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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청소년기 건강행태의 특징 중 하나는 건강위험행동은 증가하지만 
건강증진행동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흡연과 음주의 시작 
연령이 점차 빨라지고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신체활동 실천율과 
수면시간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든다(질병관리본부, 2017). 청소년
기는 더 주체적으로 건강생활양식을 형성하고 청소년기에 형성된 건
강행태는 성인기 건강에도 지속적인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건학
적 관심이 요구된다. 청소년기 사회적 발달은 사회맥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중 친구관계가 발달의 주요 원
천 중 하나로 작용한다. 청소년기 친구관계는 건강행태에 주는 향
에 있어서 양면성을 갖는다. 친구관계는 건강생활의 공유와 확산 등
으로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친구 집단에서 형성된 독특
한 규범이 건강 지향적 규범과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불건강
행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뿐 아니라 친구
관계와 건강행태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 수준에서 다양한 건강행태(흡연, 음주, 오
토바이 헬멧미착용, 스마트폰시간, 게임시간, 신체활동, 수면시간)에서 
동종효과(Homophily)와 수신자효과(인기)를 파악하고, 이 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확산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고립된 친구관계
가 건강행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건강행태에서 동종효과와 네트워크 지위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네트워크 구조에서 다차원적 고립 유형
(사회 회피, 사회 무관심, 활동적 고립)이 건강행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2016년 실시한 ‘한국 아
동·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의 학급 내 친구관계 자료를 재구성하여 전
국 중고등학생 3,703명에 대한 네트워크 자료를 본 연구에 활용하
다.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행태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 네트워크 
내의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한 ERGM 분석 방법을 본 연구에 적용하

다. 또한 고립유형에 따른 건강행태의 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
트워크 분석을 통해 획득한 연결정도(degree)를 바탕으로 고립 유형

을 세분화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친구관계 형성에 있어 동종효과와 수신자효과(인기)가 동시에 발생
하는 확산경향은 다음과 같은 건강행태에서 나타난다. 청소년 전체 
네트워크에서는 오토바이 헬멧미착용에서, 남학생 네트워크에서는 흡
연, 음주, 수면시간에서, 여학생 네트워크에서는 수면시간에서, 남학
생-여학생(이성) 네트워크에서는 헬멧미착용에서, 중학교 2학년 네트
워크에서는 신체활동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네트워크에서는 게임시간
에서, 비고립 네트워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에서 확산 경향이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립유형이 건강행태에 미치는 향은 다음과 같다. 사회회피형 고
립은 전체, 남학생, 고등학생만 게임시간이 늘어났고, 남학생과 고등
학생만 7시간 이상 수면하는 경향이 증가했다. 사회무관심 고립은 여
학생만 신체활동 횟수가 감소하 고, 전체와 고등학생의 경우 평일 
수면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적 고립은 전체, 남학생, 중
학생에 있어 오토바이 헬멧미착용 경험이 증가하 다. 반면 정서적 
외로움은 하부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흡연과 신체활동, 수면시간
을 증가시켰고, 오토바이 헬멧미착용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
부집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같은 학급에서 친구들이 음주, 스마트
폰 사용시간, 게임시간, 신체활동과 같은 특정 건강행태를 할 경우 유



의하게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 청소년과 친구관계
를 형성할수록 건강위험행동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친구관계 수준에서 건강행태별 동종효과와 수신자효과
를 볼 때, 청소년의 친구 네트워크 전반에 확산한 건강행태가 일관되
게 건강지향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고립된 청소년
의 경우에는 고립되지 않은 청소년과는 다른 건강행태 동기가 작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단면연구 자료이기 때문에 친구관계 형성 전부터 건강행
태의 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반대로 관계 형성 이후에 건강행태의 

향을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렇
지만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학급 내 청소년 친구 네트워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친구관계와 건강행태의 관련성에 있어 대표성을 갖춘 
국내 유일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고립을 정서적 외로움과 
혼재되어 사용하거나 제한된 고립의미를 사용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
을 극복하고 네트워크 구조를 적용하여 다차원적인 고립과 건강행태
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 다. 본 연구는 친구관계가 형성된 
청소년과 고립된 청소년에 대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관계 
수준에서 건강행태의 동기를 파악하고, 친구관계를 활용한 건강행태 
중재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와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다.

   주요어 : 청소년, 친구관계, 건강행태, 사회적 고립,

            동종효과, 인기, ERGM, 사회 네트워크 분석

   학  번 : 2009-3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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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국내 남자 청소년의 흡연율은 2017년 10명 중 1명(9.5%)으로 여
전히 높은 수준이다(질병관리본부, 2017). 매일 한 시간 이상 운동하
는 비율은 2017년 기준 12%로 OECD 22개국 평균 18.8%에 훨씬 미
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염유식 외, 2017). 청소년 흡연 위험요인에 대
한 이해와 중재 방안 개발의 결과, 청소년의 흡연율 감소 경향이 
2009년 이후로 지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청소년의 건강행태 
수준은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국내 청소년의 
건강행태 관련 요인에 대한 이해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기는 건강행태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는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부모에 의존하여 형성했던 건강 생활양식에
서 벗어나 보다 주체적 생활양식을 결정하고 실천하게 된다. 청소년
기에 형성된 건강행태는 성인기 건강습관과 상태에도 지속적인 향
을 미친다(De La Haye et al., 2010)는 점에서 보건학적인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 되고 있다. Umberson

과 Montez(2010)는 청소년기가 건강행태의 중요한 발달 시기라는 점
을 인식하고 지속해서 청소년의 다양한 행동과 관련된 사회맥락과 사
회관계를 연구하고 있다(Umberson & Montez, 2010). 또한 발달심리
학에서는 청소년기를 개인과 사회맥락의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
는 시기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사회관계가 청소년기 발달의 
중심이라고 주장한다(Bronfenbrenner & Morri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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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대다수 청소년이 대학 입시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
을 기울인다. 입시의 당사자인 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 주변 단체와 
조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그들의 학업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성적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청소년들의 사회관계 형성에 향
을 주고 스트레스나 불건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Cutrona et al., 
1994). 실제로 2017년 한국 아동 청소년 행복조사(염유식 외, 2017)
의 결과에 따르면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
고 응답한 비중이 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 고학년
(15.3%)보다 고등학생(30.9%)의 스트레스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
다.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성적으로 인한 부모-자녀 갈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을 둘러싼 부모-자녀의 갈등 증가는 청소년의 
심리적 의존 관계가 부모가 아닌 다른 대상으로 바뀌는 경향을 촉진
하게 된다. 2017년 한국 아동 청소년 행복조사(염유식 외, 2017)에서 
청소년들에게 ‘고민이나 상담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는 어머니 55.8%, 아버지 10.9%, 친구 14.4%

으나 고등학교 3학년은 어머니 30.2%, 아버지 3.6%, 친구 50.4%
로 학년에 따라 응답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고민 상담에 있어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부모에게 주로 고민을 공유하고 상담을 하
지만 중학교 2학년 이후부터 부모보다는 친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지기 시작하면서 고등학생이 되면 친구와 고민을 나누는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 한국·미국·일본·중국의 청소년 비교연구에서 한국 청
소년들의 경우 ‘부모님께서 나의 고민을 들어 주신다.’라는 물음에 
60.7%만이 긍정적으로 대답했으며, 이는 미국·중국·일본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최인재 & 이기봉, 2010). 즉 학년 증가에 따라 부모에
서 친구로 의존성 변화는 청소년기의 자연스러운 발달 특성이기도 하
지만 국내 청소년의 사회관계 변화에 한국 사회 맥락적 요소가 반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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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분리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할 때 정보와 
향력의 원천으로 친구를 찾게 된다(Fujimoto & Valente, 2012). 

청소년기의 사회 네트워크는 그들이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때때로 청소년은 친구관
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유지하거나 차지하기 위해 흡연, 음주 등의 건
강위험행동을 감수하기도 한다. 정체성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
소년의 사회적 관계 확장과 형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청
소년은 변화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이전과 다른 친구관계 의미를 재
구성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친구관계를 통해 동질적인 존재임을 확인
하고 친구관계 속에서 사회적 지위 등의 성취감을 얻는다. 이러한 사
실만으로도 청소년에게 친구는 매력적인 대상으로 인식된다(Hass et 
al., 2010). 동질적 특성은 다른 대상에 비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
하게 하며 상호관계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친구관
계의 동질성은 친구관계의 구조적 측면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파악
할 수 있다. 
   사회 통합은 주변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즉 사
회적 네트워크로 대표된다. 일반적으로 우호적 관계는 스트레스 극복
을 돕고 우울증, 자살 충동 등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에 기여한다. 반
면에 사회적 고립은 스트레스 대응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취약할 뿐 아니라 흡연·음주 등 건강위험행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
거나 불건강 상태에 놓일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청소년기 친구 
관계는 거절, 고립, 공격성과 같은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의 잠재적 내포
뿐 아니라 스트레스 대응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속해서 형성한다
(Murray-Close, 2013). 또한 청소년기 친구관계는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생리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Gunnar & Hostinar, 2015). 예를 들면 여학생에게는 친구의 
험담 섞인 모욕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면서도 다른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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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스트레스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
이다(Kornienko & Granger, 2018). 청소년기 건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개인 수준뿐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서 친구 
간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 네트워크 분석의 발전으로 청소년기 친구관계가 건강행
태를 형성하거나 반대로 건강행태가 우정에 미치는 향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Lakon et al., 2015). 폭넓게 보면 사회 네트워크 분석
은 사회적 관계의 구조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건강행태와 같은 개인의 특성과 사회 맥락적 요인(예: 친
구관계) 간의 쌍방향적 상호작용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 기존 분석 방법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이다. 가령, 사회 네트워크 자료인 친구관계는 개인 간 상호의존성
으로 인한 독립성 가정을 위반하게 되어 기존 통계 방법에서는 제약
이 따랐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분석 기법은 내생적 구조 특성을 바
탕으로 현재 이후의 관계 형성 예측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Snijders 
et al., 2010). 최근 개발된 ERGM(Exponential Random Graph Model)
은 사회네트워크 자료의 구조와 상호의존성을 통제하여 통계 모형화 
과정에 통합함으로써 청소년기 친구관계와 건강행태 간의 역동적인 
관계에 대한 조사를 가능케 했다. 최근 들어 보건학 분야에서 해당 
모형을 적용한 사회 네트워크 분석 연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흡
연(Lambert et al., 2016; Wang et al., 2016; Lakon et al., 
2015), 음주 행위(Wang et al., 2016), 비만(Schaefer & Simpkins, 
2014; Valente et al., 2009)과 비만 관련 행동(De La Haye et al., 
2010), 자외선 차단 행위(Tsai et al., 2016) 등 다양한 연구에서 청
소년 친구관계와 건강행태 사이의 상호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즉 청
소년 친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다양한 건강행태와 친구관계 형성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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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위험행동이나 부적응 행
동 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건강행동을 촉진하는 중재 활동에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다(Osgood et al., 2013; Valente, 2012). 또한 친
구 네트워크 분석은 건강행태의 혁신확산 메커니즘 이해에도 이바지
한다(Smith & Christakis, 2008). 건강행태의 혁신확산은 특정 건강
행태가 친구 사이의 동질적 속성으로 존재하고 동시에 해당 건강행태
를 지닌 청소년이 네트워크 내 인기가 있다면 특정 건강행태에 대한 
확산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ogers, 2010). 청소년 건강행
태 개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친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청소년
의 건강행태를 둘러싼 네트워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먼저 요구된
다. 
   또한 친구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고립이 건강행태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연결된 청소년과 비교하
여 고립된 청소년은 건강행태에 다른 동기를 지닐 수 있다. 이전 연
구 결과들은 친구관계 고립이 청소년의 건강행태에 서로 다른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고립된 청소년의 경우 흡연, 
음주, 약물에 있어 또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위험행동에 
덜 노출될 수 있다(Kobus & Henry, 2010)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
는 고립에 의한 불안이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립된 청소년이 
건강위험행동에 더 적극적일 수 있다(Osgood et al., 2014)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불일치성은 고립의 차원을 다차원
적으로 구별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기존의 
고립에 대한 정의는 ‘외로움’이라는 주관적인 감정과 혼재되어 정의하
거나 구조 차원에서 완전 격리에 국한하여 정의, 외부 친구에 대한 
고려 부족 등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다수의 청소년이 학급 내에서 
상당한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보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우관계의 
결여는 동료 향력, 청소년 건강행태에 대한 규범적 측면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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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학교 수준 개입에 다양한 방향 제시에 도움을 준다(Cotterell, 
2013). 
   이에 본 연구는 2016년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된 학급 단
위별 친구 네트워크 자료를 기반으로 ERGM을 활용하여 개인 차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부모, 친구와의 유대관계, 학업성취도뿐 아니라 
친구 관계 형성에 있어 건강행태에 따른 동종효과 관련성을 파악하고
자 한다. 또한, 특정 건강행태를 지닌 청소년의 네트워크 내 위치에 
따라 친구관계 형성과 어떠한 연관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본다. 특히 
동종효과와 함께 네트워크 지위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사회통합에 따
른 건강행태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건강행태와 친구관계 형성의 연관성을 포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건강
행태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전략 개발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한
다. 
   친구관계의 구조적 수준에 따라 사회적 고립 유형을 다차원적으로 
분류하 다. 인구 사회학적 변수, 부모·친구 유대관계, 학업성취도, 사
교육 정도, 외로움, 친구들 향 등의 다양한 변수를 보정한 후 다차
원적 고립유형이 건강행태에 미치는 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행태와 친구관계 고립에서 
더욱 뚜렷한 관련성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과 건강 위험성
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사회통합은 건강에 긍정적인 향을 주는 경향이 높
고, 성인의 경우 높은 사회자본은 건강 지향적 생활양식과 연관성이 
깊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친구관계 향력은 일부 건강행
태에 있어 견고한 유유상종 성향을 형성하고 이는 청소년 전반의 사
회 통합 및 건강지향적 규범 확산을 저해할 여지를 제공한다. 청소년
기 건강행태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의 
교우관계 네트워크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차원뿐 아니라 네트워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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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건강행태 관련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의 건강행태에 동종효과와 네트워크 지
위가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분포가 성별, 연령별, 
고립 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또한, 친구관계
로부터 고립이 건강행태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친구
관계 형성과 건강행태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건강행태 중 친구관계 형성과 관련된 동종효과를 보이는 건강행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특정 건강행태 속성을 지닌 청소년이 
친구관계 내 인기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친구관계에서 고립된 
청소년의 고립유형에 따른 건강행태 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
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원적 수준(dyadic level)에서 청소년의 친구관계 형성과 
관련된 건강행태 효과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우선 건강위험행동(흡
연, 음주, 오토바이 헬멧미착용), 좌식행동(스마트폰 사용시간, 게임 
사용시간), 건강증진행동(신체활동, 수면시간)을 포함하는 다양한 건강
행태 중 어떤 건강행태에서 동종효과가 나타내는지를 전체, 성별, 연
령별 네트워크를 통해 파악한다.
   둘째, 네트워크 수준(network level)에서 청소년의 친구관계 형성
과 관련된 건강행태 효과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건강행태를 
지닌 청소년의 친구관계 내 네트워크 지위가 친구관계 형성에 미치는 

