 규모, 종류
등)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행위가 제한된다. 그리고 이것이 건강
상태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Berkman & Glass, 2000; Lin,
1999; Lin & Dean, 1984). 반면에 사회적 지지는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
이웃 등 개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조력
과 원조로 정의된다(Barrera, Sandler, & Ramsay, 1981). 이러한 정의
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개념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명백하게 다른 현
상을 지시하고 있다. 이미 린과 딘(Lin & Dean, 1984)을 비롯한 몇몇 학
자들은 관계망과 같이 사회적 관계가 가진 구조적인 측면과 사회적 지지로
대표되는 기능적인 측면은 분명 구분되는 개념이며 서로를 대용물처럼 사
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Cohen & Syme, 1985). 아래는 린
과 딘이 언급한 내용이다:

관계망(network) 그 자체로는 사회적 지지의 핵심을 구성하지 않
을뿐더러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개념을 대체하지도 못 한
다는 게 우리의 전제이다. 그보다 관계망은 사회적 지지가 설명될
수 있는 이론틀을 제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
리는 관계망이 사회적 지지라는 개념에서 “사회(social)” 부분
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Lin & Dean, 1984, p. 85).

생태학적 모형이 가정하는 대로 개인이 지닌 대인 관계가 그 사람
을 둘러싼 모든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 배속되어 있음을 인정한
다면, 관계의 유동성으로도 치환 가능한 거주 유동성이 관계망의 규모나
개별 연결(tie)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관
계망을 통해 개인이 누리게 될 자원의 특성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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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이전한 직후 아동은 두 가지 과업에 부딪힌다. 첫 번째
는 이전에 타인들과 맺고 있던 양질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새
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양질의 인간 관계를 형성 및 발전시키는 것이다. 전
자의 경우, 이후의 건강에 뿐만 아니라 당장의 안녕을 위해서도 무척이나
중요한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어린이들은 이
사로 인해 변화된 학업·주거 환경 및 대인 관계가 주는 스트레스와 적응
에의 부담을 완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Ranney & Troop-Gordon,
2012). 그러나 거주지를 이전한 어린이들이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다. 거주지 이전 후 당면하는 여러 가지 과업 속에서 옛 친구와의
관계에 쏟아야 할 투자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Duck, 1998:
Cummings, Lee, & Kraut, 2006 재인용; Johnson, Becker, Craig,
Gilchrist, & Haigh, 2009; Solomon, & Vangelisti, 2010). 거주지 이전
에 수반되는 물리적 기반의 상실 역시 옛 친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다. 늘 만나던 물리적 공간(예, 학교, 학원, 등하굣길)이 사
라짐으로써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한다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수고로운 일
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제약은 친구 간에 교환될 수 있는 행동의 유형을
제한한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몇몇 연구들은 대인 관계 내에서의 이러한
여건에 대하여 비관적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대
체제(즉,

매개된

커뮤니케이션)로는

사회감성적

단서(socioemotional

cue)들을 전달할 수 없고 대화 당사자의 실재감(social presence)을 느낄
수 없어 인간적인 유대가 자라거나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이다(이은
주, 2011; 이준웅·박종민·백혜진, 2015; Tong, & Walther, 2011;
Walther, 1992, 1996). Pew Research의 조사 결과(Lenhart, Smith,
Anderson, Duggan, & Perrin, 2015)에 따르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
널에 접근 가능한 현재에도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은 친한 친구 관계를 유지
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거주 이전일지라도 전학을 수반하는 이사의 부정적 효과가 보다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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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Garboden, 2017; Pribesh & Downey,
1999; South & Haynie, 2004). 주기적으로 면대면 접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간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가 기대하는 바를 조절해야 하는데
(가령, 함께 축구를 한다거나 시험 준비를 하는 등과 같은 친교의 비중을
줄이고 매개된 환경을 통해서도 교환 가능한 유형의 지지가 서로의 우정에
기여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 Aylor, 2003; Johnson, 2001; Johnson et
al., 2009), 이마저도 적응을 위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전학이
동반된 이사처럼 인접 환경의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그 과정에 투여할 수
있는 자원은 더 제한적일 것이다.
이 때문에라도 두 번째 과업, 즉 새로 옮긴 환경 내에서 친밀한
인간 관계를 조속하게 형성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그 이유를 보상
(compens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지닌 특정 종류의 사회적 관계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을 때 다른 종류의
관계를 통하여 그 기능을 대체·보완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스트와 룩
(East & Rook, 1992)은 그 대체 관계가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
는 것까지 보상이라고 칭했다. 기존에 형성된 관계망에서 떨어져 나갈 위
험에 처한 소년, 소녀들에게 새로운 터전에서 사귀게 될 친구들은 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Brown & Larson, 2009; Hartup, & Stevens,
1997). 그러나 거주 유동성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이마저도 결코 쉽지 않
다. 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기는 집단의
응집력을 높여 친밀감을 촉진하기 위해 우정의 범위를 소규모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Hargie, Saunders, & Dickson, 1994; Vernberg
& Randall, 1997). 소규모일수록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데 유리
하다. 때문에 구성원 간에 긴밀하게 우정을 나누어온 기존 집단이 높은 비
용을 감수해가며 이방인을 받아줄 유인은 크지 않다. 자연스럽게, 이방인들
은 교우들과 잘 섞이지 못하거나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과 어울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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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적, 기능적 지표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 거주 유동성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인간 관계 구
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 연구들이 있다. 사우스와 동료들이
미국의 7 ~ 12학년 학생 13,000명의 친구 관계망(friendship network)
을 가지고 수행한 연구(South et al., 2007; South & Haynie, 2004)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에 거주지를 이전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그
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자신이 친구라고 지목하는 또래의 수가 적었고
또래로부터 친구로 지목 받는 경우도 더 적었으며, 극단적으로 완전히 고
립된(isolated) 경우도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 단순히 관계망의 규모가 축
소될(shrink) 뿐 아니라, 관계망을 구성하는 개별 관계(tie)의 접촉 빈도
도 거주 유동성으로 인해 감소하는 듯 보인다. 일례로 베른버그와 동료들
(Vernberg et al., 2006)이 미국의 7,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새로운 학교에서 신학기를 맞이하는 전학생들은 그렇지 않
은

학생들에

비하여

친한

친구라고

지목한

이들과의

친교

(companionship) 시간이 훨씬 적었다. 특히 대인 관계에 불안감(socially
anxious)을 느끼고 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7개월이 지나
도 이전에 가졌던 친교의 수준을 새로운 터전에서 회복하지 못 하였다. 또
다른 연구(Pribesh & Downey, 1999)는 4년 동안 발생한 거주지 이전
및 전학이 청소년의 과외활동 참여, 동아리 가입, 종교활동, 또래와의 대화
횟수 등을 위축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높은
거주 유동성은 개인이 지닌 사회 관계망의 규모를 위축시키고 그 관계망을
구성하는 개별 연결들을 허약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듯하
다.
한편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동성 높은 개인이 지닌 관계망은 건강
을 위한 자원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새로운 터전에 던져진 청
소년들은, 저 자신도 그러하지만 그들이 친구로 지목한 이들조차 관계망
내에서 인기가 낮은 편이었으며, 누군가를 친구로 지목은 했지만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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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다시 지목 받지 못하는 경우도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 즉, 관계망
내에서 주변적인 인물들과 어울리거나 관계가 상호교환적(reciprocal)이지
않았던 것이다(South & Haynie, 2004). 심지어 이들은 또래로부터 거부
를 당해 스스로 사교적인 활동을 포기하거나(Vernberg et al., 1992) 또
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할(victimization)

위험도

더

높았다(Vernberg,

1990). 혼자이고 보유 자원이 빈약하며 순응하는 듯 보이는 사람들은 언
제나 공격적인 이들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Kennedy &
Baron, 1993). 그리고 이런 특성들은 공동체나 학교에 처음 배속된 이주
어린이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것들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교제의

대상을

부주의하게

선택할지도

모른다.

한

연구

(Dupere et al., 2015)는 교사들의 응답을 통해 거주 이전 청소년들의 교
우 관계를 평가 및 분석하였는데 최근 전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거
주 조건이 안정적인 또래에 비하여, 비행하거나 공격성이 높거나 혹은 위
축된, 즉 소위 ‘문제가 있는’ 또래들과 절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Study1). 헤이니와 동료들의 연구(Haynie, South, & Bose, 2006)에서
도 비슷한 결과가 재현된다. 조사 시점1 이전 2년 동안 거주 유동성이 높
았던 청소년들은 시점1에 학교 또래들로부터 거부 당하거나, 혹은 과거에
자살 시도한 적이 있는 또래를 친구로 둘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것은 이후
(시점2)에 본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과도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거주 유동성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질적 저하가 자기 파괴적 행위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거주 유동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관계
망 자체가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관계망이 그들에게 긴장의 근원, 파괴적 행위의
습득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래로부터의 거부는 자신에
대한 가치에 회의를 들게 하고 자신감을 떨어뜨린다(Tani, Chaves, &
Deffenbacher, 2001). 비행(예, 흡연, 음주 등)을 추구하는 친구들을 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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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고 있다는 것은 모방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 영향을 주거
나 적어도 그런 행동을 배척하지 않는 태도 혹은 규범을 내재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Bandura, 2009; DiMaggio & Garip,
2012; Haynie & South, 2005). 이와 같이 양적·질적으로 유익하지 않
은 대인 관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어린 시절 구축된 사회적 관계의 양적·질적 빈곤과 그로
부터 감당해야 했던 불리(不利)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여전히 영향을 미치
리라 본다. 거주지 이전으로 유발되는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에

대해

합의된

연구

결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Vernberg & Randall, 1997) 대부분의 거주지 이전은 틀림없이 상당 기
간 동안 인간 관계에서의 헤어짐과 낯섦에서 오는 고통을 수반한다. 높은
거주 유동성은 이러한 고통의 반복, 그리고 친밀함의 토대가 되는 역사성
의 단절을 의미한다(Ledbetter, Griffin, & Sparks, 2007). 이러한 환경
에서 성장기를 보낸 사람들은 대인 관계에서 거부의 신호에 민감하며 거부
와 단절에서 오는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사교적으로 위축된 기질을 배양할
가능성이 크다(Asher & Paquette, 2003). 그래서 이들은 비단 이사 직
후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 동안 관계를 시작하고 그 관계를 친밀한 단계로
까지 발전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다. 이 말은 학창시절 형성된
유익하지 않은 관계가 생애과정 동안 다른 보상적 인간 관계로 대체될 가
능성 역시 낮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비록 어린 시절 경험한 이사일지
라도 성인이 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친밀한 관계망의 규모, 또한 그로부터
유용한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절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요컨대 거주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를 보낸 이들에 비하여 거주 유
동성이 높은 성장기를 보낸 이들은 생의 많은 순간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
의 난관에도 기댈 수 있는 안정적인 인간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적을 것이
라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친구의 수만이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 즉 사회적 지지의 수준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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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어린 시절 거주 유동성이 높을수록, 성인이 된 현재 친밀한 사람
들로 이루어진 관계망(social network)의 규모가 더 작을 것이
다.
가설 3. 친밀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관계망의 규모는 기대할 수 있는 사회
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의 수준과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4. 어린 시절 거주 유동성이 높을수록, 성인이 된 현재 기대할 수 있
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더 낮을 것이다.

(2)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교량으로 하여 거주 유동성과 건
강상태 사이의 연관성을 논의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지 친
밀한 관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건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리라
고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인용한 린과 딘(Lin &
Dean, 1984)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사회 관계망의 구조적 차원을
이용 가능한 자원의 대용물로 보아선 안 된다고 주장한 코헨과 사임
(Cohen & Syme, 1985)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단적으로 성인기 가장 친
밀한 인간 관계로 널리 언급되는 배우자조차 지지의 근원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천일 수 있다. 관계망의 규모가 넓
고 사회적 접촉이 많다는 것은 동원 가능한 자원이 많다는 뜻일 수 있지만
역으로 대인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회 관계
망의 규모를 무작정 건강의 유의미한 예측 요인으로 볼 수 없다(Cohen &
Syme, 1985).
반면에 사회적 지지와 건강, 특히 정신건강 간의 연관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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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오랜 기간 풍성하게 축적되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조작화 하는지에 따라 종속변인과의 연관성은
상이하게

나타났다(Sherbourne,

&

Stewart,

1991;

Siedlecki,

Salthouse, Oishi, & Jeswani, 2014). 먼저 사회적 지지를 실제로 ‘제공
받은(enacted)’ 조력이나 지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류의 지지가 정
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은데, 누군가로부터 실질적으로 도움
을 받았다는 것, 혹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개인의 신변에 좋지 않는 일
이 벌어졌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조를 받는다는 사
실 자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는 지각에서 오는 부정적 정서
를 경험하게 할 수 있으며 조력을 제공한 이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부채의
식을 안겨줄 수도 있다(barrera, 1986; Seidman, Shrout, & Bolger,
2006). 다음으로 지지를 ‘제공하는(providing)’ 입장이 될 수도 있다.
내가 타인에게 도구적인 조력을 제공하거나 정서적 위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체로 안녕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Thomas,
2010). 사회적 지지를 베푸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 수준이 낮다는 증거도 있다(Piferi & Lawler, 2006). 아마도 제공된
지지와 정반대의 기전이 작동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타인에게 지지를
베푸는 경험을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고양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타적인 행동에서 오는
자부심과 기쁨이 있다. 마지막 유형은 ‘지각된(perceived)’ 지지이다.
이것은 지지를 주고받는 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일컫는다. 실제로 받았던 지지의 사례를 지칭한다기보다 제공될 것
으로 기대되는 지지를 말한다는 점에서 실제 수행된 사회적 지지(즉,
enacted support나 providing support)와 구분된다(Siedlecki et al.,
2014). 일반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성격 특질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우울감이나 삶의 만족도, 감정상태 등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Finch et al., 1999; Siedlecki et al., 2014). 특히나 어떤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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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도구적 지지(instrumental support)가 아
니라, 그저 삶의 문제를 공유하거나 정서적 위안을 기대할 누군가가 있다
는 믿음(emotional support)만으로도 정신건강의 유효한 예방약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꾸준히 제시되었다(Berkman & Glass, 2000; Lin &
Dean, 1984).
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지각(즉, 지각된
사회적 지지)은 삶의 만족감을 높이고 생활에서의 사기를 고양시킴으로써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Schaefer et al., 1981;
Siedlecki et al., 2014). 또한 난관에 맞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믿음은 자기 효능을 높임으로써 고난 속에서도 쉽게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
록 도와줄 것이다(Seeman et al., 1993). 나아가 이런 심리적 상태가 면
역체계에 미치는 효과는 질환에의 취약성에까지 영향을 줄지 모른다
(Berkman & Glass, 2000). 예를 들어 난관에 맞닥뜨렸을 때 가까운 이
의 충고나 조언은 사건을 재정의하고, 그 파괴력을 과장하지 않도록 도와
준다(즉, 자기 효능 및 자신감의 증가). 이 덕분에 내가 받았을 스트레스의
수준이 경감(즉, 면역체계의 안정)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기전이 함께 작용하여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정신건강과 육체적 건강 모두
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사회적 지지
와 정신건강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일관되고도 많은 증거들이 존재하지만
육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증거가 그만큼 풍성하지 못 하다
(Berkman, 2000; Kessler & McLeod, 1985). 그러나 지지의 부족에서
오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면역체계에 부담을 줌으로써 신체기관의
노화를 촉진한다는 주장(Berkman, 1988), 도전적인 상황(예, 공개석상에
서 발표)에서 누군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지각이 심장에 가는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증거(Kamarck Manuck, & Jennings, 1990)는 여전히 설
득력을 가지고 연구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우리의 신체 기능과 정신건강 각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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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한다. 거주 유동성은 이 경로를 통해(즉, 지각된 사회
적 지지의 수준을 떨어뜨림으로써) 간접적으로 개인의 건강상태에 악영향
을 줄 것이다.

가설 5. 성인기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은 건강상태(주관적인 건강상태
/정신건강상태)와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6. 어린 시절의 거주 유동성이 높을수록, 성인이 된 현재에 지각된
지지의 수준이 낮고, 이것은 현재의 건강상태(주관적인 건강상태/
정신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4) 거주 유동성이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에 미치는 영향
만약 지금까지의 논의와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회 관계망의 규모
와 사회적 지지의 수준, 건강상태가 모두 거주 유동성의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 거주 유동성이 개인의 건강정보 획득 행위에
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해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중핵(中核)은 거주
유동성이라는 사회생태학적 요인이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즉, 건강정
보 획득)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밝히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
구자는, 다소 먼 경로를 거치긴 하지만 어린 시절의 거주지 이전이 성인이
된 개인의 건강정보 획득 욕구 혹은 필요를 변화시키는 데 유의미한 역할
을 하리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강정보 획득은 이러한
욕구와 필요에 의해 추동되는 ‘의도된’ 행위이다.
건강정보

획득은

정보

추구(information

seeking)와

개관

(information scanning)을 통해 이루어지는데(Hornik et al., 2013;
Niederdeppe et al., 2007; Shim, Kelly, & Hornik, 2006), 먼저 정보
추구는 “선별된 매체를 통해 의도적으로 특정 정보를 습득”(Johnson,
1997, p. 4: Niederdeppe et al., 2007 재인용)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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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정보 개관은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 즉 평소처럼 매체를 이용하
거나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Hornik et al., 2013; Lee, Zhao, & Pena-y-Lillo, 2016). 개관에는
순수하게 우연히 노출되는 것까지 포함되지만 최소한의 단서를 통해서라도
추후에 다시 상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Niederdeppe et
al., 2007). 그러므로 의도치 않게 어떤 건강정보에 노출이 되더라도 기억
에 자취를 남길 정도의 집중을 투여할지 여부가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는
점에서 개관도 온전히 수동적인 행위로는 볼 수 없다(Lee et al., 2016).
결국 개관도 일종의 선별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인 것인데 노출이
이루어지기 위해 요구되는 적극성의 수준은 매체에 따라 상이하다. 가령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하다가 우연히 어떤 건강정보를 접하게 된다면 시청
자가 할 일은 그저 눈과 귀를 열어두는 것뿐이지만 웹서핑(web-surfing)
중에 우연히 관심을 끄는 건강 뉴스 기사의 제목을 접하게 될 경우, 구체
적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최소 ‘클릭’이라는 번거로운 행위가 수
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Dutta-Bergman,

2004b;

Niederdeppe et al., 2007).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건강정보 획득은 다른
매체를

통한

노출에

비해

다분히

더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Dutta-Bergman, 2004b). 이것이 우리 연구가 다양한 매체 중에서도 온
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건강정보 획득 행위에 집중하는 이유이다. 만약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어린 시절 거주 유동성에 따라 현재의 건강상태, 관
계망의 규모,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달라지고 그것이 건강정보 획
득 행위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이러한 연관성은 우연적인 노출이 최대한
배제된 상태에서만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속변인을 온라인
에서의 행위로만 한정한 의도는 우연에 의한 노출을 최대한 걷어내고자 함
이다.
건강정보 획득 행위가 어떠한 경로로 발현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선행 이론틀 역시 그 적용 범위를 의도적인 건강정보 획득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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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하고 있다(Afifi & Weiner, 2004; Freimuth, Stein, & Kean, 1989;
Johnson & Meischke, 1993; Kahlor, 2010; Ruppel & Rains, 2012).
따라서 앞서의 세 가지 요인(즉,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지지)이
어떻게 건강정보 획득 의도(intention)를 변화시킬지 이해한다면, 거주 유
동성에서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 행위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가설 역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높은 거주 유동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이
건강정보 탐색으로 이어지는 의사결정의 첫 번째 방아쇠가 될 수 있다. 건
강정보

획득모형(HIAM,

Health

Information

Acquisition

Model;

Freimuth et al., 1989)에 따르면 이러한 자극(즉, 건강에 대한 이상 증
세 자각)은 자신이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 이것은 추가 정보에 대한 수요를 일으킨다. 가령 몸에서 이상 증
상을 자각하면 진단을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강 지식을 동원하게 될
텐데, 진단을 내릴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데에서 오는 불안감
(anxiety)이 새로운 정보 추구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Afifi & Weiner,
2004; Brashers, 2001; 단, 불치병 판정이 예상되는 상황과 같이 지나치
게 높은 불안감은 정보 회피를 추동하기도 한다). 혹은 기존 지식에 의거
한 진단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정보가 더욱 간
절해지고(즉, 건강정보가 지닌 중요도가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접
하려는 욕구가 증대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이 제공하는 정보의 다양성과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다는 편의성은 이러한 욕구를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Ruppel & Rains, 2012). 자가 진단의 수단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매체가 인터넷이라는 사실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Fox, & Duggan, 2013). 정리하자면 나쁜 건강상태를 암
시하는 증상이 자각될 때, 높아지는 불안감과 정보 확보의 필요성이 온라
인 건강정보 획득 의지를 높이리라 추론할 수 있다.
반면에 거주 유동성이 높은 이들이 가진 빈약한 관계망은 온라인

- 32 -

건강 획득 행위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Askelson, Campo, &
Carter, 2011; Dutta-Bergman, 2005). 가장 단순하게 사회 관계망 서
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처럼 관계망 자체가 정보의 유통
통로로 작동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관계망의 규모가 작은 만큼 정보의 다
양성도 떨어져 해당 채널을 통해서는 건강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
이라 예상할 수 있다. 비단 SNS에서만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삶이라는 것
은 성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대화 주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대인 관계
망