향을 전체, 성별, 연령별 네트워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다양한 건
강행태별로 비교한다.
   셋째, 친구관계의 고립 여부에 따라 친구관계 형성에 미치는 건강
행태 효과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고립 여부에 따라 건강행태의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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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네트워크 지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다양한 건강행태별로 
비교한다. 
   넷째, 고립된 위치가 청소년의 건강행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다. 구체적으로는 사회회피형 고립, 사회무관심형 고립, 활동적 고립
유형을 구분한 뒤 다차원적 고립유형이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
했을 때 건강행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연구문제 분석을 통해 국내 청소년이 겪고 있는 친구관계 동
종효과와 건강행태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친구 네트워크 구조에서 고
립에 따른 건강행태 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 사회
통합과 건강행태의 이해 폭을 넓히고 청소년 건강 행태와 건강프로그
램이 확산하는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청소년 건강행태 중재
프로그램 개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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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청소년 건강

  1) 청소년 건강

   청소년기는 생애과정에서 볼 때 상당히 건강한 시기이다. 국내 청
소년의 경우 2016년 15~64세 미만의 10만 명 당 사망률이 182.7명
인데 반해 15~19세의 10만 명 당 사망률은 22.5명에 그친다(통계청, 
2018). 또한,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에서 의료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비율을 살펴보면 15~19세의 경우 49.4%로 20대
(50.4%)와 함께 절반 가까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보건복지부, 2017).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신체적으로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상당수는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자기 자
신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 비율은 한국이 18.4%
로 OECD 22개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염유식 외, 
2017). 주관적 건강상태는 질병의 중증도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상
태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지표로서 
이환율과 사망률 예측에도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Idler & 
Benyamini, 1997). 최근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의 주관적 건강인식이 
낮을수록 성인기 위장장애, 근골격계 질환, 호흡계 질환과 관련한 일
차 의료상담 횟수가 증가하고(Hetlevik et al., 2018), 청소년기 주관
적 건강인식이 초기 성인기 근골격계, 신경계 등 약물 사용의 예측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Vie et al., 2018). 또 다른 연구
에서는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인식에는 사회 인구학적 요인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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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증상, 정신질환 등의 정신건강 측면, 신체활동 부족, 흡연, 체중
감량 통제성 등 건강행태가 향을 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Quon & 
McGrath, 2014; Piko, 2007). 성인의 주관적 건강인식은 기능적 능
력(Neufeld et al., 2013), 입원(Doiron et al., 2015), 질환
(Wennberg et al., 2013), 건강위험행동(Haddock et al., 2006)과 
같은 의학적 결과가 포함된다. 반면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인식의 경
우, 대부분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의학적 결과보다는 스트레
스가 신체적으로 표출되거나(Wade & Vingilis, 1999) 정신건강 측면
이 반 되는 경향이 크다(Piko, 2007). 실제로 국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측면을 살펴보면 최근 우울감 경험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학
생의 경우 여전히 3명 중 1명꼴(30.3%)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인지한 청소년도 여학생은 44.6%, 남
학생 30.4%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7). 2007년 이후로 2016년
까지 인구 10만 명 당 청소년의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 7.8
명), 운수사고(3.0명), 악성 신생물(암, 3.1명) 순으로 보고되고 있다
(통계청, 2018). 자살률은 2009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최근 
들어 그 정도가 주춤하거나 2016년은 소폭 상승한 정도이다. 2012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7.7명으로 OECD 41개 국가 
중 아홉 번째로 뉴질랜드, 리투아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에 비하
면 낮은 편이지만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 6.1명보다 높은 수치이다
(WHO, 2016). 청소년 건강에 있어 개인과 사회적 환경 간의 상호작
용이 큰 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내의 높은 성인 자살
률(2016년 기준, 10만 명 당 25.6명)과 이와 관련된 사회의 부정적 
측면이 청소년 정신건강 및 건강 전반에 미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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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소년기 건강행태

   청소년기는 다른 발달단계보다 신체적 건강은 양호한 편이지만, 
건강행태의 측면에서는 흡연· 음주 등과 같은 건강위험행동이 증가하
고(Kann et al., 2014), 일상에서 신체활동보다는 좌식행동 비중이 
증가하고, 수면시간 부족 등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aunders et al., 2016).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정
체성, 생활양식 등을 새롭게 형성한다. 청소년기 형성된 건강 생활양
식은 성인기로 이어져 성인기 건강에도 향을 미친다(Belanger et 
al., 2015). 청소년기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과 확장은 청소년기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으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하
면서도, 흡연, 음주, 좌식행동 등 다양한 건강위험요인들의 주요 노출 
경로가 되기도 한다(Will & Cleary, 1996). 청소년기의 건강지향적 
생활양식 형성을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두드러진 건강행태가 무엇이며 
건강행태를 촉진하는 사회 맥락적 요인에 대한 일차적인 이해가 요구
된다. 

   먼저 청소년의 건강위험행동 중 하나인 흡연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니코틴 의존성이 나타날 확률을 높
일 뿐 아니라, 어릴 때 흡연 경험은 성인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Wellman et al., 2016). 국내 청소년의 흡연율은 남학생 
9.5%, 여학생 3.1%로 감소 경향을 보이지만 최근 들어 감소율의 폭
이 미미하고 남학생의 경우 10명 중 1명이 흡연을 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흡연율을 보인다(질병관리본부, 2017). 흡연 청소년의 첫 흡연 
시작 연령은 평균 12.9세이고, 매일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는 평균 
13.8세이다(질병관리본부, 2017). 즉 국내 청소년의 경우, 첫 흡연을 
접한 후 1년 이내로 매일 흡연을 하는 니코틴 의존 증후를 보인다. 
평생 흡연 경험자의 첫 흡연 이유를 보면 호기심(50.8%), 친구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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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26.9%), 스트레스 해소(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질병관리본
부, 2017), 청소년이 담배에 접근하는 주된 요인과 사회 맥락적 환경
이 무엇인지를 면 하게 분석하여 흡연 진입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
려는 중재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음주 역시 대표적인 건강위험행동 중 하나이다. 최근 30
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현재 음주율이
라고 할 때, 2017년 남학생은 18.2%, 여학생은 13.7%로 나타났다(질
병관리본부, 2017). 이는 지난 1주일에 한하여 음주 여부를 묻는 
OECD 국가 평균의 8.8%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염유식 외, 2017). 
처음 음주 경험 나이는 남학생 12.9세, 여학생 13.5세로 조기 청소년
기에 접하는 것을 알 수 있다(질병관리본부, 2017). 한 번에 술을 많
이 마시는 위험 음주율(남학생 소주 5잔 이상, 여학생 소주 3잔 이상)
의 경우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2.4%로 낮은 편이지만, 고등학생의 경
우 13.1%로 확연히 높아진다(질병관리본부, 2017). 이러한 결과는 우
리 사회에 음주행태가 만연한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으며, 학년
이 높아지면서 술을 마시는 친구가 존재할 확률이 증가하고 음주문화
가 확산하면서 또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술을 마시게 된다는 기존 
연구를 지지한다(Leung, 2014). 중학생의 경우는 성인으로부터 술을 
얻거나(28.1%) 자신이나 친구 집에 있는 술을 마시는 경우(28.2%)가 
높았으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성인으로부터 술을 얻는 경우(16.3%)는 
감소하고 편의점, 가게 등에서 본인이 구매하는 경우가 36.3%를 넘는
다(질병관리본부, 2017). 이러한 결과는 음주에 호의적인 가정과 사회
문화와 연관되며, 미성년자 음주 판매가 청소년 보호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환경 구축을 위한 노
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음주는 친구관계
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Li 등(2002)은 음주 정도에 따라 동
료의 향력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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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낮은 수준의 음주를 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동료 향을 받으면
서도 음주 지연효과가 나타나지만, 음주량이 많은 청소년은 고학년이 
되면서 음주 수준이 비슷한 친구를 선택하여 끼리끼리 관계를 형성하
며 음주에 대한 친구집단 규범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Li et al., 
2002). 청소년 음주 지연과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보호를 위한 지역사
회 환경 개선뿐 아니라 위험음주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년에 따
른 또래 향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흡연과 음주와 같은 물질사용뿐 아니라 청소년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는 운수 사고와 접한 연관을 맺는 헬멧미착용 역시 주요한 
건강위험행동이다. 20세 이하의 이륜차 운수사고1)는 발생 건수뿐 아
니라 사망자 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7년 도로교통공단 자
료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 중 20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를, 
사망자 비중은 1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도로교통공단, 
2017).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된 사망 요인이 뇌 손상으로 교통사고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헬멧 착용이 권장되고 있다. 하지만 오
토바이 헬멧 착용 관련 안전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헬멧 사용 실
태나 태도, 순응도에 대한 기초 조사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오토바이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한 청소년 비중을 여러 나
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청소년은 49.6%(Kraus et al., 
2003), 이탈리아 일부 지역 청소년은 43.9%(Bianco et al., 2005), 
대만의 대학생은 33%(Lin et al., 2001)로 대부분 절반 이하 다. 이
탈리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헬멧 착용과 태도 연구에서 다수
의 청소년이 헬멧 착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70% 청소년이 
헬멧 사용의 불편을 호소하 다(Bianco et al., 2005). 흥미로운 점은 
헬멧 착용의 불편뿐 아니라 주변 관계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Bianco et al., 2005). 가족 구성원이 항상 헬멧을 착용한다면 

1) 오토바이, 50cc 미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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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헬멧 착용 확률 역시 증가하지만, 주변 청소년들이 오토바
이를 많이 탈수록 헬멧 착용에 대한 태도는 불분명해지는 경향을 보

다(Bianco et al., 2005). 청소년기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건강 손상과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 교육뿐 아니라 조기 청
소년기에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헬멧 착용에 대한 긍정적 인
식 강화를 통해 위험행동을 촉진하는 또래 규범에 대응할 수 있는 보
건프로그램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수한 인터넷 접근성, 스마트폰의 보급, SNS 활성화, 온라인 게
임 발달 등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여가활동 및 사생활 역을 제공
한다.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 증가로 인터넷 검색, SNS, 게임 
등 스크린타임이 청소년의 일상을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 
스크린타임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을 의미하
는 좌식행동(sedentary behavior) 중 하나이다. 장시간의 좌식행동은 
과체중, 비만 증가와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Wang & Lobstein, 
2006). 청소년기의 과체중과 비만은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및 제2형 당뇨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Lau et al., 2006). 국내 
청소년의 주중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평균은 205.3분이며, 
주말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평균 328.4분으로 조사되었다
(질병관리본부, 2017). 주중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 사용하는 청소
년은 31.3%, 주말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 사용하는 청소년은 
42.4%인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7). 과도한 인터넷, 스마
트폰, 게임 사용은 우울증, 자살 생각, 주의력 결핍 등 정신건강 문제
를 일으킴(Heo et al., 2014)을 고려할 때 보건학적으로 관심을 가져
야 할 건강행태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김병년, 2013). 스마트폰을 통해 오프라인의 사회관계가 형성되고 연
장될 뿐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확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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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등(2014)은 온라인 게임 소비 시간은 게임 중독에 향을 미친
다고 밝혔다. 오랜 시간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은 게임 세계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진다(Hussain et al., 2012). 스마트폰 사용 시 주로 이
용한 서비스가 게임인 경우는 전체 13%, 남학생 22.7%, 여학생 3%
로 남학생의 게임사용 비중이 높았다(질병관리본부, 2017). 국내 청소
년의 스마트폰·게임시간 등의 스크린 타임 증가는 한국의 치열한 입
시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 학업부담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땀 
흘리는 신체활동보다는 쉬면서 할 수 있는 스크린 타임과 같은 여가
활동을 선호하게 된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가볍게 시
작한 스마트폰이나 게임이 중독으로 이어지며 정신건강 훼손이 우려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여가활동, 특히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가시설 확충과 활용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학생 
19.5%로 여학생 7.5%보다 높았으며, 중학생(남 23.5%, 여 9.4%)이 
고등학생(남 16.2%, 여 5.9%)에 비해 높았다(질병관리본부, 2017). 이
는 OECD 22개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는 수준이다(염유식 외, 2017). 
국내외를 막론하고 청소년은 학년 증가에 따라 신체활동 실천율은 줄
어들고, 특히 여학생의 신체활동률은 저조하다. 또한 고등학교 진입 
이후 신체활동 실천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신체활동은 
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건강 향상과 관련이 있으며 비만, 제 1,2형 당
뇨병, 성인기의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
이는데 이바지한다(Lau et al., 2007; Styne, 2001). 고열량 식이습관
과 더불어 신체활동 실천율은 아동 청소년기의 과체중이 성인기로 이
행되는 궤적을 반 하는 비만 위험성 행동의 중요 지표가 된다
(Styne, 2001). 신체활동 실천율은 사회 환경과 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단순히 물리적 생활 조건뿐 아니라 문화 정체성, 사회적 지위, 
사회적 관계 등에 따라 신체활동 정도가 달라진다(Saint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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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안전하지 못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흑인의 야외 운동참여율
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Grzywacz & Marks, 2001), 가족이나 친
구로부터 낮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인지하는 사람들은 높은 사회
적 지지를 인지하는 사람들에 비해 활동 정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