자체가

건강정보의

저장고(reservoir)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Dutta-Bergman, 2005). 이것은 관계망의 규모가 넓은 사람일수록 빈번
하고 다양한 대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통하여 건강정보에 노출될 가능성
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Askelson et al., 2011; Dutta-Bergman,
2005). 이를 통해 건강과 관련된 특정 사안에 관심이 생긴다거나 추가 정
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런 기전이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유
인할 수 있다. 채널 상보성 이론(Channel Complementary Theory)에 따
르면 일단 특정 사안에 대한 관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하나의 매체에만
의지하기보다 그 영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다른 매체까지 동
원하여 그 사안을 이해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Dutta-Bergman,
2004a, 2004b).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든, 아무리 민감한 정보라도 신분
노출 없이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사람들이 배제할 이유는 없어 보인
다(Fox, & Duggan, 2013; Fox & Rainie, 2000; Ruppel & Rains,
2012).
더불어 사회적 관계망 내에 있는 유의미한 타자들의 건강 문제가
건강에 대한 개인의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 상호 간의
친밀함이 깊을수록 더욱 그럴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
면 나의 친한 친구나 가족의 건강 문제가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찾는
중요한 이유였다(Fox, & Duggan, 2013; Shim et al., 2006). 따라서 자
신이 직접 경험한 건강 문제가 정보 추구를 촉발하듯이 친밀한 타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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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역시 나의 건강정보 획득 행위를 촉발하리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망의 규모가 협소한 사람은 그 가능성 역시 낮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은 자기 효능에 영향을 줌으
로써 온라인 정보 획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건강정보 맥락에서의 자기
효능은 일련의 정보 획득 행위를 통해 자신이 원하던 건강 지식을 습득하
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강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
된다(Bandura, 1997; Kahlor, 2010). 그러나 의료 정보는 대체로 난해하
고, 이로 인해 가해성(可解性, literacy)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개인이 배속
되어 있는 관계망 내에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데에 도움(즉, 정보적 지
지)을 줄 만한 조력자가 있다면, 가해성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감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Lee, Arozullah, & Cho, 2004). 즉, 건강정보
를 독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은 정보
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의 실제 역량과는 별개로 적극적인 건강정보 탐색
을 견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앞서 발달과학의 생태학적 모형을 언급하면서 개인의
안녕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타인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들은
여러 형태의 지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건강과 관련해 바람직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개인이 건전한
규범(즉, 지시적 규범[injunctive norm])을 내재화하도록 도울 수도 있다.
달리 말하자면 개인이 책임감을 느끼고 건강을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건강 관련 행위를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이다
(Bandura, 2009; Fishbein & Yzer, 2003; Lee, Arozullah, & Cho,
2004; Lee et al., 2016; Rimal & Real, 2005; Yzer, 2013). 만약 개인
이 건강 관리에 대한 관여나 용의(willingness)가 높아진다면 이들이 온라
인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찾아볼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다

(Dutta-Bergman, 2004b, 2005).
지금까지의 논의를 거주 유동성의 맥락에서 다시 정리해보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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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동성이 높은 개인이 지닌 열악한 건강상태는 건강정보에 대한 수요를
높여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구하는 행위를 촉진시킬 것이다. 반면에 그
들이 가진 빈약한 관계망과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건강정보 획득 유
인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가설과 연구문제
를 수립하였다.

가설 7. 건강상태(주관적인 건강상태/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온라
인 건강정보 획득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8. 사회 관계망의 규모가 작을수록,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 수준도 줄
어들 것이다.
가설 9.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작을수록,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 수
준도 줄어들 것이다.
연구문제. 어릴 적의 거주 유동성은 성인이 된 후의 사회 관계망의 규모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 그리고 건강상태(주관적인 건강상태/정신건
강상태)에 영향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 수준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림 3. 연구의 가설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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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현재까지 우리 논문에서 제시된 가설을 도식화한 모
형이다.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테지만, 단일 문항으로 측정된 변
인들과 합산변인(composite variable)으로 취급된 최종 종속변인(즉, 온
라인 건강정보 획득)은 네모 상자로, 복수의 문항으로 측정된 내생변인(즉,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상태)은 타원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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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조사 참여자와 조사 절차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국내의 온라인 조사회사인 마크로밀
엠브레인(www.embrain.com)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9월에 수행되었으며, 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거주 패널 중 19
세 이상 59세 이하 연령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배포하였다.
그 결과 총 2,000명의 응답자를 확보하였다.
사회인구학적(socio-demographic) 변인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에 대한 설문 문항은 모두 기존에 타당성을 득한 영문 문
항에서 가져온 것이다. 공신력이 인정된 한국어 번역본이 있을 경우 이를
참고하였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어와 한국어 모두에 능한 대학원생
과 학부생의 조력을 거쳐 번역하였다. 자료 수집에 활용된 온라인 설문지
의 원본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변인의 측정
(1)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건강정보 획득
세 가지 온라인 매체를 제시하고 각 매체를 통해 얼마나 자주 건
강정보를 접하였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사람들의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 빈도
를 측정하였다: “지난 한 달 동안 아래의 정보원(① 온라인 뉴스[예: 조
선닷컴, 네이버], ② 소셜 미디어[예: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혹은 블로
그], ③ 건강 또는 의료 전문 웹사이트[예: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을 통해
건강과 의료에 관한 보도 및 정보를 얼마나 자주 접했습니까?” 각각의 매
체에 대하여 참여자들은 4점 척도(1점 = 전혀 접하지 못하였다, 4점= 자
주 접했다) 상에 응답하였다. 세 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을 구하여

- 37 -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 점수로 사용하였다. 즉, 우리 연구에서 이 세 가
지 측정변인들은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이라는 잠재변인의 효과를 반영하는
효과지수(effect indicator)가 아니라, 각각이 독립적으로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 행위를 형성하는 원인지수(cause indicator)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최종 모형(full model)에 투입된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 행위’는 잠재변
인이 아닌 합산변인이다.

(2) 학창시절의 거주 유동성
본 논문에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 그 타당성이
검증된 ‘이사 빈도’로 거주 유동성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그
범위를 학창시절에 발생한 이사로 한정한다1). 참여자들은 “귀하께서는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이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차례 이사
를 하셨습니까?(다른 읍, 면, 리, 동, 리, 구, 도시/군, 도 또는 해외로 이사
를 가신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주관식으로 응답하였다.
세 가지 시기, 즉 ① 초등학교 재학 중, ② 중학교 재학 중, ③ 고등학교
재학 중 발생한 거주지 이전에 대하여 각각의 횟수를 기재하였으며, 이 모
든

횟수를

합산하여

거주

유동성

점수로

사용하였다.

점수의

왜도

(skewness)와 쿠르토시스(Kurtosis)2)를 확인한 결과, 정규분포와 거리
1) 이론적 논의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거주 유동성과 건강 사이의 관련성을 밝혀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학창시절에 발생한 거주지 이전을 연구의 변인으로 삼
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학창시절에 발생한 이사는 당
사자의 의지가 아닌 타의(주로 부모)에 의해 단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에 의도된 이사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외변인의 교란효과(가령, 성인기에 발생
하는 이사의 효과를 연구 대상으로 포함했을 시 이직이나 결혼 등, 이사에 결
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결과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
다는 방법론적 이점과 두 번째, 인생 전반에 걸쳐 개인의 안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지의 기반이 학창시절 친구 관계로부터 형성되고 그것의 유지로 결정
된다는 이론적 배경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연구에서도 핵심 독립변인을
‘학창시절 발생한 거주지 이전’으로 한다.
2) 쿠르토시스는 분포의 꼬리(tail)와 관련이 있으며, 첨도(peakness)와는 관련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하여(강남준, 1999), 본 논문에서 분포의 4차 적률지
수를 첨도라 번역하지 않고, 원래 발음 그대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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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멀었기 때문에 상관관계 및 모형 추정에서는 제곱근을 적용한 변환 점
수를 사용하였다(변환 전 왜도 = 2.462, 쿠르토시스 = 11.567; 제곱근
변환 후 왜도 = .233, 쿠르토시스 = -.312).

(3) 사회 관계망 규모
사회 관계망의 규모는 “당신에게는 친밀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
습니까?(‘친밀한 사람’은 당신이 편하게 생각하고, 사적인 일들을 공유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족 혹은 타인
을 의미합니다)”라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은 미국
Medical Outcome Study(MOS; Sherbourne & Stewart, 1991)를 위해
개발된 사회적 지지 척도 중 관계의 구조적 차원을 측정하는 하위 척도를
번안한 것이다. 응답자들은 해당되는 타인의 수를 주관식으로 답하였으며,
답변의 분포는 정적으로 치우쳐 있었다. 이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로그 변
환한 점수를 사용하였다(변환 전 왜도 = 7.501, 쿠르토시스 = 109.106;
로그 변환 후 왜도 = 0.245, 쿠르토시스 = 1.163).

(4) 지각된 사회적 지지
사회

관계망의

규모와

마찬가지로

MOS

사회적

지지

척도

(Sherbourne & Stewart, 1991)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래의 측정도
구는 ‘필요 시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지각’을 실질적 조
력, 애정 표현, 친교, 정서 및 정보적 지지 네 가지 하위 차원으로 나누어
총 19개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우리 연구에서는 이 중 애정 표현에
해당하는 세 가지 문항과 친교에 해당하는 한 개 문항을 제외한 15개 문
항을 사용하였다3). 이 축약 척도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탐
3) 원래의 MOS 척도에서 생략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Someone who
shows you love and affection,” ② “Someone who hugs you,” ③
“Someone to love and make you feel wanted,” (이상, 애정 표현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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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선행연구(Hampton, Goulet, Rainie, & Purcell, 2011)에서 그대로
사용된 바 있다.
본래 MOS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던 만큼 실질적 조력을
구성하는 하위 척도에는 투병 생활에 특화된 항목(예, “당신이 몸을 가누
지 못할 만큼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이 음식을 준비하지
못할 때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 등)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지각된 지지가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상정한 우리 모형의 논리적
타당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더불어 친교를 포착하는 하위 척도는 사회적
지지의 원천을 물리적 근접성에 기반한 대인관계로 한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정서 및 정보적 지지’를 측정하는 하위 척도의
점수만을 사용하였다. 원안을 개발한 연구자들 역시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하위 척도별로 설명력이 상이함을 증명하며 연구 목적에 맞게 하위 척도를
선별해서 사용할 것을 권하였다(Sherbourne & Stewart, 1991)4).
정서 및 정보적 지지 8개 문항은 ① “당신이 대화가 필요할 때
들어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② “어떠한 문제에 대해 당신에게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 ③ “당신이 어떠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 ④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
람,” ⑤ “당신이 정말 원하는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 ⑥ “당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걱정과 두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⑦ “당신의 개
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 ⑧ “당신의 여러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지의 수준을 묻고
있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유형에 대하여 5점 척도(1점 = 항상 받을 수 있

척도) ④ “Someone to do things with to help you get your mind off
things.”(친교 하위 척도)
4) 다른 조건은 변화시키지 않고 15개 문항으로 사회적 지지 잠재변인을 구성하여
최종 구조방정식모형에 투입하였을 때에도 경로 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나
효과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에 모형의 적합성 지수는 정서/정보적 지
지를 구성하는 8개 변수로 잠재변인을 구성하였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악화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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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점 = 전혀 받지 못한다, 6점 = 잘 모르겠다) 상에 응답하였다. 1점
에서 5점까지의 응답은 역코딩을 통하여 점수가 클수록 지각된 지지의 수
준이 높은 것을 가리키도록 하였으며, 6점 응답은 결측 처리하였다. 각 문
항당 결측 사례 수는 <표 1>에 정리하였다(크론바흐 알파 = .95).

(5) 건강상태
건강상태는 두 가지 종류를 측정하였다. 첫 번째, ‘주관적으로 판
단한 전반적 건강상태’는,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단일
항목에 응답자들이 5점 척도(1점 = 매우 건강하다, 5점 = 매우 건강하지
않다)로 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수준이 양호한 것을 나타내도록
답변을 역코딩하였다. 비록 단일 항목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포착하고 있지
만 본 척도는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예, 사망률, 객관적인 진단 상태)
에 대해서 인구 집단(예, 연령, 국적, 질병의 종류)에 구애 받지 않고 그
연관성을 입증한 바 있다(Jylhӓ, 2009). 정신건강상태는 미국 Health
Information National Trends Survey(HINTS) 2014년도 설문지의 문
항을 번역하여, “지난 2주 동안 다음 네 가지 상태를 얼마나 자주 느꼈는
지” 질문함으로써 측정하였다: ① “매사에 무관심하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② “침체되었거나 우울하거나 혹은 좌절감이 들었다,” ③ “불
안하거나 초조하거나 혹은 예민해졌다,” ④ “걱정하는 것을 멈추거나 조
절할 수 없었다.” 각 질문에 응답자들은 4점 척도(1점 = 전혀 느끼지 않
았다, 4점 = 자주 느꼈다) 상에 응답하였다. 마찬가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호한 정신건강상태를 의미하도록 답변을 역코딩하였다(크론바흐 알파 =
.88).

(6) 통제변인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엄정하게 검정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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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변인을 통제하였다. 첫 번째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① 주관식으
로 측정된 연령, ② 생물학적 성별(0 = 남성, 1 = 여성), ③ 결혼 여부(0
= 미혼/사별/이혼/별거, 1 = 기혼/동거), ④ 교육 수준(1 = 받지 않았음,
8 = 대학원 박사 과정), ⑤ 월평균 가구 소득(1 = 100만 원 미만, 2~7
= 100만 원 간격으로 증가, 8 = 700만 원 이상), ⑥ 취업 여부(0 = 미
취업, 1 = 취업), ⑦ 주관적 사회계층(1 = 하근로층, 5 = 상류층)이 포
함되었다. 모두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두 번째로 외향성을 통제하였다. 인간의 성격을 구성하는 다섯 가
지 대표적인 특질 중 외향성은 본 연구의 핵심 매개변인인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Oishi et al., 2012; Oishi & Schimmack, 2010), 삶의 질
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과 강한 연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iedlecki et al., 2014). 그러므로 거주 유동성이 개인의 사회 관계나 건
강에 미치는 독자적인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면 외향성의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섯 가지 성격 특질(personality trait)
을 측정하는 공신력 있는 척도, Big Five Inventory(BFI; John, &
Srivastava, 1999)를 사용하였다. BFI는 8개의 문항으로 외향성을 측정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역코딩 문항을 제외한 5개 문항을 번역하여 활
용하였다. ① “말하기를 좋아하는,” ② “자기 주장이 강한,” ③ “활발
한,” ④ “활력이 넘치는,” ⑤ “사교적인”과 같은 다섯 가지 형용사를
제시하고 본인의 성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상에 답하도록 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80이었다5).
5) 선행연구에서는 신경질적 성향(neuroticism) 역시, 거주 유동성 및 지각된 지
지가 삶의 만족도, 심리적 안녕, 정서적 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교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Oishi & Schimmack, 2010; Siedlecki et al., 2014). 본 연
구에서도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두 개의 문항(① 걱정이 많은, 화를 잘 내는,
② 침착한, 정서적으로 안정적인[역코딩 문항])으로 신경질적 성향을 측정하였
으나, 두 문항의 상관관계 및 크론바흐의 알파값이 너무 낮아(r = .168, p <
.001; α = 281) 척도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힘들었다. 최초 TIPI(Ten-Item
Pesonality Inventory) 개발자들이 검증한 바에 따르면 신경질적 성향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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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온라인 외의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건강정보 획득 행
위를 통제하였다. 즉, 온라인 매체와 마찬가지로, 지난 한 달 동안 ① 텔레
비전, ② 신문 또는 잡지를 통해 건강정보를 접한 빈도를 4점 척도(1점 =
전혀 접하지 못하였다, 4점= 자주 접했다)로 측정하였다. 최종 모형에서
두 측정변인이 결과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각각 통제하였다.
<표 1>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이변량
피어슨 상관계수를 정리하였다.

는 두 문항의 상관관계는 다섯 가지 성격 특질 중 가장 높았으나 안타깝게도
본 연구에서는 그것이 재현되지 않았다(Gosling, Rentfrow, & Swann,
2003). 이에 이번 분석에 신경질적 성향 변인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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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13 거주 이전 횟수(회)a)

3.66

3.61

3.57

3.55

3.56

3.50

3.63

3.44

2.59

2.60

2.60

2.78

2.53

3.06

2.49

16 사회적 지지2

17 사회적 지지3

18 사회적 지지4

19 사회적 지지5

20 사회적 지지6

21 사회적 지지7

22 사회적 지지8

23 건강상태

24 정신건강1

25 정신건강2

26 정신건강3

27 정신건강4

28 건강정보-온라인

29 건강정보-TV

30 건강정보-인쇄매체

N

3.70

15 사회적 지지1

14 사회 관계망 규모(명)

5.07

3.17

b)

3.27

3.28

12 사교적인(외향성5)

자기 주장 강한(외향성2)

9

3.20

11 활력이 넘치는(외향성4)

말하기 좋아하는(외향성1)

8

2.51

4.83

5.61

-

SD

.86

.76

.62

.82

.82

.81

.77

.86

.94

.96

.97

.91

.98

.90

.90

.90

5.30

2.27

.85

.79

.81

.88

.93

.81

1.89

.97

-

-

11.15

2,000

61.3%

71.4%

40.89

3.34

주관적 사회계층

7

M

47.4%

10 활발한(외향성3)

교육

결혼여부(1=기혼)

4

가구소득

취업여부(1=취업)

3

5

연령(세)

2

6

성별(1=여성)

1

*

-.009
.029
.018
.018
.004

-.093***
***

***

***

**

***

2,000

2,000

2,000

.065**

.162***

-.023

.001

.016

.005
.190***

.074

.016

.080

***

.068

**

.064**

.029

.024

.086***

-.072

***

.072

.075***

-.092***
**

.063**

-.063**
-.093

-.098
-.213***

.027

-.089

-.095

-.090***

.030

.025

-.008

-.074

-.004

-.063**

.054
.064**

-.022

***

-.118

*

.013

-.083***

.015

.014

-.076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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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36***

.122***

.043

.086

***

.094

***

.112***

.065**

-.043*

.044

.038

.041

.012

.029

.029

-.031

-.002

.019

-.002

.071

.062**
.018

**

.082

*

.057

-.028

*

***

.048

.055

-.008

***

***

***

***

2,000

.094***

2,000

.152***

.108***

**

***

.067

.123

***

.148***

.108***

.106***

.177

.185

.168

***

.154***

.131
.024

.090

***

.158***

.170

.136

***

.167***

.160

***

.054*

***

.088

***

***

.124***

.152

.163

.091

***

.101***

.483***

6.소득

***

.053

***

.062**

.065**

.111***

.090

.078

.083

***

.069**

.067**

.063

**

.066

**

.078***

.068

**

.044

.050*

.077

***

.079

***

.070

**

.052

.287***
*

.264***

.133***

5.교육

.254***

.017

4.결혼

*

-.0001

-.021

***

.021

-.006

.019

-.005

.0157

-.077

***

.019

.123***
.079***

-.024

.147***

3.취업

.147***

.600***

.157***

2.연령

***

.014

-.049

*

-.059**

-.012

-.047

.013

-.022

.007

.012

.019

-.178

***

-.037

-.298***

-.093***

1.성별

표 1. 측정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치 및 이변량 상관계수

***

***

***

***

***

***

2,000

.180***

.065**

.136

.202

.189

***

.227***

.155***

.242***

.193

.214

.196

***

.184***

.164***

.180

.171

***

.176***

.188

***

-.008

.142***

.153

.143

***

.057*

.108***

7.사회계층

2,000

.083***

.041

.138

***

.026

.023

.061**

.110***

.116***

.160

***

.128

***

.141

***

.148***

.173***

.146

***

.137

***

.134***

.148

***

.044*

.467***

.441

***

.481***

.361***

8.외향성1

2,000

.072**

.019

.094

***

.011

-.011

.018

.053*

.062**

.087

***

.076

***

.083

***

.080***

.097***

.094

***

.092

***

.085***

.068

**

.067**

.257***

.302***

.294***

9.외향성2

2,000

.106***

.053*

.163

***

.119

***

.140

***

.183***

.198***

.189***

.178

***

.202

***

.190

***

.181***

.202***

.195

***

.176

***

.183***

.164

***

.047*

.620***

.658***

10.외향성3

2,000

.142***

.045*

.147

***

.189

***

.206

***

.232***

.253***

.232***

.194

***

.216

***

.190

***

.178***

.201***

.190

***

.177

***

.156***

.162***

.044*

.586***

11.외향성4

2,000

.130***

.076***

.172***

.122***

.121***

.151***

.178***

.216***

.201***

.205***

.190***

.195***

.207***

.218***

.196***

.169***

.192***

.042

12.외향성5

.682***
.706***
.668***
.717***
.199***
.262***

.251***
.260***
.033

.330***

.326***

.318***

.314***

.182***

.201***

.215***

.182***

.195***

.060**

.013

.056*

-.022

-.026

-.045*

-.038

-.029

-.035

-.068**

-.061**

-.027

.037

.003

.053*

2,000

19 사회적 지지5

20 사회적 지지6

21 사회적 지지7

22 사회적 지지8

23 건강상태

24 정신건강1

25 정신건강2

26 정신건강3

27 정신건강4

28 건강정보-온라인

29 건강정보-TV

30 건강정보-인쇄매체

N

1,974

.017

.055*

1,973

.038

.038

.047*

.253***

.231***

.241***

.228***

.211***

.684***

.671***

.658***

.715***

.694***

.747***

16.
사회적
지지2

1,979

.052*
1,967

.026

.051

*

**

.064

.074**

.231***

.222***

.251***

.234***

.203***

.730***

.707***

.745***

.691***

18.
사회적
지지4

.079***

.268***

.266***

.273***

.243***

.204***

.711***

.705***

.694***

.700***

.731***

17.
사회적
지지3

1,964

.059**

.073

**

.098***

.252***

.243***

.241***

.229***

.215***

.718***

.720***

.718***

19.
사회적
지지5

*p < .05, **p < .01, ***p < .001

1,964

.030

.058

*

.080***

.253***

.255***

.279***

.239***

.208***

.804***

.809***

20.
사회적
지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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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관관계 검정은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값, 즉, log(k+1)으로 변환 후 수행.

a) 상관관계 검정은 제곱근 변환 후 수행.