다(Trost et al.,2002) 특히 부모의 향은 자녀의 건강예방 행동에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향을 미치지만 (Lau et al., 1990), 청소년
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그 향력이 불분명해진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Ryan, 2001). 청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친구나 친구집단의 행위가 개인의 운동행태에도 상당한 향을 준다
는 것이다(Ali et al., 2011). 친구들 사이에서 행동이 닮게 되는 경로
는 동질성, 친구 선택, 친구 향 혹은 전염 등 복잡하다(Valente, 
2010). 친구 행동이 수행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친구 압력이 작용할 
수도 있고, 친구 집단에서 공유하는 규범 등의 다양한 향이 청소년
기 건강행태에 향을 끼칠 수 있다(Prinstein & Dodge, 2008). 따
라서 친구관계와 건강행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교함이 결여된 학
교기반 청소년 중재방안 적용은 미온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위해서 수면은 중요한 건강증진행
동 중 하나이다. 수면 부족은 우울증과 비만(Muller et al., 2011), 비
정상적 행동(Calamaro et al., 2009)과 관련된다. 청소년기의 수면 
유도 호르몬의 감소, 학업량의 증가 등과 같은 변화는 수면시간 감소
와 주중보다 주말이 더 오래 자는 수면 불균형을 초래한다
(Carskadon, 2002). 평일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은 최적의 기능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9시간 수면이 필요하지만(Strauch & Meier, 1988), 
실제 국내 청소년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6.3시간, 고등학생은 평균 
5.9시간밖에 되지 않았다(질병관리본부, 2017). 청소년의 수면 패턴은 
사회적 맥락과도 무관하지 않다. 청소년기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
되면서 수면 패턴에 있어 부모 통제력이 약화하는 경향이 크고,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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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수면장애가 촉
진되거나, 활발한 사회관계 형성과 유지 등으로 수면시간이 감소 된
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생물학적 특성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맥락
을 반 하여 적절한 수면시간과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다차원적 노
력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건강행태는 사회인구학, 사회적 관계, 학업성취 등 관련 
요인들이 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흡연과 음주와 같은 건강위험행
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성별에 따른 
행태 차이는 성에 부여하는 사회적 규범과 기대치가 건강행태에 반
된 결과로 볼 수 있다(Rose & Rudolph, 2006). 건강행태를 둘러싼 
성차별적 신념 형성과 반복적인 상호작용은 제도적 압력과 사회적 비
용을 이유로 결국 성별 선택을 하게 된다고 기존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다(Ridgeway & Smith-Lovin, 1999). 더욱이 청소년의 흡연율이 
음주율보다 성별 차이가 큰 데, 이러한 차이는 흡연은 음주보다 외부
에 더 노출되는 행위로서 성차별적 사회규범이 더 내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2017년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발육 발달에 도움을 주는 신체활동과 수면시간은 학년이 증
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건강위험행동이나 좌식행동은 증가하는 경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기 청소년기로 갈수록 청소년의 건강행태는 
성인기와 흡사해진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
만, 아시아권 연구들을 통해 학년이 증가함에 따른 학업 부담이 불건
강행태를 촉진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Chen et al., 2018; Yang 
et al., 2005). 또래 압력에 대한 감수성 역시 연령 패턴의 향을 받
는다. 기존 연구에서는 십 대 중반 이후가 될수록 개인은 또래 압력
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건강위험행동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다(Erickson et al., 2000). 청소년기 학업 부담과 이로 인한 스트레
스는 대응 차원에서 건강위험행동이나 좌식행동과 같은 불건강행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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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기도 한다. 국내 청소년의 경우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상
당수의 청소년이 학교 수업 이외의 사교육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청소년의 높은 수준의 학업 강도는 신체활동보다는 칼로리 소
모가 적은 게임이나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여가시간을 보낸다. 수면
시간 역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이 역시 대
학입시 준비가 주된 이유가 된다. 청소년에게 학업성취도가 단지 부
담과 스트레스원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기는 또래들과 
“잘 어울리는 욕망”이 있기 마련인데(Hamm et al., 2014), 또래집단
에 참여하기 위해서 청소년은 또래 규범 수준에 맞는 학업성취도 요
구에 응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비슷한 학업성취도를 지닌 친구를 
선택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구와 비슷한 학업 수준을 성취하는 
사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학업성취를 통해 적극적으로 학교에 참여
함으로써 사회자본이 증진되고, 학교생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사회적 맥락 변수 중 부모는 청소년기 건강
행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ents & Riggs, 2013). 부모
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는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적절한 모니터링
으로 불건강행태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부모에 의한 강력한 학습효
과로 인해 오히려 불건강행태를 모방할 여지가 있다. 청소년들의 건
강위험행동(Wellman et al., 2016), 좌식행동(De La Haye et al., 
2010), 건강증진행동(Sawka et al., 2013; MacDonald-Wallis et 
al., 2012)에 대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친구관계가 개인수준 건강행태
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공통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기 동안 친구관계와 친구 의견의 우선순위가 높아짐
을 나타낼 뿐 아니라, 청소년의 친구관계 활용이 건강행동 중재프로
그램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Osgood et al., 2013; Valente, 
2012). 그렇지만 지금까지 청소년들에게 공유되는 사회적 맥락의 중
요성을 간과하면서 청소년의 사회인구학· 사회적 관계· 학업성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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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으로 고려한 건강위험행동, 좌식행동, 건강증진행동에 대한 연
구가 드물었다. 특히 Valente(2010)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사회적 연
결은 그들의 부적응 행동을 변화시키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잠재
성이 강한 도구이다. 그렇지만 이를 활용하는 능력에 있어 친구관계
의 역학에 대한 이해 부족은 걸림돌이 된다. 가령, 흡연과 신체활동에 
대한 상반된 성격의 건강행태가 청소년기 친구관계 형성에도 차이가 
나타나는지, 또한 청소년기의 친구관계가 건강행태와 어떤 향을 주
고받는지를 파악하고 비교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행태에 대한 친구
관계 역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2.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건강

   청소년기는 사회적 향을 많이 받는 발달단계이자(Steinberg & 
Monahan, 2007), 사회맥락적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기가 형성된다
고 알려져 있다(Bronfenbrenner & Morris, 2006). 사회적 관계는 
건강에 장단기적 효과를 미치는데, 이러한 효과는 아동·청소년기부터 
누적되며 지속된다. 이와 같이 형성되는 건강은 생애발달과정에서 누
적적인 우위를 점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성인기 이전 사회
적 관계는 관계적 측면 뿐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도 평생동안 향을 
미친다(Umberson & Montez, 2010). 

   건강한 성인기로의 전환은 청소년들이 사회환경과 어떻게 상호작
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과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기의 사회 집단 및 친구관계의 역할은 강
조된다(Fletcher & Ross, 2012). 청소년기 초기에 있어 관계의 중요
성은 아동기와 성인기는 다르며 성숙하기 전까지 여러 번 재구성되고 
재정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에서 친구관계로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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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이 전이되거나 학교와 부모 이외 관계가 중요해지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다(Stantrock, 2011). 청소년기는 건강을 포함하여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부모의 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계 형성에 더욱 적극적인 성향을 보인다(Olsson, 2011). 따라서 청
소년기에는 가족 이외의 친구, 교사,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
과 관계를 형성하고 확대하며 역동적인 향을 받게 된다(Fletcher & 
Ross, 2012). 특히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다른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보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아동기의 우정이 놀이 
활동을 기반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청소년기는 태도, 가치관, 공
유 활동의 유사성이 포함되어 관계가 형성되고 확장되는 특징이 있
다.

  1) 청소년기 친구관계

   청소년기는 특히 사회적 향을 많이 받는 발달단계이자(Brechwald 
& Prinstein, 2011; Steinberg & Monahan, 2007), 사회맥락적 환경
이 청소년을 형성한다고 일컬어지고 있다(Bronfenbrenner & Morris, 
2006). 청소년기 발달은 관계의 확장뿐 아니라 개인 간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친구관계를 통해 두드러진 관계 
형성을 경험한다.

   친구들은 건강 행동을 예측하고 청소년기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
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인 중 하나이다(Umberson & Montez, 
2010). 친구는 십 대의 규범적 행동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이를 개
발하기 위한 의사소통 환경을 제공한다(Cotterell, 2013). 청소년의 
건강행태는 친구들 간에 유사성이 보이는 경향이 있다(Umberson & 
Montez, 2010; Burk et al., 2007). Bronfenbernner & 
Morris(2006)는 발달생태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청소년은 환경을 선택
하는 과정과 나중에 환경에 의해 향을 받는 양 방향적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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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행태 변
화는 청소년 자신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진 사회적 결과라는 것
이다(Simon-Morton & Farhat, 2010). 

   청소년기의 경우 가족 이외의 관계가 점점 중요해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가장 주된 특징 중 하나는 다
른 발달과정보다 친구관계에 대한 관심이 극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다. Coleman(1988)의 사회자본 관점에서 보면, 그들에게 친구관계는 
다양한 변화에 대한 대응 자원이자, 사회정서적 기술을 학습할 수 있
는 장을 제공한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협력
하고 다른 시각을 취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청소년은 친구관
계를 통해 친 감(intimacy)을 충족하면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새로운 환경에서 청소년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긍정적인 인정을 추구하게 
된다. 그들에게 더 의미 있는 친구 집단 내에서 청소년은 자신에 대
해 더 책임을 갖고 부모의 시각과는 다른 세계관을 발전시키게 된다
(Giordano et al.,1986). 사춘기, 학교 이행으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
지는 중기 청소년기에 친구관계는 최고점에 다다르고, 이 기간에 친
구들의 향은 부모의 향을 앞서기 시작한다(Thormberry et al. 
1994).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와 친구관계가 대립적이기보다는 서로 
다른 역, 가령 부모는 장기적인 교육계획에 향을 주고 친구는 취
향이나 활동 등에 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Berndt et al., 
1990). 청소년은 연령이 증가함과 동시에 보다 배타적인 성향을 띄게 
된다(Urberg et al., 1995). Youniss & Smollar(1985)는 친구관계란 
본질적으로 친 성을 중시하는 애착 모형에 기반한다고 언급한다. 부
모-자녀 간 유대관계의 위계적 성격과는 대조적으로, 또래관계는 평
등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청소년은 친구와의 반복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기존 문화 요소를 선택적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그들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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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형성한다. 이 독특한 선택과정은 독창적이고, 어떤 면에서 독립
적인 문화세계를 만들어 낸다(Corsaro & Eder,1990; Eder & 
Kinney, 1995). Youniss & Smollar(1985)는 현재에 집중하는 경향
이 특성인 친한 친구가 미래지향적인 부모보다 더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 강조한다. 청소년은 친구관계를 통해 때때로 편안함을 얻거나, 새
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탐구하고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
다. 또래 관계의 친 성은 일반적으로 풍부한 보상으로 인식되지만, 
상대적으로 친 하고 유용성이 높은 사춘기 사회관계라도 갈등, 불일
치 및 변화 등 관계 역학의 핵심요소가 내재되어 관계의 복잡성을 증
가시키는 경향이 있다(Urberg et al., 2003).

  2) 청소년기 동종효과와 건강행태

   청소년기 친구관계의 동종효과(Homophily)는 청소년의 친구관계
형성 이전에 자신과 유사한 행동 경향이나 태도를 지닌 친구와 관계
를 형성하는 선택 효과(Selection effect)와 관계형성 이후 친구의 행
동과 태도가 점점 비슷해지는 사회화 효과(Influence effect)로 설명
할 수 있다. 친구관계 향력과 건강행태에 있어 이전의 여러 연구에
서는 청소년의 건강행태가 선택효과인지, 향효과인지를 입증하고자 
했다(Simpkins et al., 2013; Kobus, 2003) 

   (1) 선택효과

   선택효과는 친구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동질성을 가리
키는데,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먼저 어울리게 되
는 것을 의미한다(Veenstra et al., 2013). 친구 선택은 자신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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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태도에 더 접하게 일치하는 동료를 찾는 청소년을 기준으로 정
의된다. 친구선택 과정은 부분적으로는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의해 설명된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속한 관계가 
사회적 정체성 개발과 집단의 자부심과 자존감이 중요한 원천이 됨을 
강조한다(Hogg et al.,1995). 정체성 문제는 10~15세 청소년들에게 
중요하다. 가정 밖의 환경에 대한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은 
사회 및 규범적 향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초기 청소년기를 보내
는 청소년은 사회적 그룹과 사회 범주(성별, 민족, 종교 등)에 속하는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건강행태의 시작 여부를 결정해야 할 가능
성이 크다(Windle et al., 2008). 친구 선택과정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는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on theory)이 있다. 사회인
지이론에서 보면 언어, 취향 및 선호 등을 공유하는 친구를 선정함으
로써 관계로부터 오는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복잡한 문제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Simpkins et al., 2013).

   일반적으로 선택효과에 기여하는 유사성으로는 성별, 인종, 연령, 
건강행태 등이 대표적이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성별, 인종, 연령, 학
업수준 등이 강한 선택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Simpkins et 
al., 2013). 성별의 경우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를 겪게 되는데 학령기
에 접어들면서부터 성별(gender)이 구적인 개인 특성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아동기에서는 놀이패턴에 따라 성별 동질화를 경험하
게 되고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소규모 친구 집
단을 형성하고 더 친 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Maccoby, 
1999).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노동시장 진입과 결혼 과정을 거치면서 
성별에 따른 동질화가 혼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친구관계에 있
어 연령은 다른 어떤 차원보다 강력할 수밖에 없다(Smapson, 1984). 
특히 학교가 학년과 학급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연령은 강한 동질성이 
유발된다(Smapson,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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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의 건강행태에 따른 유사성은 선택효과를 촉발하기도 하
는데, 대표적인 것이 흡연이다. 흡연의 선택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으로 친구관계와 친구그룹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
로 청소년에게 친구는 친한 친구가 포함된 친구그룹의 구성원 중 한 
명을 의미한다. 친구관계와 친구그룹이 상당 부분 중복되지만 청소년
의 친구 그룹의 모든 구성원을 친구라고 지명하지 않을 수 있다
(Urberg et al., 1997). 친구 그룹에는 독특한 규범이 존재하는데 이
러한 규범은 각 구성원에게 친구그룹의 규범적 행동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은 집단 규범은 청소년기 
흡연행동에 있어서 흡연을 처음 시작하는 것과 유지하는 것에 관련되
어 있다(Eckert, 1989). 친구관계를 이루는 구성원 간에는 두드러진 
유사성이 나타난다. 하나는 친구집단의 압력 혹은 사회화고, 나머지 
하나는 친구 선택이다. 여기서 선택은 친구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관
계 전에 필요한 유사성의 존재를 강조한다. 친구관계에서 흡연은 상
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친구 선택에 대한 중요한 기
준이 된다(Hartup, 1996). 이전 연구에서 흡연하는 청소년은 흡연하
는 친구와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이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흡연도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Kiuru et al., 2010). 이는 흡연의 니
코틴 중독증상과 관련되어 설명된다. 음주나 성행위와 같은 건강위험
행동과 달리 흡연의 경우 선택효과가 계속 유지되면서 유사성이 증가
되는 경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Cotterell, 2007). 

   청소년 흡연자의 친구선택은 흡연에 대한 유사성에서 중심적인 역
할을 한다(Bauman & Ennett, 1994). 흡연은 학교에서 허용되지 않
는 대표적인 건강위험행동으로 대부분 행위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다. 혼자 담배를 피우는 것을 꺼리게 되는 청소년들은 흡연을 하는 
청소년과 함께 장소를 공유하게 된다(Shiffman et al., 2007). 반대로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염려하고 담배연기를 혐오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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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와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된다(Etcheverry & 
Agnew, 2009). 이것은 비흡연 집단이 비흡연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게 친구 선택기준이 되기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흡연자
는 친 감과 연대성 때문에 다른 흡연자에게 매력을 느끼지만, 비흡
연자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비흡연자가 흡연을 방해하지 않는 한 비
흡연자를 차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흡
연 청소년이 흡연 청소년을 피하는 것이 금연 환경을 보장하는 효과
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2) 향효과

   우호적인 친구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발생하는 유사성을 향효과
(Influence effect)라고 한다(Veenstra et al., 2013). 친구의 향은 
청소년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동료와의 사회적 과정으로 
정의된다(Arnett, 2007). 동료 향력의 중요한 과정은 청소년들이 자
신의 신념, 태도 및 행동을 친구들의 태도 및 행동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Kandel, 1996). 청소년은 행동 참여에 대한 적극적 설
득이나 집단 규범, 사회적 수용, 행동과 관련된 지위 등에 향을 받
을 수 있다(Simons-Morton & Chen, 2006). 개인의 건강위험행동을 
이야기할 때, 주변 친구들이 제스처와 호응 등으로 적극적인 강화에 
따라 반응이 촉진되기도 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건강행태에 대한 친
구집단의 규범을 관찰하고 유사한 대화나 행동에 개입하면서 강화된
다. 결과적으로 관찰자는 더 이탈하지 않고 친구 문화에 이끌리게 된
다(Dishion et al., 2006). 