2,000

.712***

.306***

-.031

18 사회적 지지4

.267***

.730***

.316***

-.056*

17 사회적 지지3

.785***

.319***

-.028

16 사회적 지지2

.336***

-.046*

15 사회적 지지1

15.
사회적
지지1

.012

14.사회
관계망

14 사회 관계망 규모(명)

13.거주
유동성

표 1. 측정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 및 이변량 상관계수(계속)

1,963

.062**

.042

.102***

.266***

.262***

.281***

.248***

.230***

.782***

21.
사회적
지지7

1,967

.052*

.067

**

.083***

.239***

.241***

.256***

.224***

.200***

22.
사회적
지지8

2,000

.049*

-.068

**

.050*

.291***

.292***

.319***

.280***

23.
건강상태

2,000

.002

-.034

-.039

.538***

.578***

.631***

24.
정신1

2,000

.005

-.025

-.040

.680***

.738***

25.
정신2

2,000

-.005

-.043

-.061**

.725***

26.
정신3

2,000

.019

-.016

-.042

27.
정신4

2,000

.482***

.418***

28.
온라인

2,000

.383***

29.
TV

3)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거주 유동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건강정보 획
득

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 분석 과정은 두 가지 단계
로 이루어진다. 먼저 선행연구의 이론적 토대 위에 수립된 측정도구들이
이론의 구성개념(construct)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확
증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다. 즉, 외
향성을 측정하는 다섯 가지 문항,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여덟 가
지 문항,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네 가지 문항이 각각의 잠재변인(latent
variable)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모형화하여 이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이 우리 연구 자료에 잘 부합하는지 검증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각 측정도구들이 구성개념을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그것들로 설명되지 않는 측정오차를 이후 분
석 과정에서 통제하려 한다(백영민, 2017; Kline, 2015).
확증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변인들과 잠재변인들의 관계가 타당한
것으로 밝혀진 후에는 단일 항목으로 측정된 나머지 변인들과 결과변인까
지 투입하여 변인 간 효과의 경로를 설정한다. 즉,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는 이렇게 구축된 최종 모형을 통해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동시에 추정한
다는 의미로서의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게 된다. 전술하였다시피 구
조방정식모형을 통해서는 측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변인 간 경로
의 모수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수의
방정식을 한 번에 계산하여 해(solution)를 구하기 때문에 복잡한 경로를
거치는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도 일거에 검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거치는 간접 효과(예를 들어 거주 유동성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사이에 설정된 경로 계수 γ1

×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온라인 건강

정보 획득 사이에 설정된 경로 계수β1)와 그 합인 총효과를 정의하는 새
로운 모수를 생성,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과정에 포함시켰다. 결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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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미에는 모수통계기법으로 추정한 간접 효과와 비모수통계기법인 부트
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추정한 간접 효과를 비교하여 제시할 것
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수통계기법을 기반으로 추정된 간접 효과는
제2종 오류(type 2 error)에 의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
문이다(김수영, 2016; 백영민, 2017). 특히 효과의 크기가 작고, 많은 경
로를 거칠수록 모수의 곱(product)은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기 쉽다.
이상의 분석 과정에는 오픈 소스 통계패키지 R(버전 3.4.2)의
‘lavaan’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Rosseel et al., 2017). lavaan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사용되는 방정식(equation)들을
일일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모수를 추정한다. 가령 확증적
요인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잠재변인들과 측정변인들의 관계를 규정하
는 행렬 Λ, 잠재변인들 간의 공분산 구조를 규정하는 행렬 Φ, 관측변인들
의 오차항 사이의 공분산 구조를 규정하는 행렬 Θ을 직접 지정하고 코딩
하여야 한다.
모형을 구축하기에 앞서 모형에 투입된 모든 변인들의 일변량 분
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의 핵심 외생변인인 거주 이전 횟수(왜도
= 2.462, 쿠르토시스 = 11.567)와 내생변인 중 하나인 연결망의 규모
(왜도 = 7.501, 쿠르토시스 = 109.106)만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았
다. 앞의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당 변인들은 각각 제곱근 변환, 로그 변
환을 거쳐 모형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전처리를 거치지 않고, 가중최소제곱
법(WLS, weight least square)이나 볼렌과 스타인(Bollen-Stine)의 부
트스트랩 기법 등 자료의 분포 형태에 구애 받지 않는 추정기법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강남준, 1999; 김수영, 2016; 백영민, 2017; Kline, 2015),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최대우도(ML,

maximum

likelihood) 추정법을 사용하여 모형과 자료의 적합 여부를 검정하였다. 왜
냐하면 추정 모수 및 투입 변인의 수가 많은 경우, 가중최소제곱법은 표본
의

수나

컴퓨팅

자원(computing

powe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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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요하는

반면

(Bentler, 1986) ML 추정법은 표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만 확보되면 측정
척도(가령, 범주형 서열척도로 측정된 변인)나 분포 형태의 제약에 구애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불편향 추정치를 계산해내기 때문이다6)(Browne,
1984; Muthén & Kaplan, 1985).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측정변인에서
발생한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측정모형과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성은 여러 가지
지수를 통해 판단하였다. 첫 번째로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로
서 카이제곱 통계치를 제시한다. 그러나 카이제곱 통계치는 표본의 크기나
자유도가 클 경우(즉, 측정변인의 수가 많고 자유 모수의 수가 적을수록)
제1종 오류(type 1 error)를 범할 가능성이 증가하기 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카이제곱 통계치를 자유도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
통계치도 판단에 참고하였다. 이 수치가 5 이하일 경우 영가설(즉, 모형에
의해 추정된 공분산 행렬

 

= 모집단에서 관측된 공분산 행렬 S)이

기각되더라도 모형이 데이터와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Marsh & Hau,
1996). 두 번째로 모형의 오류와 간명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근사평균자승
오차(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제시한다.
학자들마다 적합도를 판별하는 기준치가 상이하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Kline(2015)의 제안에 따라 이 지수가 .05보다 작다면 좋은 모형, .05와
.08 사이라면 무리 없는 모형으로, .08을 초과하면 적합도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 세 번째로 어떤 모형도 적용하지 않은 상태(baseline model)의
카이제곱 통계치와 연구자의 모형이 반영된 상태의 카이제곱 통계치를 비
6) 표본의 크기가 400이상이 되면 분포의 형태가 ML 추정 결과에 큰 영향을 주
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Boomsma, 1982: 강남준, 1999 재인용). 이에
반해 가중최소제곱법을 사용하여 불편향 추정치를 얻기 위하여 요구되는 표본
의 크기는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데, 시뮬레이션 연구들에 따르면 최소한
으로 필요한 표본의 크기가 500이라는 결과에서부터 2,500이라는 결과까지 편
차가 상당히 크다(강남준, 1999). 어떤 결과를 수용하더라도, 나머지 조건이
동일하다면 ML을 사용할 때보다 가중최소제곱법을 사용할 때 훨씬 큰 규모의
표본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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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해 보여주는 비교적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를 제시한다. 이
값은 .95를 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관측된 잔차
와 예측된 잔차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량화한 통계치, 표준화잔차평균
자승이중근(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을 제시할
것이다. 이 지표는 .08보다 작으면 모형 적합도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다.
이상의 기준들은 여러 연구자들이 권고한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며, 몇몇 학자들이 제시한 기준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형의 존폐 여부를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만한 규모는 아니다(Hu,
& Bentler, 1999; Mulaik, James, Van Alstine, Bennett, Lind, &
Stilwell, 1989; Steig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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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및 해석

1) 측정모형 검증
확증적

요인분석

전

수행한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서는 외향성, 지각된 사회적 지지, 정신건강 세 가
지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도구들의 단일 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확인
할 수 있었다7).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론에 따라 개발된 측정문항들이
각각의 구성개념(잠재변인)과 배타적으로 연결되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즉, 외향성 잠재변인과는 다섯 개의 측정변인(외향성 1 ~ 외향성 5)만이
연관되어 있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잠재변인과는 여덟 개의 측정변인(지
지 1 ~ 지지 8)이,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잠재변인과는 네 가지 측정변인
(정신건강 1 ~ 정신건강 4)이 연결되도록 모형을 만들었다. 이론에 의해
규정된 측정변인과 잠재변인 사이의 관계가 우리 자료를 잘 설명하는지 확
증적 요인분석 기법으로 검정한 결과,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는   =
1042.756(df = 116, p = 0.000)으로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영
가설, 즉 ‘구축된 측정모형이 데이터의 구조와 잘 부합한다(

 

=

S)’는 주장을 기각하였다. 카이제곱 통계치를 자유도로 나눈 표준 카이제
곱 통계치 역시 1042.756/116 = 8.99로 5보다 큰 값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RMSEA는 .063[90%
CI .060, .067], CFI는 .959, SRMR는 .030로 클라인(2015)과 다른 학
자(Hu, & Bentler, 1999; Mulaik, James, Van Alstine, Bennett, Lind,
7) 세 가지 측정도구들 모두 한 데 묶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윳값
(eigenvalue) 1 이상의 요인이 세 개 추출되었다(설명 분산 누적 비중
67.9%). 이후 각 측정도구 별로 각각 주성분 분석을 실시했을 때에는 고윳값
1이상의 요인이 단 하나씩만 추출되었으며,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되는 분산의
비중이 56.7%(외향성) ~ 75.7%(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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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lwell, 1989; Steiger, 1990)들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림 4. 잠재변인들의 측정모형

  = 1042.756(df = 116, p = 0.000), RMSEA = .063[90% CI .060,
.067], CFI = .959, SRMR = .030
주: 표준화된 모수 추정치. 오차항은 생략.
별도의 표시가 없는 추정치 모두 p < .001

수정지수(MI, modification indices)를 검토한 결과는 사회적 지
지 잠재변인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측정변인
의 오차항 간 상관관계를 설정할 경우 적합도가 크게 향상되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두 쌍의 측정오차를 연결해야 할 정당한
이론적 근거를 찾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8), 경험적인 근거도 발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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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측정오차 간의 어떠한 상관관계도 설정하지 않은 최초의 측
정모형과 추정치를 <그림 4>와 같이 최종 보고한다. 그림의 가독성을 위
하여 오차항은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2)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앞서 검증한 측정모형을 포함하여, 연구 변인 간의 경로 구조를
설정한 최종 모형을 수립하였다. 외생변인에는 본 연구의 핵심인 거주 유
동성을 비롯하여, 각 내생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통제변인만을 포함
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관계망의 규모에 외향성, 성별, 연령, 사회계층, 가
구 소득이 미치는 영향, ② 정서 및 정보적 지지에 외향성, 연령, 결혼 여
부, 사회계층, 가구 소득이 미치는 영향, ③ 전반적 건강상태에 외향성, 성
별, 연령, 결혼 여부, 사회계층이 미치는 영향, ④ 정신건강에 외향성, 성
별, 연령, 사회계층이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결과변인인 ⑤ 온라인 건강
정보 획득에 TV, 인쇄 매체를 통한 건강정보 획득, 외향성, 교육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유의미한 통제 경로만을 설정하는 이유는 어떤
변인이든 모형에 추가되었을 때 우연에 의해서라도 내생변인의 분산을 어
느 정도 설명해낼 수 있고, 나아가 무의미한 변인이 모형에 투입됨으로써
이론에서 설정한 변인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런 점에서 통제변인의 선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연구자들의 권고와 선행 연
구의 사례(Lee et al., 2018; Seaman & Weber, 2015)를 참고하여 본

8) 수정지수 검토 결과 어떤 두 문항의 측정오차 간의 상관관계가 제시되고 이 한
쌍의 문항이 언어적으로 유사하다면, 상관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Bollen & Lennox, 1991; Rubio & Gillespie, 1995). 그 판단 과정에 연구
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연구는 이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수정지수의 권고를 반영
한 측정모형을 구조방정식모형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각
경로의 통계적 유의미성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으며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소수
점 셋째 자리에서 바뀌는 경우는 있었다. 최종 모형의 적합성 지수는 분명 개선
되었으나 모형의 채택 여부를 바꾸어놓을 만큼 결정적 차이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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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그림 5>는 최종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핵심 변인
인 거주지 이전 횟수가 제곱근 변환되었고, 매개 내생변인 중 하나인 관계
망의 규모가 로그 변환되었기 때문에 비표준화 계수는 해석이 난해하다.
더불어 모든 변인들의 측정 단위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효과 크기 비교를
위하여 추정치는 모두 표준화된 수치로 보고한다.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로도에는 잠재변인에 연결된 측정변인들과 오차항, 그리고 사회
인구학적 통제변인 및 관련 경로는 표시하지 않았다. 적합도 지수들은 경
로도 하단에 정리하였다.