   청소년기의 건강행태와 관련된 친구 향효과를 연구한 연구들은 
크게 흡연과 음주 같은 건강위험행동(Kobus, 2003; Bosa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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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y, 2001), 우울, 자살시도 등 정신건강(Branje et al. 2010; 
Heilbron & Prinstein, 2008; Prinstein, 2007), 신체활동과 같은 건
강증진행동(Simpkins et al., 2013; Harrison et al., 2011)으로 나
눌 수 있다. 

   친구관계의 향효과 연구에서 어떤 친구가 가장 향력이 있는지 
네트워크 구조변수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대일 
상호연결(호혜성)이 큰 경우가 선택과 향효과 모두 높은 연관성을 
보 다(Hall & Valente, 2007; Laursen et al., 2002). 

   청소년기 친구 향효과 연구를 통해 청소년이 어떻게 그리고 왜 
친구들과 동화되는지를 밝히기 시작했다. 부정적 향을 미치는 친구
와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을지라도 청소년들이 친구들
과 어울리는 이유를 이해함으로써 불건강 행동에 대한 친구 향에 
대한 심리적 대응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그 어떤 발달 
시기보다 친구에 대한 향이 두드러진다. 청소년은 친구관계에서 긍
정적인 정서와 소속감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가정은 청소년의 친구 
향효과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 동북부 지역의 한 연구에서 음식과 알 수 있다(Stead et al., 
2011). 실제로 해당 십 대들은 친구관계에서 공유된 상징적 의미로 
인해 건강한 음식으로 점심을 먹지 못하고 있었다. 상류층 아이들이 
먹는 초콜릿바와 감자칩, 콜라를 먹는 것은 지지받지만 저렴하면서 
건강에도 좋은 요거트를 먹는 일은 놀림을 당하거나 모자란 아이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십 대들이 건강음식을 수용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이 그들 문화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공유
하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 사회적 위험 노출(예, 고립)을 초래하게 된
다. 이러한 모습은 보건학자에게는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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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있는 십 대에게는 불건강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
가 높은 친구들에 의해 믿어지고 그들이 행동에 개입하게 되면서 비
정상적인 행동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청소년기 
친구관계는 지배적이거나 가치있는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면 
친구들에 의해 배제와 거부의 형태인 사회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Juvonen & Galvan, 2008). 

   청소년들의 건강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중재활동의 개입이 적용
할 때, 선택효과가 두드러진 건강행동의 경우는 집단 형성의 초기 과
정에 중점을 두는 반면, 향효과는 이미 형성된 부정적인 관계를 희
석하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심리적 대응 마련,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친구를 활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친구 
형성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청소년 건강 중재프로그램 결과에 기여할 수 있다(Steglich, et al., 
2010). 이전의 연구들은 응답자의 친구 특성에 대한 평가에 의존하여 
친구 효과를 과장해왔다. 응답자와 친구가 각각 제공한 데이터는 선
택효과 뿐 아니라 유사한 행동유형을 지닌 개인과 친구가 된다는 것
을 입증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사해지는 사회화의 경우 역시 학
교나 학급 단위로 전체 네트워크 조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Long, 
2018).

  3) 청소년기 사회네트워크

   (1) 친구의 친구(Friend of a Friend)

   사회 환경에서 사람들은 거의 항상 개방형 삼각관계를 폐쇄하는 
성향이 있다. 개방형 삼각관계는 실제로 드물다. Granovetter는 행위
자가 A와 B, B와 C 사이에 사회적 유대가 존재한다면 A와 C 사이에 
연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성을 "금지된 삼각관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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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다(Granovetter, 1983). 이러한 경향에 대한 이유는 수없이 많으
며, 개방형 삼각관계는 불안정감을 주고, 비윤리적 행동의 가능성을 
높이지만 닫힌 삼각관계는 신뢰감을 키우고 긍정적으로 인지된다
(Burt, 2005, Granovetter, 1983)는 것이다. Epstein(1983)은 불균형
한 우정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추측하며, 폐쇄적 삼각관계를 선호하
게 된다고 주장한다. 중등 및 고등학생에 대한 종단 연구에서 
Epstein은 우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경향이 최대 3명의 "친한 친구"에
게는 강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추가됨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
했다(Epstein, 1983). 다시 말해 개인은 개인 네트워크가 너무 크지 
않으면서 균형 잡힌 우정을 쌓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청소
년은 친구의 친구와 친구가 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2) 인기

   우정은 개인이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의 하나일 수 있
으며, 이는 그들이 원하는 물건이나 기회를 제공한다 (Epstein, 
1983).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네트워크에서 높은 지위의 개인과 친
구가 되려는 경향이 있다. 네트워크 수준에서 이러한 현상은 이미 인
기있는 개인이 덜 인기 있는 동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경
향으로 알려져 있다(Magee & Galinsky, 2008). 이러한 선호도는 공
유된 규범, 신념 또는 가치의 외부적인 집합에 의해 결정된다(Gould, 
2002). Hardy와 그의 동료(2002)는 아이들이 사회연결망 구조상 인
기가 있는 학생들에게 실제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
다. 여기서 "인기 있는"은 높은 동료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정의된다. 
또한, 학생들은 인기가 없는 친구들과 우정을 쌓지 않을 가능성이 매
우 높고, 새로운 동료 그룹이 형성되면 인기가 없는 아이들은 빨리 
발견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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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ente와 그의 동료들(2004)은 인기가 반드시 긍정적인 향을 
주는 것만은 아닐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또래규범에 부응하기 
위해 인기 있는 학생들이 비인기 학생보다 흡연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 건강행태 이해를 위해 동료의 규범과 인기의 상호
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혁신확산

   청소년기 친구관계에서 건강행태별 유사성은 건강행태 확산에 중
심적인 역할을 감당한다(Rogers, 2010). McPherson 등 (2001)은 동
종효과를 ‘유사한 속성을 공유할수록 더 잘 연결된다’는 것으로 정의
한다. 네트워크에서 유사성을 추구하는 경향은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
는 선택 혼합(assortative mixing)이나 삼각관계의 폐쇄성(triadic 
closure)과 같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강화된다(Goodreau et al., 
2009). 확산 연구에서 동질적인 연계는 개인 간의 행동 확산을 촉진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에서 높은 지위
(예: 인기)에 있는 개인 간 동질성은 확산 촉진에 도움을 주지만 낮은 
지위에 있는 개인의 동질성은 그렇지 않다(Rogers, 2010). 오히려 낮
은 지위의 개인은 높은 지위의 친구에 의한 이질적 향을 받을 가능
성이 크다(Rogers, 2010). 즉 친구 간에 긴장감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를 전체 네트워크 수준에서 놓고 보면 건강지향적이지 않은 사람들
의 강한 동질성은 건강지향적인 초기 수용자와 관계 형성을 줄여 건
강혁신에 대한 노출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McPherson et 
al., 2001). 반면 건강한 사람들의 제한된 노출은 더 견고한 그들만의 
동질성 형성을 가능케 한다(McPherson et al.,, 2001). 사회통합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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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볼 때 동질성은 전반적인 건강지향적 가치 수용을 감소시킴으
로 다양한 인구집단의 건강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다. 
   하지만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동질적 속성에 따른 관계 
형성을 무시하거나 인위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구집단의 특정 속성에 따라 동질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건강행태 변화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전략이 실현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Centola(2011)는 인구집단의 동질성이 비만예
방 프로그램 수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7주 
동안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하 다. 비만 여부에 따른 동질성이 
있는 두 개의 그룹은 무작위로 혼합된 경우보다 다이어트 일지 작성
을 수용하는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entola, 2011). 
이러한 실험결과를 고려해 볼 때, 동질성이 건강행태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뿐 아니라 일괄적인 건강중재프로그램 보다는 건강 속
성에 대한 동질성을 반 한 맞춤형 중재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성, 연령, 인종 등 인구 사회학적 속성이 청소년 친구 네트워크 내
에서 동질성을 나타내는 것은 잘 알려졌지만(McPherson et al., 
2001), 청소년들 사이에서 동질성이 얼마나 다양한 건강행태에서 나
타나며, 관계의 사회적 위치에 따른 차이를 파악한 연구는 드물다. 더
욱이 건강위험행동, 건강증진행동 측면을 모두 포함한 건강행태와 친
구관계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일부 연구들은 물질사
용 관련하여 흡연, 음주, 약물 등의 건강위험행동 측면에서 친구관계
를 살펴본 연구나(Jacobs et al., 2016; Fujimoto & Valente, 2012), 
음주와 신체활동을 다룬 연구(Long, 2018), 비만 관련 행위와 친구관
계 형성을 연구한 연구들이(De la Haye et al., 2010) 있지만, 이들
은 특정 건강행태에 국한한 연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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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기 사회적 고립과 건강

   사회적 고립은 종종 청소년기의 다양한 부정적인 건강 결과와 관
련이 있다. 대부분 청소년은 같은 학교 또래들과 친 한 우정을 유지
한다(McFarland et al., 2014). 학교에서 친구 관계 결여는 친구관계
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로 여겨진다. 이러한 청소년은 사회성이 부족
하기 때문에 친구그룹을 형성하지 못하거나 친구들로부터 거부 당한 
청소년으로 여겨지고 있다(Cotterell 2007). 이전 연구들은 친구관계
에서 고립된 청소에게 건강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울증
(Hall-Lande et al., 2007), 자살(Bearman & Moody, 2004), 사망률
(Iecovich et al., 2011; Patterson & Veenstra, 2010), 건강위험행
동(Christopherson & Conner, 2012; DeWall & Pond, 2011) 등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Cacioppo et 
al.(2002)는 사회 분리가 청소년기의 건강 위험을 의미한다고 주장한
다.

   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청소년의 
고립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획일적으로 고립을 정의해 왔다. 고립
은 친구가 없거나(Osgood et al., 2014), 친구 수가 적음 (Ennett & 
Bauman 1996) 등 제한적으로 정의될 뿐, 고립된 청소년이 친구 네
트워크의 기본적인 속성인 지명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뿐 아니라 네트워크 밖(보통 학교 밖) 친구의 존재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Hoffman et al., 2006). 또한 이전 연구들이 외롭다고 느
끼거나, 유대 관계가 거의 없는 것을 청소년이 고립된 것으로 생각했
기 때문에, 최근 들어 실제로 학교 네트워크 내에서 매우 다른 형태
의 격리를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구별하고 이를 반 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Kobus & Henry, 2010).

   청소년기의 고립된 사회 구조는 고립된 청소년에게 고유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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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형성하게 한다. 친구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완전 고립
의 청소년, 친구가 관계를 맺으려 하지만 본인은 아무도 친구로 지명
하지 않은 청소년, 친구를 지명하지만, 자신은 아무 지명도 받지 못하
는 청소년, 학교 이외에 친구를 두고 있는 청소년 등으로 다차원적 
고립 유형이 실제 존재한다. 고립의 다차원적 구분을 통해 청소년기 
친구관계 구조에 배태된 향을 파악하고 건강행태와의 더욱 구체적
인 관련성 파악에 도움을 준다.

   친구관계망에 대한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연결성 값
(degree)만으로도 사회회피형 고립(socially avoidant), 사회무관심형 
고립(socially disinterested), 활동적 고립(actively isolated) 등으로 
고립 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회피형 고립은 지명하지
도, 받지도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고립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사회적 고립을 의미한다(Kreager, 2004). 사회회피형 고립
은 사회성 기술의 부족으로 관계를 형성하려고 도전하기보다는 회피
의 방식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Asendorpf & van 
Aken, 1999). 즉 청소년은 친구 네트워크에 참여하기보다는 친구와 
접촉을 피하고 차라리 고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택하는 경향이 강
하다.

   이와 달리 지명을 받지만 아무도 지명하지 않는 사회 무관심 고립 
유형도 있다. 앞의 사회회피형과 마찬가지로 행위자 스스로 사회활동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사회 철수형’이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지만
(Niño & Ignatow, 2016) 사회 무관심 고립의 경우는 주변 친구로부
터 지명을 받는다. 즉, 관계망 내에서 지위상 상위의 위치에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무관심 유형은 스스로는 현재의 친구관계
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상호작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앞의 사회회피형 고립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이들은 고독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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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다가도 자신이 의미 있는 관계라고 인식하면 관계 형성을 획득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기존의 사회적 고립 유형과 건강행태 연구에서도 사회회피형 고립
이 높은 불안과 우울을 나타냈으며(Coplan & Bowker, 2013), 반면 
사회무관심형 고립의 경우는 고독한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사회성이 
있는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인지와 역량에 유의한 차이가 없
음이 밝혀져(Coplan & Bowker, 2013) 앞의 사회회피형 고립과 대조
가 된다.

   활동적 고립의 경우, 본인은 활발하게 친구를 지명하지만 아무도 
자신에게 친구지명을 하지 않는다. 이는 앞의 두 유형의 고립과는 달
리 사회활동의 동기가 있지만, 동료거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에 부정적 향 줄 높은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Prinstein & 
Greca(2004)는 동료 거부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은 흡연, 음주 등 반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의 유형 중에서 건강피해의 정도가 가장 두드러진 사회회피 유
형의 경우 외부의 친구 지향이 그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도 있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건강위험행동의 접근성을 높이는 부정
적 역할이 강조되었다(Osgood et al., 2014; Kreager, 2004). 학급 
혹은 학교 내에서 사회적 통합이 잘 되는 청소년이 가벼운 호기심이
나 친구규범 등에 향을 받아 시작하는 것과 달리 고립된 청소년들
은 흡연, 음주 등의 건강위험행동에 다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즉 고립이 주는 불안감과 외로움에 대한 자가치료의 
수단으로 반사회적 행동인 흡연, 음주, 약물 등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Osgood et al., 2014). 학교 밖에서는 이러한 일탈의 기회가 많고 
친구 규범에 대한 압력과 기대치가 적기 때문에 학교 내 사회통합이 
어려운 청소년들은 학교에 정착하지 못하지만, 그 대안으로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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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을 뿌리내리려고 한다. 학교 외부에 대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를 
다시 학교에 돌아와도 굳이 내부에서 사회성을 발휘할 동기를 찾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청소년의 학교 밖 외향적 사회관계와 음주, 흡연에 관련된 
연구를 보면 친구관계의 고립 구조에 따라 건강위험행동 결과가 상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Niño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도 고립의 구
조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고립의 구조
적 지위가 건강행태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외로움이라는 감정뿐 
아니라 구조적 고립이 주는 효과가 건강행태에 존재하는지를 파악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강행태에 따른 고위험 고립유형을 분류하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건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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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모형 및 방법

1. 연구 모형

  1) 연구 모형

   청소년기 건강행태의 동기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친구관계의 형성원리와 향 요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행태라는 개인적 속성과 청소년 대표적 사회 
맥락인 친구관계와의 상호관련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는 친구
관계 형성과 건강행태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세부연구Ⅰ과 친구관계에
서의 다양한 고립 유형이 건강행태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는 세부연
구Ⅱ로 나누어 차례로 기술하고자 한다(<그림 1> 참조).

   세부연구 Ⅰ에서는 친구관계 형성에 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
지를 파악하고, 이 중 건강행태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는 이원적(dyadic) 관계 수준에서 건강행태 동종효과, 네트워크 구조
수준에서 지위(수신자효과)를 통해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행태(흡연, 
음주, 오토바이 헬멧미착용, 스마트폰 사용시간, 게임시간, 신체활동, 
수면시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연구 Ⅱ에서는 친구관계의 고립 유형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
고, 고립된 관계구조가 청소년들의 건강상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립을 ‘사회회피형 고립’, ‘사회
무관심 고립’, ‘활동적 고립’으로 유형화하여 건강행태에 미치는 향
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때 통제변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연령, 성별, 
주관적 경제수준), 외로움, 유대 관계(아버지, 어머니, 친구), 학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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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취도, 사교육시간), 학급 내 친구 특성(이성친구 비율, 친구 성적 
이질성, 친구 성적수준, 친구들 건강행태), 외부 친구 특성(이성친구 
비율, 친구 성적 이질성, 친구 성적수준)을 반 하여 다차원적 고립구
조가 건강행태(흡연, 음주, 오토바이 헬멧미착용, 스마트폰 사용시간, 
게임시간, 신체활동, 수면시간)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세부연구 Ⅰ과 세부연구 Ⅱ 연구대상 모두 친구 네트워크를 기반
으로 한다. 각 학급 크기가 20명 이상인 학급에 소속된 중고등학생 
3,356명을 대상으로 ‘친구 네트워크 1차 자료’를 구축한다. 세부 연구 
Ⅰ은 친구관계형성과 건강행태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네트워크 
내 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1차 친구 네
트워크 자료’의 3,356명과 함께 3,356명 이외에 지명을 받았지만, 학
번이 존재하지 않는 지명만 받은 자(alter) 347명을 세부연구 Ⅰ의 연
구대상에 포함하 다. 따라서 세부연구 Ⅰ은 학급 규모 20명 이상인 
중고등 학생 3,356명과 개인정보는 없지만 3,356명으로부터 지명받은 
익명의 alter 347명을 포함하여 총 3,703명이 된다. 세부연구 Ⅱ의 
경우는 친구 네트워크 1차 자료에 해당하는 3,356명이 연구대상이다

그림 1. 연구의 개념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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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 세부연구 모형

  (1) 세부연구 Ⅰ. 청소년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행태의 연관성 분석

   세부연구 Ⅰ은 한국방정환재단의 후원으로 2016년 연세대학교 사
회발전연구소가 연구를 주관하고 현대리서치 연구소가 조사를 대행한 
‘2016년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Korean Child Well-Being 
Index: KCWI)’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
행태 연관성을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파악한다(<그림 2> 참조).

   첫째, 이원적 수준에서 청소년의 친구관계 형성과 관련된 건강행
태 효과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내생적 네트워크 구조효과(호혜성, 
인기, 확장경향, 경로폐쇄성), 개인 수준(성별, 연령, 유대관계), 이원
적 수준(성별 동종효과, 연령 동종효과, 학업성취도 동종효과)’을 기본
모형으로 설정하고 기본모형과 건강위험행동(흡연, 음주, 오토바이  
헬멧미착용), 좌식행동(스마트폰 사용시간, 게임시간), 건강증진행동(신
체활동, 수면시간)으로 구성된 각각의 건강행태에 대한 동종효과를 파
악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성별(남학생-남학생 네트워크, 여학생-여

연
구
Ⅰ

3,703명
(학급규모 20명 이상인 중고등학생(node) 3,356명 
                         +개인(node) 정보 없는 alter 347명)

연
구
Ⅱ

3,356명
(학급규모 20명 이상인 중고등학생(node))

표 1. 세부연구 Ⅰ,Ⅱ의 연구대상 구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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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네트워크, 남학생-여학생 네트워크), 학년별 네트워크(중학교 1
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네트워크)에 따른 파악 하고 건강행태 효과를 비교한
다. 

   둘째, 네트워크 수준에서 청소년의 친구관계 형성과 관련된 건강
행태 효과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내생적 네트워크 구조효과(호혜성, 
인기, 확장경향, 경로폐쇄성), 개인 수준(성별, 연령, 유대관계), 이원
적 수준(성별 동종효과, 연령 동종효과, 학업성취도 동종효과)’을 기본
모형으로 설정하고 기본모형과 건강위험행동(흡연, 음주, 오토바이  
헬멧미착용), 좌식행동(스마트폰 사용시간, 게임시간), 건강증진행동(신
체활동, 수면시간)으로 구성된 각각의 건강행태에 대한 수신자효과(인
기)를 파악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성별(남학생-남학생 네트워크, 여
학생-여학생 네트워크, 남학생-여학생 네트워크), 학년별 네트워크(중
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네트워크)에 따른 건강행태 효과를 비교한다. 

   셋째, 친구관계의 고립 여부에 따라 친구관계 형성에 미치는 건강
행태효과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고립된 관계에 따른 건강행태의 동
종효과와 수신자효과(인기)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고립되지 않은 친
구관계에서 노출된 건강행태 동종효과와 수신자(인기)효과를 비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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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연구 Ⅱ. 고립된 친구관계가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부연구 Ⅱ 역시 세부연구 Ⅰ과 마찬가지로 ‘2016년 제8차 어린
이-청소년 행복지수(Korean Child Well-Being Index: KCWI)’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친구관계에서의 다차원적 고립 유형이 건
강행태효과에 미치는 향을 비교·분석한다(<그림 3> 참조). 세부연구 
Ⅰ에서는 친구관계형성과 건강행태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면 세부연
구 Ⅱ의 경우는 친구 관계에서 고립상태에 위치한 청소년들의 건강행
태는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세부연구 Ⅱ에서는 친구네트워크 구조에 따라 고립유형을 세 개로 
구분한다. 사회회피형 고립, 사회무관심 고립, 활동적 고립으로 구분
한 후, 이러한 고립유형이 건강행태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연령, 성별, 주관적 경제수준), 
외로움, 유대 관계(아버지, 어머니, 친구), 학업(학업성취도, 사교육시
간), 학급 내 친구 특성(이성친구 비율, 친구 성적 이질성, 친구 성적
수준, 친구들 건강행태), 외부친구 특성(이성친구 비율, 친구 성적 이
질성, 친구 성적수준)을 통제변수로 적용하 다. 청소년기의 친구관계
에 있어 성별 효과가 크다는 특성을 본 연구에 반 하여 성별 네트워
크(남학생-남학생, 여학생-여학생, 남학생-여학생)에서  고립 유형이 
건강위험행동(흡연, 음주, 오토바이, 오토바이 헬멧미착용), 좌식행동
(스마트폰 사용시간, 게임시간), 건강증진행동(신체활동, 수면시간)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2. 청소년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행태 연관성 연구모형(세부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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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세부연구 Ⅰ. 청소년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행태의 연관성 분석

   (1) 자료원과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제8차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자료
를 활용하 다.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유니세프 행복지수를 
모델로 삼아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
과 안전, 주관적 행복 등 6개 역에 대해 한국과 다른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측정을 목표로 하여 2009년부터 OECD 국가 간 횡단 비교
연구를 위해 설계되어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설문조
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림 3. 고립된 친구관계가 건강행태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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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 으며, 표본은 시도교육청의 2015년 교육
기본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고 학급을 표집 단위로 하여 교급별, 권역
별, 지역규모별, 성별을 고려하여 비례 확률추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염유식 외, 2016). 표본 수는 초등학생 2,359명, 중학생 2,538명, 고
등학생 3,011명으로 총 7,908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
년의 친구 지명 방식의 네트워크 자료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 연관성 및 고립된 친구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중학생 1,2,3학년과 고등학생 1,2,3
학년 자료를 사용하 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중 학급 단위에서 친구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재구성하 다. 본 자료에서는 자신의 학급(반)과 
번호를 기재한 후 아주 친한 친구를 7명까지 지명하고 지명한 친구에 
대해 세부정보를 기재하도록 하 다. 구체적인 지명방식은 친구1에 
대해 이름 혹은 별명, 애칭을 기재한 후 친구1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지 여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 한해서는 같은 학급인지를 묻는
다. 같은 반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지명한 친구의 학급 번호와 
실명을 기재하게 하고, 지명한 모든 친구에 대해 성별, 학업 성취도 
등에 대해 응답하게 한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통해 친구 네트워크 자
료가 구축됨으로써 본 연구에서 학급 단위의 친구 네트워크 자료를 
추출하여 활용할 수 있었다(<그림 4> 참조2)). 

2) <그림 4>는 실제 설문 문항의 일부이며, 같은 방식으로 7명의 친구까지 지명하고 
관련 정보를 묻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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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급 단위 친구 네트워크 자료에 활용된 실제 설문문항 일부
                        (출처: 2016년 제 8차 아동·청소년 행복지수조사 설문지 14번 문항 중)

 

   2016년 제8차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자료는 183개의 
중고등학교, 339개의 학급으로 총 5,539명으로 학급당 평균 14명을 
조사하 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는 응답자 특성자료(node 
attribute data)와 연결 자료(link data)라는 두 가지 형태의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응답자에 해당하는 id가 부여된 응답자 node가 학
급 내 친구라고 지명한 지명받은 친구 즉, alter에 대한 alter id 자
료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교 id, 학급 id, 
자신의 학번을 조합하여 응답자 고유의 node id를, 같은 방식으로 응
답자 node가 제공한 alter의 학번을 기반으로 하여 alter id를 구성
하 다3). 이를 통해 응답자가 지명한 친구(alter)에 대한 id가 node 
id와 같은 형태를 지니면서 지명한 친구에 의한 정보뿐 아니라 친구
가 직접 자신의 정보를 응답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기존의 친구관계 연구의 응답자 중심으로 친구
(alter)에 대한 제한된 정보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간접 정보의 타당
도와 신뢰도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관계의 향을 실질적으로 분석할 

3) node id 구성 방식 : 학교 id*100 + 학급id*100 + 학번
   alter id 구성 방식 : 학교 id*100 + 학급id*100 + 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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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조건을 마련에 기여했다.

   연구의 주요 분석 방법인 ERGM (Exponential Random Graph 
Model)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네트워크 규모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급 규모가 20
명 이상인 3,690명을 추출하 다. 응답자 node가 친구를 지명한 
alter의 경우 각각의 alter id를 생성하 지만, 본인 응답 시 학번을 
기재하지 않아 본 설문자료와 매칭할 수 없는 alter 347명의 경우는 
성별과 학년 정보만을 지닌 제한적 자료로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또
한, 자신의 학번을 응답하지 않거나 중복 응답4)한 334명은 제외하여 
최종 3,703명의 응답자(node) 자료와 함께 alter link 5,302개 관계 
자료를 구축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 다. 

  (2) 변수설명(<표 4> 참조)

   ① 종속변수 : 친구관계 형성

   세부연구 Ⅰ의 종속변수는 학급 내 친구 네트워크에서 ‘친구관계 
형성여부’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에게 ‘아주 친한 친구란 매우 자주 
어울리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로 정의한 설문 문항을 제시한 후, 
최대 7명까지 친구를 기술하게 하 다. 이렇게 완성된 친구 자료 중 
같은 반에 친한 친구를 기재한 경우를 추출하여 학급 내 친구 네트워
크를 구성하 다. 이와 같이 학급 내 친구로 지명하여 친구관계가 형
성되는데,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네트워크 그 자체가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이다. ERGM 모형에서 직접 표본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확률분
포를 통해 이루어 진다(Snijder et al., 2006). 즉 모형에 포함될 네

4) 동일 학급에 같은 번호가 여러 명 있는 경우가 있어 설문조사기관에 오류 유형을 
문의한 결과, 코딩오류가 아닌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장난으로 번호를 잘 못 기
재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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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구조가 더 많이 나타날 확률 추정치를 종속변수로 다룬다.

   ② 독립변수 : 건강행태 변수

   세부연구 Ⅰ의 독립변수는 흡연, 음주, 오토바이 헬멧미착용, 스마
트폰 사용시간, 게임시간, 신체활동, 수면시간이다(<표 2> 참조). ‘흡
연’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흡연을 하나요?”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흡연으로 간주했다. ‘음주’는 “평생 음주 경험이 2회 
이상 있나요?”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음주로 간주했다. ‘오토바
이 헬멧미착용’은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경험이 있나요?”에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를 ‘헬멧미착용’으로 간략히 표기하고 간주했다. ‘스
마트폰 사용시간’은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몇 시간 몇 분인가
요?”를 묻는 물음에 대해 분 단위로 계산하여 하루 240분 이상 여부’
를 ‘스마트폰 사용시간(’스마트폰시간’으로 간략히 표기) 변수로 간주
했다. ‘게임시간’은 ‘하루 게임을 몇 시간 몇 분 하나요? (   )시간 (  
) 분’을 묻는 물음에 대해 분 단위로 계산하여 하루 120분 이상 사용
한 경우를 ‘게임시간’ 변수로 적용했다. ‘신체활동’은 “지난 1주일 동
안 1시간 이상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운동을 한 날수는 며칠 인가요?”
에서 “5일 이상”으로 기재한 경우를 ‘신체활동’으로 분석에 활용하
다. ‘수면시간’은 ‘주중 하루 몇 시간 몇 분 자나요? (   )시간 (  ) 
분’을 묻는 물음에 대해 분 단위로 계산하여 하루 420분 이상인 경
우’에 대하여 ‘주중 수면시간(’수면시간’으로 간략히 표기)변수로 간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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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설명

흡연 0: 흡연 안함(준거집단)
1: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흡연을 함

음주 0: 평생 음주 경험 2회 미만(준거집단)
1: 평생 음주 경험 2회 이상

헬멧미착용 0: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경험 없음(준거집단)
1: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경험 있음

스마트폰시간 0:하루 스마트폰 4시간 미만 사용 (준거집단)
1:하루 스마트폰 4시간 이상 사용 

게임시간 0:하루 게임시간 2시간 미만 사용 (준거집단)
1:하루 게임 2시간 이상 사용 

신체활동 0: 안 함(신체활동 일주일에 5일 미만, 준거집단)
1: 신체활동 함(신체활동 일주일에 5일 이상 함)

수면시간 0: 주중 하루 7시간 미만 수면 (준거집단)
1: 주중 하루 7시간 이상 수면

표 2. 세부 연구 Ⅰ, Ⅱ 건강행태 변수 

   ② 독립변수 : 이원적 수준에서 건강행태 동종효과

   a. 건강행태의 동종효과

   이원적 관계 수준에서 건강행태가 친구관계 형성에 향을 주는지
를 파악하기 위해 각 건강행태의 동종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종
효과(Homophily)는 특정 속성을 중심으로 끼리끼리 친구관계를 형성
하는 것이다. 동종효과는 개인 혼자만으로 구성될 수 없으면 이원적
관계(dyadic)를 통해 구성된다. 가령, 흡연여부를 놓고 동종효과를 구
체적으로 적용해보면 흡연을 하는 청소년이 친구를 선택할 때 비흡연
자보다 흡연하는 친구를 선택한다면 흡연에 대한 동종효과가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흡연을 하는 청소년이 친구를 선택할 때 
흡연자보다 비흡연자를 친구로 선택한다면 흡연에 대한 동종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표 3>의 7. Homoph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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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독립변수 – 네트워크 수준에서 건강행태 효과

   a. 건강행태의 수신자효과

   건강행태의 수신자효과는 특정 건강행태의 속성을 지닌 청소년이 
학급 내 친구 네트워크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할수록(인기가 높을수록) 
네트워크 내 다른 구성원의 건강행태에 향을 준다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행태 효과로서 수신자효과(receiver effec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건강위험행동(흡연, 음주, 헬멧미착용), 좌식행동(스
마트폰시간, 게임시간), 건강증진행동(신체활동, 수면시간)에 대한 특
정 건강행태를 지닌 청소년(예: 흡연함)이 상반된 건강행태를 지닌 청
소년(예: 비흡연)에게 지명을 받아 친구관계가 형성되는 경향이 높은 
경우를 건강행태의 수신자효과로 보고, 청소년의 친구관계 네트워크
에서 어떤 건강행태에 대하여 수신자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
다. 친구들로부터 지명을 받는다는 것은 네트워크 내에서 지위가 더 
높음, 즉 인기가 많은 것으로 간주한다. 흡연자가 비흡연자로부터 친
구로 지명을 받았다면 흡연자가 인기가 높기 때문에 자신을 지명한 
비흡연자로부터 비흡연 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비흡연자에게 흡연 

향을 주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기가 낮은 비흡연자
가 흡연자로 변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표 3>의 8. 수신자효
과).

   b. 건강행태의 발신자효과

   수신자효과와 반대 방향으로 특정 속성을 가진 청소년이 다른 속
성을 가진 청소년을 지명하여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효과이다. 가령, 
흡연자가 비흡연자 친구와 친구가 되고 싶어 친구로 지명을 한다면
(흡연자(S)-> 비흡연자(NS)) 네트워크 내 지위상으로 지명을 받은 비
흡연 친구가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흡연 청소년이 비흡연 친구와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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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되면서 담배를 끊게 될 경향이 커질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
한다(<표 3>의 9. 발신자효과). 