그림 5. 거주 유동성과 내생변인 간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

  = 1752.258(df = 327, p = 0.000), RMSEA = .047[90% CI .045,
.049], CFI = .948, SRMR = .034
주: 표준화된 모수 추정치. 잠재변인과 연결된 관측변인, 오차항, 기타 통제변인은
생략.
†p < .10, *p < .05, **p < .01, ***p < .001

우선 모형의 적합 수준은 다음과 같다.   는 1752.258(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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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p = 0.000)로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표준 카이제곱 통계치 역시
1752.258/327 = 5.359로 5를 근소하게 넘기는 값을 보였지만 상대적으
로 큰 표본의 크기 및 자유도를 감안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강남준·김수정, 2005). 다음으로 RMSEA는 .047[.045,
.049], SRMR는 .034로 모형이 자료를 잘 대표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
준치를 만족했다. 그러나 CFI가 .948로 바람직한 모형의 기준으로 제시한
수치(.95)에 조금 못 미쳤는데, 그 차이가 소수점 셋째 자리로 굉장히 미
비하다는 점과 다른 연구(Mulaik et al., 1989)에서는 CFI 지수의 기준치
를 .90 이상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형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사
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모형을 <그림 5>
과 같이 제시한다. 경로도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잠재변인에 연결된
관측변인, 오차항, 외향성을 제외한 통제변인은 생략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가설 1에서 상정한 바와 달리 어린 시
절의 거주 유동성은 성인이 되어서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관계가 없었다(β = -.035, p = .09). 그러나 정신건강에는 유의미
한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였다(β = -.056, p < .01). 이 효과
는 외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해 외향성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β = .075,

p < .01)와 거주 유동성이 가지는 부정적인 효과는 규모 면에서 큰 차이
가 나지 않았다9). 이와 같이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 역시 정신건강과 마찬가지로 거주 유
동성이 높아질수록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가설 4; β = -.055, p <
.01),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적

9) 거주지 이전 횟수가 제곱근 변환되었기 때문에 표준화된 효과 계수 간의 비교
조차 주의를 요한다. 다른 조건은 유지한 상태에서, 거주 유동성만을 원래 척도
(이사 횟수)로 변환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추정된 ‘거주 유동성 →
정신건강’ 경로의 효과 계수(β = -.057, p < 01) 역시, 외향성이 정신건강
에 미치는 효과 계수(β = .076, p < .01)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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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지각은 다양하게 측정된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사
회적 지지와 건강상태는 양의 관계였던 것이다(가설 5; 주관적 건강상태
β = .133, p < .001; 정신건강상태 β = .268, p < .001). 이러한 결과
는 사회적 지지와의 부정적 관계를 통하여 거주 유동성이 건강상태에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상대로 거주 유동성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하락을 통해 주관적 건강상태에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
는 듯 보였다(간접효과 β = -.007, p < .05).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였다(간접효과 β = -.015, p < .01). 결론적으로 가설 6은 모두
지지되었다.
가설 7에서 상정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상태는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과 음의 관계를 보였다(β = -.124, p < .001). 반면에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그 방향
이 가설에서 상정한 바와 정반대였다(β = .046, p < .05). 이에 따라 건
강상태가 나쁠수록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이 많아진다는 본 연구의 가설 7
은 정신건강에 한해서만 지지되었다.
일단 거주 유동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던 내생변인만을 가지고
결과를 정리하자면, 어린 시절 거주 이전이 빈번할수록 ① 악화된 정신건
강을 매개로, 혹은 ②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약화를 통한 정신건
강의 악화(즉, 이중매개)로 인하여 건강정보 획득 의지가 늘어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거주 유동성이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간접 경로와 그 통계 검정 결과를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의
‘효과항’ 열(column)은 모형 상에서 설정할 수 있는 모든 간접 경로를
망라하고 있다. ‘모수적 통계기법’의 점추정치는 해당하는 경로들의 곱
셈항을 모수로 생성한 후 모형 분석 과정에 투입하여 얻은 비표준화 추정
치이다. 모든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을 함께 보고하되, 구간 내에 0이 포
함되는 유의미하지 않은 간접 경로는 ‘n.s.’로 표기하였다. ‘비모적 통
계기법’은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통해 추정한 간접 효과의 95%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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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 것이다. 재표집 횟수는 5,000회이다.

표 2. ‘거주 유동성 →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 경로별 간접 효과 추정 결과
모수통계기법 추정
95% CI 및
점추정치(표준화된 값)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비모수통계기법 추정
95% CI

1 관계망 규모 경유

n.s.

n.s.

2 사회적 지지 경유

n.s.

n.s.

3 주관적 건강 경유

n.s.

n.s.

.005*(.007)
[.001,.009]

[.001, .010]

5 관계망 규모→지지 경유

n.s.

n.s.

6 지지→주관적 건강 경유

n.s.

n.s.

.001*(.002)
[.000,.002]

[.000, .003]

8 건강상태→정신건강 경유

n.s.

n.s.

9 관계망 규모→지지→정신건강 경유

n.s.

n.s.

10 관계망 규모→지지→주관적 건강 경유

n.s.

n.s.

효과항

4 정신건강 경유

7 지지→정신건강 경유

*

.000 (.000)
[.000,.000]

[.000, .000]

n.s.

n.s.

.004†(.006)
[-.000, .008]

[-.000, .010]

11 지지→주관적 건강→정신건강 경유
12

관계망 규모→지지→주관적 건강
→정신건강 경유
총효과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화된 추정치, 그 외에는 모두 비표준화된 추정치. 모든
결과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총효과를 제외하고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된
경로는 n.s.로 표시.
†p < .10, *p < .05

제시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 기법에 따른 통계적 검정력
(statistical power)의 차이는 도드라지지 않았다. 대개 부트스트래핑 기법
을 사용할 경우 95% 신뢰구간의 하한이 모수통계기법 추정치보다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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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 연구의 경우 외생변인(즉, 거주 유동성)이
매개 내생변인에 미치는 효과(γ)와 매개 내생변인이 결과 내생변인에 미
치는 효과(β)의 곱이 0에 지나치게 근접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게 부
각되지 않은 것 같다. 결과적으로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이런 점에서 거주 유동성이 온라인을 통한 건강정보 획득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보다 신중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경로들에 눈을 돌려보면, 가설 2에서 상
정한 바와 달리 어린 시절의 거주 유동성이 성인이 되고 나서 개인이 보유
하고 있는 사회 관계망의 규모(즉, 친밀한 타인의 수)에 미치는 효과는 유
의미하지 않았다(β = -.004, p = .852). 그러나 관계망의 규모와 지각
된 사회적 지지 간의 관련성은 이론의 설명과 잘 부합하였다(가설 3; β
= .306, p < .001). 이상의 결과를, 앞서 밝혀진 사회적 지지와 건강상태
간의 유의미한 경로와 종합해보면 친밀한 타인을 많이 보유한 사람일수록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이것은 그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정신적 안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해
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두 가지 변인(즉, 관계망의 규모와 사회
적 지지) 서로 간에는 강력한 관련이 있었지만 두 변인이 연구의 종속변인
과 맺고 있는 관계의 양상은 상이하였다. 구체적으로, 관계망의 규모는 온
라인 건강정보 획득 행위와 무관했던 반면(β = .008, p = .693), 사회
적 지지의 경우 그 효과의 방향이 가설에서 상정한 바와 일치할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 거의 유의미했던 것이다(β = .044, p = .051). 비록 .05 수
준에 미치지는 못 하였지만 본 연구자는 이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친밀한 타인을 많이 보유할수록 더 적극
적으로 온라인 건강정보를 구하리라는 가설 8은 그 타당성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정서적·정보적 지지를 풍족하게 느끼는 것이 온라인 건강정보 획
득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가설 9는 수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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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이상 본고에서 제시한 가설과 그 통계적 검정 결과를 <표 3>에
정리하였다. 표준화 경로계수와 비표준화 경로계수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유의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z값도 보고하였다.

표 3. 연구 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비표준화
경로계수

S.E.