   ③ 통제변수

   a. 개인 차원에서 통제변수(individual difference) 

      : 성별, 학년, 아버지·어머니·친구 유대관계

   개인 수준에서의 통제변수는 ERGM의 개인차원에서의 통제변수(<표 
3>의 6. individual difference)를 참고로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특정 속성으로 인해 애초부터 친구관계 형성 정도에 차이가 발
생한다는 것이다. <표 3>의 6을 참고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관
계를 더 많이 형성한다는 것이다. 더 많이 형성할 것이라는 경향(성별
에 따른 동종효과)이 아니라 이미 더 많이 형성하고 있다는 현재 네트
워크에서의 속성 차이가 친구 형성 정도를 알려주는 파라미터이다.

   본 연구는 성별, 학년, 아버지·어머니·친구 유대관계로 개인 수준의 
통제변수를 분석에 포함함으로써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행태 관련성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했다. 성별은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학년은 중
학교와 고등학교 학교급을 반 하여 1-6의 범주로 재구성했다. 가령,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본 분석에서는 학년 5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어
머니·친구 유대 관계 변수는 청소년기 사회적 발달과 관련하여 부모님
과 친구의 관계에 대한 사회심리적 측면과 관련된 문항을 통합하여 분
석에 적용하 다. 해당 문항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서는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아버지/어머니
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나는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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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전혀 그
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총 5개의 응답범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어머니에 대한 4개의 질문의 응답값을 합하여 
‘아버지·어머니와의 유대 관계’ 변수를 구성했다. 해당 변수는 최소 4
점, 최대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분석에서는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평균적으로 좋음 이상인 경우(16점 
이상)를 1, 그 이하인 경우(15점 이하)를 0으로 적용하 다. ‘친구와의 
유대 관계’ 변수는 “나는 친구들에게 내 문제에 관해 얘기할 때 나 
자신이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여겨진다”, “나는 내 친구들이 현재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 친구들과 함
께 있을 때도 외로움을 느낀다”, “나는 내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속상해할 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
향이 있다”는 5개의 문항에 대해서는 역코딩 후 분석에 적용하 다. 
그리고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 준다”는 변수는 응답값 그대로 활
용하 다. 위의 친구관계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부
터 ‘매우 그렇다(5)’로 최소 6점부터 최대 30점까지 점수가 높아질수
록 긍정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구와의 
유대관계가 평균적으로 좋음이상(24점 이상)인 경우를 1, 그 이하인 
경우를(23점 이하) 0으로 하여 분석에 적용하 다.

   b. 이원적 수준에서 통제변수

      : 성별 동종효과, 학년 동종효과, 학업성취도 동종효과

   청소년의 친구 네트워크에서는 건강행태 외에도 다양한 속성들을 
중심으로 동종효과가 나타난다. 그 중 대표적인 변수가 성별이다. 남학
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친구관계를 형성할 경향이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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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다(Maccoby, 1999). 또한 같은 학년끼리 동종효과도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Smapson, 1984), 인구사회학적 특성 뿐 아니라 
학교에서 종종 나타나는 동종효과 중 대표적인 것이 학업성취도 이다
(Hamm et al., 2014). 학업성취도는 공식적으로 학생을 인정하고 지
위를 부여해주는 역할에 기여하는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직전 학기 기
말고사에서 학급에서 몇 등을 했는지를 학급 인원과 함께 기재하는 문
항을 이용하여 성적 석차 분율을 구하 다. 이 값을 바탕으로 상위 
20%인 경우, 중위권(상위 20~60%까지), 하위권(하위 40%)을 구분하여 
비슷한 성적의 학생끼리 친구가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해당 속성이 친
구 네트워크 내에 유유상종을 일으키는 정도를 통제하여 건강행태의 
변수의 관련성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고자 했다(<표 3>의 7. 
Homophily).

   c. 내생적 구조변수로서 통제변수

   독립적인 외생변수들이 친구관계 형성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내생적 구조 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Lusher et 
al., 2013). 호혜성, 인기도, 확산 경향, 경로폐쇄성과 같은 내생적 구
조효과(Endogenous Structural Effect)를 통제변수로 본 연구모형에 
적용하 다(<표 3>의 2-5 참조). 호혜성은 서로 친구를 지명하는 경우
를 뜻한다. 인기도는 행위자들로부터 지명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2명에게 지명을 받는 경우를 인기도로 정의했다. 확산
경향은 인기도와 상반된 개념으로 친구를 지명하는 정도이다. 본 연구
에서는 2명을 지명한 경우에 대해 확산경향 값을 부여했다. 모형의 안
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기도와 확산경향에서 2명으로부터 지명받거나 
지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에 적용하 다. 마지막으로 경로폐쇄성은 
‘친구의 친구가 내 친구가 된다’는 경향을 보여주는 관계의 균형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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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을 뜻하는 내생적 구조효과 파라미터이다.

Parameter 해  석 네트워크 형태

1. Edges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를 친구로 지명

Endogenous Structural Effect
2. 호혜성(reciprocity) 행위자 간 서로 친구로 지명

Endogenous Structural Effect
3. 인기도(popularity) 행위자들로부터 지명을 받는 정도

Endogenous Structural Effect
4. 확산경향(spread pattern)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를 친구로 지명하는 정도

Endogenous Structural Effect
5. 경로폐쇄성(path closure) 친구의 친구가 친구가 되는 경향

6. Individual difference 개인적 속성 차이로 친구관계 형성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
예)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친구관계를 더 많이 형성한다.

7. Homophily
행위자가 같은 속성으로 유유상종하려는 경향
예)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친구관계를 
형성한다.

8. 수신자효과(Receiver Effect)
특성 속성을 지닌 행위자가 다른 특성의 가진 행위자보다 
친구를 지명받아 친구관계형성하는 경향이 높음
예) 흡연 수신자효과: 흡연자(S)가 비흡연자(NS)보다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더 높음

9.발신자효과(Sender Effect)
특정 속성을 지닌 행위자가 다른 특성을 지닌 행위자를 지
명하여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음
예) 흡연 발신자효과: 흡연자(S)가 비흡연자(NS)보다 친구
를 지명함으로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음  

표. 3 친구 네트워크 분석 모형과 parameter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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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parameter 설명

종속변수 Edges  친구관계가 형성되는 정도

독립변수

① 이원적 수준 건강행태 동종효과 - 건강위험행동/좌식행동/건강증진행동 동종효과

② 네트워크 수준
건강행태 수신자효과 - 건강위험행동/좌식행동/건강증진행동 수신자효과

건강행태 발신자효과 - 건강위험행동/좌식행동/건강증진행동 발신자효과

통제변수

① 개인적 차이

성별 1. 남학생(기준변수) 
2. 여학생

연령 1(중1) - 6(고3)까지 연속변수

아버지/어머니/친구와 
유대 관계

0. 좋음이하
1. 좋음이상 
부모님과 유대관계 
(최소 4점, 최대 20점, 16점 이상이면 좋음이상)
친구와 유대관계 
(최소 6점, 최대 30점, 24점 이상이면 좋음이상)

② 이원적 관계
   (동종효과)

성별 동종효과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친구가 되고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친구가 되는 경향 

학년 동종효과 같은 학년끼리 친구가 되는 경향

학업성취도 동종효과
직전 학기 학급인원과 성적 등수로 학업성취도 분
율의 비율을 고려하여 상(20% 이내), 중(21-60%), 
하(하위 40% 이하)끼리 유유상종하는 정도

③ 내생적 
   구조효과

호혜성 서로 친구로 지목한 경우

인기도 2명에게 친구로 지명을 받은 정도

확산경향 2명을 친구로 지명 한 정도

경로폐쇄성 친구의 친구가 내 친구가 되는 정도

표 4. 세부연구 Ⅰ의 변수와 parameter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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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석방법

   기존의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를 고정적인 것(fixed 
network)으로 가정하고 네트워크 특성을 정적인 변수로 기술하고 설
명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실제 네트워크는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예
를 들면 개인은 새로운 친구관계를 형성, 유지, 변경 등 관계의 변화
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인간의 행동 역시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활동
을 처음 시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금세 그만두지만 다른 사람은 지속
하고 주변에 전파 시키기까지 한다. 또한, 행동 변화로 인해 관계 형
성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고, 친구가 행동을 바꿨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도 변화되는 예도 있다. ERGM(Exponential Random Graph 
Model)은 행동과 사회적 관계의 역동성을 연구하기 위해 개인의 기존 
관계와 행동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에서 유대관계를 형성할 확률을 추
정하는 모델로 개발되었다.

   기존의 회귀모형에서는 네트워크의 상호의존성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친구 네트워크 형성을 구체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ERGM이 개발되었다. ERGM은 네트워크의 분포를 시뮬레
이션하고 관찰된 네트워크와 시뮬레이션 된 네트워크를 비교함으로써 
Markvov Chain Monte Carlo(MCMC) 기법을 기반으로 모수 추정치
에 거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프로세스를 반복하게 된다(Robins et 
al., 2007). 즉 관찰된 추정치와 시뮬레이션 추정치 간의 유의한 차이
는 네트워크 형성에 향을 주는 네트워크의 내부(예: 호혜성), 외부
(예: 건강행태) 속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RGM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Pr    

ex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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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A는 연결망의 개별 구성(configuration)을 의미하고 는 
관계 추정치로서 A라는 구성에서의 파라미터(parameter)가 된다. 
 는 네트워크 구조변수(covariate수신자효과 나타내는 것으로 현
재 y의 연결망에서 A라는 구성 빈도를 의미하는 네트워크 통계량이
다. k는 수식(1)이 확률분포를 충족시켜주는 표준화계수(normalizing 
constant)가 된다. 이때 위의 수식이 성립하려면 두 개의 가능한 관
계(tie)가 같은 노드를 공유하지 않는 조건에서 독립적이라는 상호의
존성이 가정되어야 한다. ERGM은 기존의 사회 네트워크 분석과 달리 
친구관계 형성 확률을 종속변수로 삼고 이를 확률변수로 나타낸다. 

   ERGM은 세 가지 기능으로 요약하여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구
조적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ERGM
은 행위자 속성(node attribute)을 네트워크 구조와 통합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기의 성별, 흡연 여부, 신체활동 여부 등
에 따라 친구관계 형성 가능성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행위자 속성이 네트워크 구조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ERGM을 
통해 친구 네트워크에 행위자 속성이 나타나는지를 검증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ERGM를 통해 행위자 속성이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황
에서 모형에 향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가령, 네트워크의 연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호혜성이 있다고 검증이 되었고, 그것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면(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호혜적 관계가 크다) 성별과 호혜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친구네트워크 
상 흡연을 더 선호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Valente, 2010). 

   이 연구에서는 단면 연구로 수행된 네트워크 관측 자료이기 때문
에, ERGM 모델을 적용하다 할지라도 특정 속성과 그 관계 구성에 대
해 먼저 선택된 동종효과의 네트워크의 향으로 형성된 결과인지를 
명확히 밝힐 수는 없다. 하지만 ERGM 파라미터는 서로 다른 연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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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범위를 나타내며 각 구성은 네트워크 구조와 개인 수준 특성 간
의 특정 구조 프로세스 또는 상호 작용과 관련된다(Robins et al., 
2007). 이러한 파라미터들은 동시에 어떤 향이 네트워크 구조를 설
명하고 결정하는지는 평가할 수 있다. 즉, 노드의 수와 네트워크의 
도를 고려할 때 어떤 특정 구성의 연결이 우연한 수준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많거나 적게 발생하는지를 통해 특정 속성과 네트워크 향과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ERGM의 특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기 친구 네트워크의 구조적 구성의 중요성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의 속성과 친구관계 간의 상호의존성(예: 동
종효과, 수신자효과)을 독립변수로 하고, 친구관계 형성 확률을 종속
변수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ERGM 분석을 R-package의 Statnet을 이용했으
며, 모형의 적합도 검정(goodness of fit)  중 하나인 추정량의 
t-ratio가 모두 2 이하인 값을 모형에 포함했다. 

  2) 세부연구Ⅱ 고립된 친구관계가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자료원과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앞의 세부연구 Ⅰ와 같이 ‘2016년 제8차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자료를 활용하 다. 다만 세부연구 Ⅰ과 달리 친
구로 지명을 받았지만, 자신의 학번을 설문에 기재하지 않아 ID와 설문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347명의 자료는 본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대
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첫째, 세부연구 Ⅱ의 핵심주제인 고립 유형을 도
출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기재한 연결 관계 자료가 필수적이기 때문
이다. 그런데 제외된 347명의 경우는 친구로부터 지명을 받았을 뿐 본인 
ID와 매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명만 받은 것인지, 혹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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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명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
하지 않을 경우 347명의 대상자는 특정 고립 유형(사회무관심 고립)에 
속하게 되어 연구의 타당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세부연구 
Ⅱ에서는 347명을 제외한 3,356명의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
행하고자 한다. 

 (2) 변수설명

   ①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흡연, 음주, 헬멧미착용, 스마트폰시간, 게임시간, 신체
활동, 수면시간이다(<표 2> 참조). 세부 연구 Ⅰ의 건강행태 관련 변
수와 동일하다. 

   ② 독립변수

   고립유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친구관계를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
여 친구를 지명한 연결정도(Out-degree), 친구로부터 지명받은 연결
정도(In-degree) 결과를 조합하여 다음의 세가지 고립유형을 구성하

다. Niño & Ignatow(2016) 연구를 참고하여 고립유형을 사회회피
형 고립(Socially avoidant), 사회무관심 고립(Socially 
disinterested), 활동적 고립(Actively isolated)으로 구성하 고, 이를 
시각화하면 <그림 5>와 같다. 먼저 사회회피형 고립(<그림 5>의 ①)
은 학급 내 연결망에서 아무도 지명하지 않고 지명받지 않으면서 
(In-degree와 Out-degree 모두 0). 사회무관심형 고립(<그림 5>의 
②)은 학급 내 친구들로부터 지명을 받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도 지명
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In-degree>0, Out-degree=0). 활동적 고립
(<그림 5>의 ③)은 본인은 학급 내 친구를 지명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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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해주지 않는 경우이다(Out-degree>0, In-degree=0).

   ③ 기타변수

   사회인구학적 통제변수로는 성별, 학년 그리고 주관적 경제상태를 
모형에 포함하 다. 성별은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학년은 학교급과 학
년 변수를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은 1로, 고등학교 3학년은 6의 연속
변수로 모형에 적용된다. 주관적 경제상태 변수는 “자신이 생각하기
에 우리 집의 생활 형편이 어느 정도인 것 같나요? (금전적 부분)”라
는 질문에 대해 ‘(1) 상의 상’부터 ‘(6) 하의 하’까지 총 6개의 응답범
주를 연속변수로 모형에 적용하 다. 

   세부연구 Ⅱ에서는 아버지·어머니·친구와 유대관계와 외로움 변수
를 모형에 포함하 다. 이는 구조적 건강행태에 향을 주는 사회심
리적 향을 통제하여 구조적 고립유형의 효과를 더 정확하게 살펴보
기 위함이다(<표 5> 참조). 아버지·어머니·친구와의 유대관계에 대해
서는 세부 연구 Ⅰ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련 문항들을 통합하여 분석
에 적용하 다. 해당 문항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그림 5. 세부 연구 Ⅱ의 독립변수 : 친구관계 고립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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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아버지/어머니와 나
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나는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어머니
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
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총 5개의 응답범주로 구성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어머니에 대한 4개의 질문에 응답값을 합하
여 ‘아버지·어머니와 유대 관계’ 변수를 구성했다. 해당 변수는 최소 
4점, 최대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친
구와 유대 관계변수’는 “나는 친구들에게 내 문제에 관해 얘기할 때 
나 자신이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여겨진다”, “나는 내 친구들이 현재
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외로움을 느낀다”, “나는 내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
는 경우가 있다”, “내가 속상해할 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5개의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는 역코딩을 하 다.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 준다”는 변수는 응답값 그대로 활용하 다. 위
의 친구관계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
다(5)’로 최소 6점부터 최대 30점까지 점수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유
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외로움’ 변수는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
다’ 5개의 응답범주로 응답한 결과를 분석에 그대로 적용했다.

   자신의 학업성취도 변수는 직전 학기 기말고사 학급 등수와 당시 
학급 인원을 비율(학급 등수/학급 인원)로 구하여 값이 작을수록 성적
이 상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사교육 이용 시간을 분 단위
로 계산하여 연속변수로 분석에 포함하 다.

   학급 내 친구관련 변수로는 학급 내 친구에 한하여 ‘이성친구비
율’, ‘ 친구성적 이질성’, ‘친구성적수준’, ‘친구들 건강행태’로 구체화
하여 연구에 적용하 다. 구체적으로 ‘이성친구비율’은 자신이 지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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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성별5)이 모두 동일하면 0, 모두 다르면 최대값 1을 의미하는 
IQV(Index of Qualitative Variance)6) 값으로 적용하 다. 응답자가 
친구의 성적을 ‘상(1), 중(2), 하(3)’로 평가한 값7)을 활용하여 ‘학급 
내 친구 성적 이질성’을 IQV로 구한다(최소 0, 최대 1). 학급 내 친구
의 성적을 ‘상(1), 중(2), 하(3)’로 평가한 값의 평균을 구하여 ‘학급 
내 친구 성적수준’이란 변수로 적용하 다. 해당 변수는 값이 낮을수
록 성적이 좋다고 해석하면 된다. ‘친구들 건강행태’ 변수는 친한 친
구로 지명한 친구 중 특정 건강행태 속성을 지닌 경우가 2명 이상이
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하여 분석에 적용하 다. 가령, 친한 친구 
중 흡연하는 친구가 2명 이상이면 ‘친구들 건강행태’ 변수값이 1이 
되어 흡연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모형에 적용하 다. 

   외부친구 관련 변수는 ‘이성친구비율’, ‘ 친구성적수준’, ‘친구성적
이질성’, ‘외부친구 비율’로 세분화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 다. ‘외부 
이성친구비율’은 자신이 지명한 친구 중 외부친구의 성별 문항8)을 활
용하여 IQV(Index of Qualitative Variance) 값을 모형에 적용하
다(성별이 모두 동일하면 최소값 0, 모두 이질적이면 최대값 1을 가
짐). 또한 IQV 방식을 적용하여 ‘외부친구 성적 이질성’을 구하 다. 
외부친구의 성적을 응답자가 ‘상(1),중(2),하(3)’으로 평가9)하여 평균 
값을 구한 뒤 ‘외부친구 성적수준’이란 변수로 사용하 다. 해당 변수
는 값이 낮을수록 성적이 좋다고 해석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외부친
구 친구 비율’은 친한 친구로 지명한 친구의 총수 중 같은 학교가 아
닌 친구(외부 친구)의 수의 비율을 모형에 적용하 다. 

5) <그림 4 >의 14.b 문항
6) IQV=Total Observer Differences/Maximum Possible Differences 
7) <그림 4>의 14.d 문항 참조
8) <그림 4>의 14.b 문항 참조 
9) <그림 4>의 14.d 문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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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변수 변수설명

성별 1. 남학생(기준변수) 2. 여학생

학년 중1 부터 고3까지 연속변수(1-6)

아버지/어머니/친구와 
유대 관계

점수가 높을수록 유대관계가 좋음
부모님과 유대관계 (최소 4점, 최대 20점)
친구와 유대관계 (최소 6점, 최대 30점)

외로움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5점)
- 응답값이 높아질수록 외로움

학업성취도 지난 학기 기말고사 학급 등수/ 학급 인원 

사교육시간 일주일 간 사교육 받은 시간(분)

학급 내 친구

이성친구비율 지명 친구 중 학급 내 친구의 성별 IQV
(0-1, 1일수록 이질적 친구 분포)

친구 성적 이질성 지명 친구 중 학급 내 친구의 성적(상,중,하) IQV
(0-1, 1일수록 친구들 성적이 이질적 분포)

친구 성적 수준 지명 친구 중 학급 내 친구의 성적(상,중,하)의 평
균 (값이 낮을수록 성적이 우수함) 

친구들 건강행태 학급내 지명 친구 중 2명이상이 특정 건강행태 속
성을 지닌 경우 (속성이 있으면 1, 없으면 0)

외부친구 

이성친구비율 지명 친구 중 같은 학교가 아닌 친구의 성별 IQV
(0-1, 1일수록 이질적 친구 분포)

친구 성적 수준 지명 친구 중 같은 학교가 아닌 친구의 성적(상,
중,하)의 평균 (값이 낮을수록 성적이 우수함) 

친구 성적 이질성 지명 친구 중 같은 학교가 아닌 친구의 성적(상,
중,하)의 평균 (값이 낮을수록 성적이 우수함) 

외부친구 비율 지명 친구 중 같은 학교가 아닌 친구의 비율

표 5. 세부연구Ⅱ의 기타변수와 변수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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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석방법

   세부연구 Ⅱ는 친구관계에서의 고립이 청소년의 건강행태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속변수는 건강행태변수로 
건강위험행동(흡연, 음주, 헬멧미착용), 좌식행동(스마트폰시간, 게임시
간), 건강증진행동(신체활동, 수면시간)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건강행
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상호비교하기 위해 종속변수인 건강행태 변수
를 이진수(binary number) 형태로 활용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다차원적 고립유형이 건강행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다양한 
건강행태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에 적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로지스틱 회귀분석식
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종속변수 y는 각각의 건강행태이며, β1, β2, β3…는 x1,x2,x3 

(고립유형, 성별, 연령, 주관적 경제상태, 유대관계, 외로움, 학업성취
도, 사교육시간, 학급 내 친구특성, 외부친구 특성)에 대한 각각의 계
수값을 뜻한다.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고립의 유형을 구하기 위해서 친한 친구 
연결정도(In-degree와 Out-degree) 자료가 필요한데, 이는 친구 네
트워크 자료에서 Netminer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응답자에 대한 연
결정도를 추출하여 적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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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청소년의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행태에 관한 분석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이 되는 국내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표 6> 참조). 연구대상이 되는 3,703명 중 여학생은 
1,936명(52.3%)으로 남학생 1,767명(47.7%)보다 약간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학년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으로 전반적으
로 균등하지만, 학년별 응답 비중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고등학교 3
학년은 525명(14.2%), 중학교 2학년은 523명(14.1%)으로 전체 응답
자 중 비중이 가장 적고 중학교 3학년은 720명(19.4%), 고등학교 1학
년은 711명(19.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년별 응답분포
는 최소 14.1%에서 19.4%로 5% 내외의 분포 차이가 있다. 이러한 
비율은 층화표집 방식으로 표집을 추출하고 조사한 원자료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학급 내 친구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학급당 규모가 
20명 이상인 경우만 연구에 포함하 고 친구로 지명받아 연계(tie)는 
있지만, 학번을 기재하지 않은 337명에 대한 결측치 또한 분석에 포
함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정 결측치 10.6%가 발생했다. 이전 연
구(Valente, 2010)에서는 청소년 네트워크 자료에서 결측치는 30% 
이내를 통상적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볼 때, 본 
연구 자료는 양호한 수준으로 자료 구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성별로 교급 분포를 비교해 보면 남학생은 중학생인 경우가 많았
으며 여학생은 고등학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업 성취도는 
하위권(상위 60% 이하) 764명(20.6%), 중위권(상위 20~60%) 1,016명
(27.4%), 상위권(상위 20% 이내) 1,031명(27.8%)이 분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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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취도의 경우 항목 중 가장 낮은 응답률(75.9%)을 보 는데 이
는 청소년들에게 학업 성취도가 지닌 의미의 상징성과 민감성을 반
한 결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 분포는 큰 차이가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 친구와의 유대관계 정도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대상과 전반적으로 ‘좋음 이상’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친구
(82.4%), 어머니(77.9%), 아버지(64.5%) 순으로 ‘좋음 이상’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친구와의 정서적 거리가 가장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기의 친구관계 중요성을 지지해주는 결
과로 볼 수 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
정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비중이 약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네트워크 변수인 친한 친구라고 지명한 정도(Out-degree)와 친한 
친구로 지명받은 정도(In-degree)를 살펴보면 두 변수 모두 평균 
1.41로 같았다. 즉, 편차가 큰 편이었지만 학급 내 친한 친구를 평균 
2명 이내로 지명하고, 또한 그 정도 지명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친구를 지명한 정도는 한 명도 없는 경우부터 설문지에 기술할 수 있
는 최대 수치인 7명까지 다양했다. 지명하는 것과 달리 숫자 제약이 
없는 In-degree의 경우는 0부터 11명까지 지명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연결정도(Degree)를 성별에 따라 비교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를 덜 지명(Out-degree)하고 덜 지명 당하는(In-degree)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다양한 건강행태 중 친구관계 형성과 
관련된 건강행태를 파악하고자 건강위험행동, 좌식행동, 건강증진행동 
등 다양한 건강행태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건강위험행동
은 흡연, 음주,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경험에 대해서, 좌식행동은 대표
적인 스크린 활동인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게임시간에 대해서, 건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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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동은 신체활동, 주중 수면시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건강위험행동 중 흡연여부에 대해서는 약 3%(101명) 정도 흡연한
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이 남학생(85명)이다. 흡연에 대한 응답 결과는 
질병관리본부의 온라인 청소년 건강실태조사 결과(6.4%)보다 낮은 편
이다(질병관리본부, 2017).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흡연상태에 대한 서로 다른 측정
기준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아동·청소년 행복조사
의 경우 흡연을 ‘일주일 이내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흡연 경험’을 흡연
으로 정의하지만,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의 경우 최근 30일 동
안 1일 이상 흡연한 경우를 흡연으로 정의하 다. 즉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아동·청소년 행복조사 자료가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보다 
흡연 측정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흡연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청소년에게 흡연은 합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건강위험행동이라는 점에서 다소 과소 측정된 경향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의 청소년 중 560명(15.1%)은 지금까
지 두 번 이상의 음주경험 있다고 응답했다. 흡연과 마찬가지로 남학
생(21.1%)이 여학생(12.8%)보다 높은 음주행태를 보 다. 2017년 청
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는 청소년 음주율이 16.1%를 나타나 본 
연구대상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오토바이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탄 경우는 5.3%(198명) 다. 남학생(119명, 7.5%)이 여학
생(79명, 4.5%)보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토바
이를 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76명(7.5%) 중 헬멧을 안 쓴 청소년
은 71.7%나 된다. 태국의 청소년 1,755명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 
3회 이상 오토바이를 타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남학생은 72.7%, 
여학생은 64.4%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itaktong et al., 2004).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조사는 아니지만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서 안전띠 미착용률을 해마다 조사하고 있다. 해마다 안전띠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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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승용차나 택시 뒷좌석 안전띠 미착
용률은 중학생 64.1%, 고등학생 74.2%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질병관
리본부, 2016). 