z-value

채택
여부

거주유동성→주관적 건강

-.035

-.035

.02

-1.694†

기각

거주유동성→정신건강

-.056

-.035

.013

-2.689**

채택

가설2

거주유동성→관계망 규모

-.004

-.001

-.007

-.187

기각

가설3

관계망 규모→사회적 지지

.306

.889

.064

13.906***

채택

가설4

거주유동성→사회적 지지

-.055

-.049

.018

-2.680**

채택

사회적 지지→주관적 건강

.133

.150

.025

5.886***

채택

사회적 지지→정신건강

.269

.188

.017

11.076***

채택

거주유동성→사회적 지지
→주관적 건강

-.007

-.007

.003

-2.440*

채택

거주유동성→사회적 지지
→정신건강

-.015

-.009

.004

-2.609**

채택

주관적 건강→건강정보 획득

.046

.032

.015

2.154*

기각

정신건강→건강정보 획득

-.124

-.138

.026

-5.217***

채택

가설8

관계망 규모→건강정보 획득

.008

.019

.048

.395

기각

가설9

사회적 지지→건강정보 획득

.044

.035

.018

1.900†

채택

구분

가설1

가설5

가설6

가설7

†p < .10,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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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지금까지 거주 유동성이라는 객관적인 환경 특성이 개인의 상태와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태학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또한
관련된 모형을 수립하여 현상에 대한 설명력이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정하
였다. 그 결과, 자주 거주지를 옮기는 여건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에 비하여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고
정신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이렇게 정신적으
로 안녕하지 못 한 개인의 경우 온라인에서 건강정보를 구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검정 결과 일부 가설들은 우리 자료에서 지지되지 않았는데, 가령
어린 시절에 거주지를 자주 옮겨 다닐수록 성인이 되어서의 건강상태가 좋
지 않으리라는 가설 1은 정신건강에 한해서만 지지되었다. 이것은 우리 연
구와 마찬가지로 독립변인을 어린 시절의 거주지 이전 빈도로, 종속변인을
전반적 건강에 대한 자가 평가(self-rated global health)와 정신건강상태
로 측정한 뷰레스(Bures, 2003)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 그의 연구에서
어린 시절의 거주 유동성은 (성인기의) 정신건강에 비해 전반적 건강상태
와 보다 일관되고도 강력한 연관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과의 관
련성은 교란변인이 추가되면서 사라졌지만 전반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최
종 모형에서도 그 효과가 유의미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반면 본 연구의
결과는 거주 유동성이 삶의 만족도, 정서상태, 심리적 안녕 등과 같이 정신
건강을 포착하는 변인과 연관이 있음을 증명한 몇몇 경험 연구 결과와 일
맥상통한다. 이렇듯 선행연구 간에도 다소 상반된 결과가 존재하고 본 연
구에서도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건강상태와 거주 유동성의 관계가 통계적
유의수준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 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후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육체건강의 척도(예, 실제 진단 결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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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발생 빈도 등)를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린 시절 이사 빈도가 많을수록 성인기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
는 타인의 수가 적을 것이라는 가설 2 역시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에 대하여 안토누치와 동료들의 연구(Antonucci et al., 2004)는 해석에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예, 미국 vs. 일본)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일생 동안 유지하는 ‘친밀한’ 관계의 수는 비교적 일
관되며 특히 소규모이다. 우리 연구에서도 친밀한 관계의 규모를 10명 이
내라고 답한 사람들이 전체의 94.8%에 달하였다. 성인이 되어 자신의 가
정을 꾸리게 되면 대체로 친구 관계의 중요도가 떨어지고 그 자리를 가족
들이 메우게 된다. 모든 주변인들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은 관
계 유지에 필요한 헌신의 자원과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어
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기에 개인이 가진 ‘친밀한’ 인간 관계망을
구성하는 노드(node)들은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 구성원이 상당수일
것이다. 이러한 인간 관계는 거주지 이전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다. 만약
우리 연구에서 가족을 제외하고 절친한 친구로만 구성된 관계망의 규모를
측정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른다.
또한 독립변인(즉, 어릴 때 경험한 이사의 횟수)과 종속변인(즉,
성인이 된 현재 가지고 있는 친밀한 타인의 수) 간에 존재하는 긴 시간차
도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예컨대 어린 시절 거주 유동성과 별개
로,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다양한 사교적 상황(예, 회사생활이
나 동호회 활동 등)에 놓이게 된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학창시절에 형성
된 빈곤한 친구 관계를 대체할 보상적 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거주지 이전이 사회 관계망의 규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밝혀
냈던 선행 연구들 대부분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시간적 인접성을 확보
한 상태에서 관찰했다(예, South et al., 2007; South & Haynie, 2004;
Vernberg et al., 2006).
세 번째 가설에서 상정한 바와 같이 관계망의 규모는 지각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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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지의 수준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친밀한 사람이 많을수록 다양
한 지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는 가정에는 어떠한 논리적 문제
도 없어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어린 시절에 빈번하게 이사를 다닐수록 성인이 되
어서 기대할 수 있는 지지의 수준이 낮으리라는 네 번째 가설이 유의미했
다는 것이다. 우리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지각된 정서적·정보
적 지지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어떤 문제에 대
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자기 노출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으로 사회적 지지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지지는 가족처럼
강력한 의무와 책임으로 묶인 관계에서는 온전히 기대하기는 힘들 수 있다
(가령,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족들 앞에서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
다). 또한 삶의 궤적이 대체로 겹치는, 동질성 높은 집단인 가족으로부터
유용하고도 신선한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거
주 유동성이 가족과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더라도 전술했던 종류
의 지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잠재적 지지원과의 관계(예, 우정)에 작용하
는 역기능이 있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아마도 어릴 때 자주 거주지를 옮
긴 사람은 가족 외의 인간 관계에서 서로에게 헌신을 기대할 정도의 상호
신뢰를 쌓을 객관적 여건을 누리지 못 하였을 것이다. 심지어 잦은 거부와
고독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진하여 사교적으로 위축된 삶을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문제적 속성을 지닌 또래와의 교제에 끌리
게 되지만, 이 친구들이 훗날 지지의 자원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건강한
생활양식을 지닌 친구와의 교제에서 얻을 수 있는 지지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아 보인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수준은 다섯 번째 가설에서 설정했던 것
처럼 개인의 건강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특히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강력한 듯하였다. 결과
적으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역효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어린 시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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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유동성은 두 가지 건강상태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가
설 6). 즉, 성장기에 자주 이사를 다닌 성인은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지
지의 수준이 낮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건강상태나 정신적 안녕감이 떨어진
다고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나빠진 건강상태가 온라인 건강정보 추구를 추동하리
라는 일곱 번째 가설의 경우 전반적 건강상태와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결과
가 정반대로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은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온
라인 건강정보 획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인 건강은 상태
가 좋지 않을수록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
강상태와 건강정보 획득 사이의 관계 방향은 두 가지 종류의 건강변인이
각각 예방 및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 즉,
육체적 건강은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에 건강한 삶에 대한
지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새로운 건강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련된 정보를 능동적으로 탐색하여 식이요법을 조절한다든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등 일상에서 육체적 안녕에 유익한 여러 가지 행
위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바꾸어 말하자면 온라인 건강
정보 획득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반응변인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의 원
인 혹은, 선재하고 있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대용물
(proxy)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울이나 무기력감은 예방과 관리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온라인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정보가 유
통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평온한 정신상태
를 유지할 것이라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우울감과 불안감이 지속될
때 이러한 증상을 자가진단하기 위하여 온라인 공간을 찾을 것이라는 상상
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은 현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
고 있는 증상임에도 의료 전문가를 비롯한 타인에게 공유하고 도움을 청하
기에는 여전히 망설여지는 건강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잡다한 건
강 지식의 저장고이면서 신분 노출의 위험이 없는 온라인 공간은 은밀한

- 62 -

진료소로 기능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이다. 또한 우리 연구에서 가설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구조방정식분석 결과 드러난 주관적 건강상태와 정신
건강 사이의 강한 연관성으로 짐작하건대, 나쁜 건강상태가 직접적으로 온
라인 건강정보 획득으로 이어진다기보다 그것이 초래하는 걱정과 불안감,
무기력 등을 통하여 온라인 건강정보 탐색 행위를 촉발할 가능성도 존재한
다. 즉,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 하다는 지각 자체가 건강정보 행위를 추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로 인하여 매사에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의
욕이 없어지는 정신적인 상태가 정보 획득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덟 번째 가설은 친밀한 인간 관계가 많을수록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도 빈번해지리라는 것이었는데, 검정 결과 지지되지 않았다. 건강 문제
는 대중적인 화제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의 범위가 넓은 사람은 대인 커뮤
니케이션의 기회가 많고 따라서 건강 문제를 접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 관
련된 정보를 보다 왕성하게 구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친한
사람의 수를 세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경로를 포착해내는 데 역부족인 것으
로 보인다. 오히려 전체로서의 관계망보다는 그 망을 구성하는 관계(tie)의
특성, 예컨대 사회적 접촉(social contact)의 빈도나 사교활동 참여(social
engagement) 등을 측정하였더라면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의 마중물이 되
었을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 포착해내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개인의 건강 관리를 독려하고 건강정보의 가해
성을 높여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의 존재가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과 연관
이 있으리라 보았는데 그 관계는 통계적 유의수준에 미치진 못 하였지만
아주 근접하였다. 또한 그 방향이 가설에서 제시한 바와 일치했다. 아마도
사람들은 저마다 유용한 정보의 제공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타인에게서 여
러 가지 건강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것이다. 현존하는 온라인 커뮤니케
이션 채널(예, 메시징 서비스, SNS 등)들은 그러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편리한 수단일 뿐 아니라, (정보적 지지의 존재로 인해) 건강정보에
대한 관여도와 자신감이 높아진 이들이 추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보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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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은 유
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지지와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 간 관계는 그렇게 단순
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사회적 관계가 어떤 유형의 지지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이 관련성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
이 건강정보 획득을 추동하는 힘이 개인이 느끼는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있
다면 정서적 지지의 자원들이 그에 대한 직접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 즉,
정서적 위안이 온라인 정보의 필요성을 감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지지의 다양한 기능 중 어떤 경로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지
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상의 가설들을 차례로 검증하며 본 연구는 생태학적 요인이 개
인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이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간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두 가지 개
념, 어린 시절의 거주지 이전과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정보 획득을 이어주
는 모형을 수립하고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어린 시절의 거주 유동성은
성인이 된 응답자의 다양한 개인 층위 변인(즉, ① 지각된 사회적 지지, ②
정신건강, ③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거쳐]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정신건강상태는 중요한 매개요인으로서
거주 유동성-온라인 건강정보 획득으로 이어지는 간접 경로를 일관되게
설명해내었다. 반면 지각된 지지의 수준은 어린 시절의 거주 유동성 및 현
재의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 각각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었지만, 두 변인 사
이의 관계를 매개해주지는 못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정리하자면, 어린 시
절에 거주지를 자주 옮긴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 사회적 지지 자원이 부
족하거나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정신건강상태가 연약할 수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들은 안정적인 삶을 산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자
주 온라인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매개변인을 전부 고려한 총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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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것은 거주 유동성과 온라인 건강정
보 획득의 관계를 양의 관계로 만드는 힘(예, 정신건강을 경유하는 경로)
과 음의 관계로 만드는 힘(예,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경유하는 경로)이 함
께 작용하면서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
후 연구에서는 특정 경로만을 선별하여 보다 심도 있는 관찰을 해볼 필요
가 있다. 또한 선행 연구와 본 연구에서 일관되게 밝혀진 바와 같이 거주
유동성이 정신적 안녕에 미치는 역효과를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악화
된 정신건강이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는 또 다른 행위(가령, 자살)를 변인으
로 한 생태학적 모형을 수립해볼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우
리 사회에 만연한 거주 이전이 커뮤니케이션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다양
한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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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거주 유동성의 영향력은 다음의 몇 가지
한계로 인하여 그 인과성을 주장하는 데에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첫 번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 시점에 측정된 횡단면 자료
(cross-sectional data)이다. 본 연구의 핵심변인은 ‘어린 시절’ 거주
지 이전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발생시점이 다른 변인들에 선행하지
만, 기본적으로 모형의 복잡한 경로를 구성하는 다양한 내생변인들은 모두
동일 시점을 포착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설에서 상정한 바와 같이 성장기
의 거주 유동성이 성인기의 정신건강을 악화시켜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을
늘린다는 매개효과에 대한 주장은, 두 내생변인의 선후 관계가 논리적인
가정일 뿐 실제 자료로 뒷받침된 것이 아니다. 만약 의도한 대로 어린 시
절의 거주 유동성이 특정 시점의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
후의 정신건강상태를 연약하게 하고 이를 통해 건강정보에 대한 수요를 높
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적어도 2~3차례 시차를 두고 자료를 수집하
였어야 할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응답자의 어린 시절 속성이 아니라 성인이 된
시점의 속성밖에 측정할 수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사실 개인의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린 시절 근접 환경은 거주 유동성 외에도 다
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성인이 된) 개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질,
역량은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종적으로 압력을 가해온 결과이다. 때문에
거주 유동성의 독자적인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면 개인의 성장기 환경의
특성을 나타내는 다른 요인들, 가령 그 당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
족 구성 등을 통제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에서 중요한 통제변인으로
다루었던 외향성 역시 현시점이 아닌 어린 시절에 측정되었어야 할 것이
다. 성격이 비교적 긴 시간 일관되게 유지되는 특질(trait)이긴 하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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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청소년기는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이 당시의 성격은 성인이 되어서
의 그것과 분명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장기간 지속된 인간 관계를 설명하
는 데에는 그 관계가 시작된 시점의 성격이 분명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
다. 이런 점에서 어린 시절의 다양한 속성을 확보하지 못 한 점은 본 연구
의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표본의 대표성 문제이다. 국내의 인터넷 보급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조사기관(우리 연구의 경우 마크로밀엠브레인)에 패널로 등록
된 사용자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설문 조사는 표집틀이
목표 전집(target population)을 온전히 반영하기 힘들다. 또한 온라인 조
사는 대개 협조율(co-operation rate)이 아주 낮다는 점에서도 선택편향
(selection-bias)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강남준,

2004;

Couper,

2000).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경우 연령이나 성비는 국내 인구 구
성과 거의 흡사하였지만, 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모집단을 전혀 반영하지
못 하였다. 실제 우리나라 25세 ~ 64세 인구의 47%만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비록 19세 ~ 59세
대상이긴 하지만) 무려 82.9%나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편향은 결국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훼손한다.
세 번째, 사용된 측정도구에서 기인하는 몇몇 한계점이다. 무엇보
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 유동성이 지닌 다양한 차원과 집단 층위에서 작동
하는 역동을 고려하지 못 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지적한 바와 같이
거주 유동성은 다양한 측면(예, 빈도, 소속의 변경 여부, 발생 시점 등)에
서 조작화된 바 있다. 연구문제에 따라 어떤 차원은 다른 차원보다 중요하
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거주지 이전이 개인의 사회적 관
계에 미치는 파괴력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보이는 ‘이사 거리’나 ‘전학의 수반 여부’ 등을 척도에
반영하지 못 하였다. 또한 집단 층위(예, 거주 동네나 소속된 학교)의 거주
유동성이 개인 차원의 이사 빈도가 가진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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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South & Haynie, 2004)의 결과들은 다층위적 접근(multilevel
analysis)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에서는 개인
층위에서 측정된 거주 유동성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도구들이 자기응답방식에만 온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아쉬움을 남긴다. 자기응답방식은 측정이 용이하긴 하지만, 과도추정
의 위험이 높고 인지능력과 같이 응답자 개인이 가진 속성에 분석의 신뢰
도와 타당도가 좌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변인에 따라서는 대안적인 방
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수 있다(백영민·김은미·이준웅,
2012). 가령 본 연구에서 주목한 친밀한 관계 규모의 경우, 친한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는 방식(name generator)으로 측정의 엄밀함을 더하
든가, 휴대전화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세는 등 보다 객관적인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더라면 유의미한 변동(variance)을 포착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더
높일 수 있었을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형에는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이 종속변인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온라인 활동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이런 점에서 연구의 종속변인(즉, 온라인 건강정보 획득)이 다른 변인들과
맺고 있는 관계는 지인의 SNS 게시물을 탐닉하거나, 전자메일을 보내거
나, 온라인 뉴스 기사를 보는 등의 일반적인 온라인 활동으로 인해 교란되
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금의 연구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거주 유동성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엄정하게
규명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
위가 차지하는 위상 혹은 위치를 본 연구가 설정한 바와 달리 해도 좋을
것이다. 가령 우리 연구는 거주 유동성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가 건강정보
획득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보았지만, 이후의 연구에서는 거주 유동성이 개
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력, 특히 사회적 관계를 붕괴시키는 그 힘을
억제하는 데에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구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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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이 물리적
분리가 초래한 관계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기여하는지 밝혀내는 작
업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방법론적으로 거주지 이전이라는 맥락은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유사 실험적인(quasi-experimental) 토대를 제공
한다는 이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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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 문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년생 (만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만19세 미만[조사에서 제외]
2) 만19세 이상 ~ 만29세 미만
3) 만30세 이상 ~ 만39세 미만
4) 만40세 이상 ~ 만49세 미만
5) 만50세 이상 ~ 만59세 미만
6) 만60세 이상[조사에서 제외]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자영업

2) 사무직/기술직

3) 경영/관리직

4) 전문직

5) 기능/생산직

6) 판매/서비스직

7) 농/임/축/어업

8) 주부

9) 학생

10) 무직

11) 기타(

)

4.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1) 미혼

2) 기혼

5) 이혼

6) 별거

3) 동거

- 84 -

4) 사별

세)

부록

5. 흔히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아래의 단어 목록을 사용하여 자신을 최대한 정확하
게 묘사해 주십시오. 미래에 되기를 바라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 현재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의 모습을 묘사해 주십시오. 귀하께서 알고 있는, 본인과 같은 성별의 비
슷한 나이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귀하의 일반적 혹은 전형적인 모습을 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성격 단어가 자신을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는지를 아래 척도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아래 단어들이 귀하의 성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내 주시기 바랍
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외향적인, 열정적인

1

2

3

4

5

비판적인, 논쟁을 좋아하는

1

2

3

4

5

말하기를 좋아하는

1

2

3

4

5

믿음직한, 자제력이 있는

1

2

3

4

5

걱정이 많은, 화를 잘 내는

1

2

3

4

5

자기 주장이 강한

1

2

3

4

5

새로운 경험에 대해 열려있는,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1

2

3

4

5

내성적인, 과묵한

1

2

3

4

5

활발한

1

2

3

4

5

동정심이 많은, 따뜻한

1

2

3

4

5

체계적이지 못한, 조심성이 없는

1

2

3

4

5

활력이 넘치는

1

2

3

4

5

침착한,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1

2

3

4

5

관습적인, 창의적이지 않은

1

2

3

4

5

사교적인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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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의 과거 이사에 관한 다음의 질문에 응답해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이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차
례 이사를 하셨습니까?
다른 읍, 면, 동, 리, 구, 도시/군, 도, 또는 해외로 이사를 가신 경우만 응
답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재학 중

회

중학교 재학 중

회

고등학교 재학 중

회

대학교 재학 중 혹은 그 이후

회

총 이사 횟수

회

99) 이사한 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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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귀하의 현재 사회적 계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하근로층

2) 중하류층

4) 중상류층

5) 상류층

3) 중류층

8.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하다

3) 보통이다

4) 건강하지 않다

5) 매우 건강하지 않다

9.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꼈습니까?

전혀
느끼지
않았다

거의
느끼지
않았다

가끔
느꼈다

자주
느꼈다

매사에 무관심하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1

2

3

4

침체되었거나 우울하거나 혹은 좌절감이 들었다.

1

2

3

4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혹은 예민해졌다.

1

2

3

4

걱정하는 것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 없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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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난 한달 동안 아래의 정보원을 통해 건강과 의료에 관한 보도나 정보를 얼
마나 자주 접했습니까?
전혀
접하지
못했다

거의
접하지
못했다

조금
접했다

자주
접했다

온라인 뉴스 (예: 조선닷컴, 네이버)

1

2

3

4

소셜미디어
(예: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혹은 블로그)

1

2

3

4

건강 또는 의료 전문 웹사이트
(예: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1

2

3

4

텔레비전

1

2

3

4

신문 또는 잡지

1

2

3

4

11. 귀하께서는 정규교육은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력을 정규교육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비공인 대안학교 등은 정규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는 정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1) 받지 않았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2,3년제)

6) 대학교 (4년제 이상)

7) 대학원 석사 과정

8) 대학원 박사 과정

12. 귀 댁의 지난 1년 동안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
까? 연간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가구소
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의 합계를 말합니
다.)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미만

3)

200~300만원

미만

4) 300~400만원 미만

5) 400~500만원 미만

6)

500~600만원

미만

7) 600~700만원 미만

8) 7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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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정을 구하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지지를 받고자 합니다.
항상 받을
수 있다

거의 받을
수 있다

보통이다

거의 받지
못한다

전혀 받지
못한다

잘 모르겠다

1

2

3

4

5

6

1) 당신이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2) 당신이 대화가 필요할 때 들어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3) 어떠한 문제에 대해 당신에게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
4) 당신이 필요할 때 의사에게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
5) 당신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
6) 당신이 어떠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
7)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8) 휴식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9) 당신이 음식을 준비하지 못할 때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
10) 당신이 정말 원하는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
11) 당신이 아플 때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
12) 당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걱정과 두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13)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
14) 즐거운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15) 당신의 여러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14. 당신에게는 친밀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친밀한 사람”은 당신이
편하게 생각하고, 사적인 일들을 공유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가족 혹은 타인을 의미합니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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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More Health Information Needed
in Residentially Mobile Society?
Seung-mok Han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relocation

is

a

widespread

social

phenomenon but has never received much attention as a
subject of social science research.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residential mobility is a socioecological factor which
influences

immediate

environment

surrounding

individuals,

and examines how this affects the behavior of people,
specifically communication behavior such as acquiring health
information online. For this, based on the ecological model of
socioecological psychology and developmental science and
abundant empirical evidence, the research hypothesizes that
frequent residential relocation experienced during childhood
may affect current health status and this pathway might be
mediated

by

the

collapse

of

social

relationship

which

residential relocation resulted in. Ultimately, a theoretical
model is built on previous literature, suggesting residential
mobility may have an adverse effect on individual health
status, social network siz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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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of which may be separately associated with the acquisition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In order to examine these
hypotheses
research

and

research

question,

the

model was verified through

validity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using an online survey data collected from
Korean adults(N = 2,000). The significance of a number of
indirect paths from the most important variable, residential
mobility, to the outcome variable, acquisition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was tested by using a non-parametric statistical
technique, bootstrapping, as well.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total effect of childhood residential mobility on the
acquisition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was not significant. It
can be explained by so-called suppression effect caused by
a

variety

of

forces

working

together

to

direct

the

relationship in the positive direction and negative direction
concurrently. However, when it comes to separate mediation
factors respectively, first, high residential mobility seems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mental

health

status,

and

furthermore, it is likely to increase the acquisition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through this pathway. Second, frequent
relocation in youth is likely to lower the degree to which
individuals perceive their social support, which affects the
subjective global health and mental health status negatively.
Finally, the lower degree to which individuals perceive social
support, the less likely to acquire health information online.
This relationship did not mediate the path from residential
mobility

to

the

acquisi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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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health

information,

though. Despite some limitations, this paper offers inspiration
for future study, suggesting that residential mobility as a
socioecological

factor

has

an

effect

on

various

individual-level variables including communication behavior
and

guarantees

more

understanding

on

communication

context by which human interactions are influ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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