   ‘스마트폰시간’과 ‘게임시간’ 통해 청소년이 하루 중 좌식행동에 
소모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902명(24.4%)이고 사용하지 않거나 4시간 이내로 
이용하는 청소년은 2,198명(59.4%)이었다. 청소년은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219명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다. 4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남학생 301명, 여학생 601명으로서, 여학생이 상대
적으로 오랜 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게임을 2시간 
이상 하는 경우는 1,067명(28.8%), 2시간 이하인 경우는 1,995명

(53.9%)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소년의 
 정도 매일 게임에 시간을 소

비하고 있다. 특히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경우에 있어 남학생(717
명, 67.2%)이 여학생(350명, 32.8%)보다 2배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게임에 할애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서는 주중과 주말, 학습목적 여부로 세분화하여 인터넷 이용시간을 
보고하고 있다. 그 결과 주중 학습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
은 평균 51.1분(표준편차 0.7), 학습목적 이외 인터넷 사용 시간 평균
은 80.5분(표준편차 0.7분)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6). 본 연
구 결과와는 측정 기준이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인터
넷, 스마트폰, 게임 등 스크린시청 형태의 좌식행동에 하루 평균 2시
간 이상 소모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증진행동에 있어 신체활동과 수면시간을 연구
모형에 적용하여 살펴보고 있다. 우선 신체활동의 일반적 특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시간 이상 주 5회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청
소년은 708명(21.4%)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603명(78.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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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러한 대상자의 특성은 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
사의 13.8%보다 상당히 많은 학생이 주 5회 이상 한 시간씩 신체활
동을 하는 특징을 보인다. 신체활동 역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연했
다. 남학생(504명, 71.2%)이 여학생(204명, 28.8%)보다 5일 이상 신
체활동을 하는 사례가 뚜렷하게 많았다. 주중 수면시간은 평균 6.4시
간으로 7시간 미만이면 1,613명으로 43.6%에 해당한다. 남학생(637
명, 40.4%)보다 여학생(770명, 44.1%)이 7시간 미만으로 주중에 수면
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온라인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도 주중 평
균 수면시간을 6.2시간으로 여학생은 평균 6시간, 남학생은 평균 6.6
시간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6).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
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건강행태와 친구관계 형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봄
으로써 친구관계에서 건강행태별 동질성(동종효과)을 살펴보고 친구 
관계 내에서 특정 건강행태를 지닌 청소년의 네트워크 지위(수신자효
과)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모형에 있어 사회인구학
적 요인, 유대관계, 학업성취도를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친구관계의 구조적 측면의 건강행태 효과를 자세히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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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여학생(%) 남녀 모두(%) 전체 N(%)
사회인구학

성별 남성 

여성
1,767
(47.7)

1,936
(52.3)

3,703
(100.0)

학년

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고 3

331(18.7)
282(16.0)
332(18.8)
287(16.2)
288(16.3)
247(14.0)

253(13.1)
241(12.4)
388(20.0)
424(21.9)
352(18.2)
278(14.4)

584(15.8)
523(14.1)
720(19.4)
711(19.2)
640(17.3)
525(14.2)

3,703(100.0)

학업성취도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382(27.3)
504(36.1)
511(36.6)

382(27.0)
512(36.2)
520(36.8)

764(20.6)
1,016(27.4)
1,031(27.8)

2,811(75.9)

사회적 유대관계 

아버지와유대관계 보통이하 343(22.6) 451(27.1) 794(21.4)
3,182(85.9)

좋음이상 1,176(77.4) 1,212(72.9) 2,388(64.5)

어머니와유대관계 보통이하 164(10.7) 183(10.8) 347(9.4)
3,230(87.2)

좋음이상 1,368(89.3) 1,515(89.2) 2,883(77.9)

친구와 유대관계 보통이하 118(7.6) 131(7.5) 249(6.7)
3,301(89.1)

좋음이상 1,443(92.4) 1,609(92.5) 3,052(82.4)
네트워크변수
Outdegree Mean(SD) 1.43(1.69) 1.19(1.46) 1.41(1.66) 3,703(100.0)
Indegree Mean(SD) 1.43(1.58) 1.19(1.24) 1.41(1.49) 3,703(100.0)
건강행태 변수

흡 연 주1회 이상 안함 1,508(85.3) 1,733(89.5) 3,241(97.0)
3,342(90.3)

주1회 이상 함 85(4.8) 16(0.8) 101 (2.7)

음주 2번 미만 경험 1,257(78.9) 1,525(87.2) 2,782(75.1)
3342(90.3)

2번 이상 경험 337(21.1) 223(12.8) 560(15.1)

오토바이헬멧
미착용

미착용경험없음 1,476(92.5) 1,675(95.5) 3,151(85.1)
3349(90.4)

미착용경험 119(7.5) 79(4.5) 198(5.3)

스마트폰시간 4시간 이하 1,145(79.2) 1,053(63.7) 2,198(59.4)
3,100(83.7)

4시간 이상 301(20.8) 601(36.3) 902(24.4)

게임시간 2시간 이하 817(53.3) 1,178(77.1) 1,995(53.9)
3062(82.7)

2시간 이상 717(46.7) 350(22.9) 1,067(28.8)

신체활동 주 5일 이하 1,082(61.2) 1,521(78.6) 2,603(78.6)
3,311(89.4)

주 5일 이상 504(28.5) 204(10.5) 708(21.4)

수면시간
7시간 미만 637(40.4) 976(55.9) 1,613(43.6)

3324(89.8)
7시간 이상 941(59.6) 770(44.1) 1,711(46.2)

표 6.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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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행태 연관성

   친구관계 형성에 있어 내생적 구조효과(Endogenous structural 
effect)가 발생하는데, 관련 파라미터들은 네트워크 구조 특성의 이해 
이해를 돕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친구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내에서 자체적으로 형성되고 향을 주는 파라미
터들을 성별, 학년별, 고립여부에 따라 살펴보고 청소년 친구 관계 형
성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표 7> 참조). 본 연구에서 살펴본 내생적 
구조효과 파라미터로는 호혜성, 인기도, 확산경향, 경로폐쇄성이다. 

   4개의 파라미터 중 호혜성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가장 큰 추정
치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만, 남학생 간의 호혜성에 비해서 
여학생 간의 상호 지명이 친구관계 형성 확률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전체 네트워크의 경우 이보다 더 큰 
추정치를 보여 친구관계 형성에 있어 가장 큰 향을 주는 구조효과
는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다음으로 큰 
효과를 내는 파라미터로는 경로폐쇄성인데, 경로폐쇄성은 ‘친구의 친
구가 곧 나와 친구가 된다’는 파라미터로 친구관계 형성에 있어 결국 
주변 친구들의 기여로 친구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실제 추정치의 
값을 계산했을 때10) 남학생 간의 경로폐쇄성이 여학생 간 경로폐쇄성 
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 전체 네트워크의 경로폐쇄성
보다도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도 역시 친구관계 형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파라미터로 확인되었다. 즉 친구
들로부터 친한 친구로 지명을 많이 받을수록 친구관계 형성 확률이 

10) ERGM에서 파라미터의 추정치(estimate)는 로짓분석의 추정치(estimate)와 동일
한 방식으로 구해짐. 가령 동종효과의 경우 동질그룹이 이질그룹에 비해 몇 배의 
관계형성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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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여학생, 남학생-남학생 ,전체 순으로 
인기도 추정치가 높았다. 확산경향은 친구들을 지명하는 경향을 의미
한다. 원활한 관계성과 연결망에서 배제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여
러 친구와 관계를 형성하려는 경향을 뜻한다. 전체 연결망에서는 내
생적 구조효과 파라미터보다는 향력이 제일 적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친구관계의 양적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동성 간 
연결망에서는 확산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Parameter
남학생 여학생 전체

β exp β exp β exp

Edges -7.58*** 0.00 -7.70*** 0.00 -8.45*** 0.00 

호혜성(reciprocity) 3.65*** 38.47 5.25*** 190.57 6.02*** 411.58 

인기도(popularity) 0.41*** 1.51 0.45*** 1.57 0.37*** 1.45 

확산경향(spread pattern) 0.22 1.25 0.07 1.07 0.20*** 1.22 

경로폐쇄성(Balance) 2.96*** 19.30 2.58*** 13.20 2.78*** 16.12 

표 7. 청소년 친구 네트워크의 내생적 구조효과

   청소년의 친구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호혜성, 경로폐쇄성, 인기
도는 남녀 전체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의 네트워크 형성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양적 효과를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확장경향
의 경우는 전체 네트워크와 달리 동성 간의 네트워크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청소년 네트워크 구조효과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두 유의미한 수준에서 친
구관계 형성에 향을 주는 다른 파라미터들이라 할지라도 성별에 따
라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의 내생적 구조(호혜성, 인기도, 확산경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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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폐쇄성), 성별, 학년, 유대관계(아버지·어머니·친구) 등 개인속성, 성
별, 학년, 학업성취도에 대한 동종효과를 기본모형으로 구성한다. 기
본모형에 다양한 건강행태의 동종·수신자·발신자효과를 포함하여 친구
관계 형성에 어떤 향을 주는지를 기본모형과 비교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위험행동으로 흡연, 음주, 헬멧 미착용, 좌식행동으로는 스
마트폰시간, 게임시간을, 건강증진행동으로는 신체활동, 수면시간까지 
총 7개의 건강행태 효과를 분석하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학생-남학생, 여학생-여학생, 남학생-여학생 
친구 네트워크의 성별에 따라(성별효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에 따라(학년 효과), 학급 친구네트워크 내 고립 여부
에 따라(고립 효과) 연구대상을 구분하여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행태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부록>으
로 별도 첨부하 다(<부록> 1-7). 

  1)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행태 연관성

   기본 모형(내생적 구조, 개인수준 변수(성별·학년·유대관계), 동종
효과(성별·학년·학업성취도)가 포함된 모형)과 각각의 건강행태별 동종
효과, 수신자·발신자 효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먼
저 내생적 구조 효과에 있어 서로 친구로 지명하는 호혜성은 관계 형
성의 가장 큰 향을 미친다. 음주, 헬멧미착용, 스마트폰시간, 게임
시간, 수면시간이 포함된 모형들은 기본모형의 호혜성(exp=384.04)에 
비해 관계 형성에 낮은 기댓값(exp 범위 34.9 ~ 83.2)을 보이고 친구

관계 형성확률을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로 친

구가 되는 호혜적 관계에 이러한 건강행태 속성이 그 효과를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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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만, 건강행태의 속성으로 인해 전체적인 관계형성정도(Edges)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내 구조적 위치를 의미하는 인기도와 확산경향은 기본모
형과 비교할 때 건강행태 효과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친구의 친구가 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경로폐쇄성의 경우, 기본 모
형(exp=10.04)보다 건강행태가 포함된 모형에서 더 높은 기댓값을 보

다. 특히 흡연, 헬멧미착용, 스마트폰시간, 신체활동, 수면시간이 포
함된 모형에서 1.6배부터 2배 이상 ‘친구의 친구’와 관계 형성 가능성
이 높았다. 즉 이들 건강행태가 관계의 폐쇄성을 촉진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개인적 속성의 차이가 관계 형성 정도에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아버지·어머니·친구 유대관계
를 모형에 적용하 다. 기본 모형의 경우 성별에 따른 관계 형성 차
이가 유의한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나 흡연의 경우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관계 형성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헬멧
미착용, 스마트폰 시간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친
구 관계 형성을 더 적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 모형의 경
우 학년이 증가할수록 친구관계 형성이 적다는 것을 유의미한 수준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신체활동이 
각각 포함된 모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스마트폰시간이 포
함된 모형에서만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 형성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모형에서는 아버지와 유대관계가 좋은 경우 친구관계 
형성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대부분 건강행태가 포함된 모형에서는 아
버지와 유대관계가 친구관계 형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음주가 포함된 모형에서는 아버지와의 유대관계가 좋은 경우, 
더 적은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모형에서는 
어머니와의 유대관계가 친구 관계형성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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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그렇지만 음주, 헬멧미착용, 게임시간, 수면시간이 각각 포함
된 모형에서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은 경우 더 많은 친구와 관계를 형
성하고 있다. 친구와 유대관계는 기본모형을 포함하여 모든 모형에서 
친구관계 형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6.7% 이하 청소년이 
친구와의 유대관계를 보통이하로 응답했고 이는 거꾸로 생각하면 대
부분 청소년이 원만한 친구관계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유대관계 특징이 실제 친구 관계 형성 자체에 큰 향
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기본모형에서는 성별과 학년에 있어 유유상종 경향이 관계 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취도는 관계 형성에 유의한 향
을 주지 않는다. 건강행태를 포함한 모든 모형 역시 성별과 연령 동
종효과가 기본모형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에서 관계 형성에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헬멧미착용, 게임시간에 대한 건강행태가 
포함된 각각의 모형만 학업성취도 동종효과가 관계형성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행태효과 중 동종효과를 나타내는 건강행태는 헬멧미착용, 스
마트폰시간의 경우 끼리끼리 친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
다. 네트워크 내에서 인기를 의미하는 수신자효과의 경우, 흡연, 헬멧
미착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흡연을 하는 
청소년이 비흡연 친구로부터 지명을 받아 친구관계를 형성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헬멧미착용을 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친구로부터 지명을 받아 친구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다. 즉, 흡연, 헬멧미착용을 하는 청소년은 친구관계에서 인
기가 높아 친구들에게 향을 줄 확률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건
강행태 발신자효과를 보인 모형은 헬멧미착용 뿐이다. 헬멧미착용 경
험이 있는 청소년이 미착용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친구로 지명할 때 
관계 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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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기본모형     흡연 음주 헬멧미착용 스마트폰시간 게임시간 신체활동 수면시간
β exp β exp β exp β exp β exp β exp β exp β exp

Endogenous 
Structural Effect
Edges -7.02 *** 0.00 -7.13 *** 0.00 -7.85 *** 0.00 -7.77 *** 0.00 -8.27 *** 0.00 -8.29 *** 0.00 -6.91 *** 0.00 -7.71 *** 0.00 
호혜성 5.95 *** 384.04 5.53 *** 253.24 3.28 *** 26.63 3.55 *** 34.90 3.48 *** 32.52 3.86 *** 47.44 5.36 *** 212.51 3.98 *** 53.46 
인기도 0.35 *** 1.42 0.26 *** 1.30 0.39 *** 1.48 0.43 *** 1.54 0.44 *** 1.55 0.44 *** 1.55 0.36 *** 1.44 0.40 *** 1.50 

확산경향 0.13 * 1.13 0.08 1.08 0.07 1.07 0.09 1.09 0.17 ** 1.18 0.10 † 1.11 0.12 * 1.13 0.21 ** 1.23 

경로폐쇄성 2.31 *** 10.04 2.78 *** 16.15 2.60 *** 13.49 3.05 *** 21.14 2.89 *** 18.04 2.59 *** 13.27 2.29 9.84 2.81 *** 16.57 

Individual difference 　 　 　 　 　

성별 (ref： 남학생) 0.04 1.05 0.07 * 1.07 0.03 1.03 -0.06 * 0.94 -0.07 * 0.94 -0.03 0.97 -0.05 0.95 0.00 1.00 

학년 -0.02 * 0.98 -0.02 † 0.98 0.01 1.01 -0.02 ** 0.98 0.01 † 1.01 0.01 1.01 -0.02 * 0.98 0.00 1.00 

아버지와 유대 관계
:좋음이상(ref: 좋음이하) 0.09 * 1.10 0.05 1.05 -0.08 † 0.93 -0.01 0.99 -0.01 0.99 0.01 1.01 -0.01 0.99 0.00 1.00 

어머니와 유대 관계
:좋음이상 (ref: 좋음이하) -0.04 0.96 -0.05 0.95 0.10 † 1.10 0.13 * 1.13 0.04 1.04 0.11 * 1.11 0.05 1.05 0.11 † 1.12 

친구와 유대 관계
:좋음이상(ref: 좋음이하) -0.07 0.93 0.07 1.07 -0.04 0.97 0.03 1.03 0.07 1.08 0.06 1.06 0.00 1.00 0.00 1.00 

Homophily
성별 동종효과 0.56 *** 1.75 0.43 *** 1.54 0.50 *** 1.65 0.54 *** 1.71 0.51 *** 1.66 0.63 *** 1.87 0.62 *** 1.87 0.51 *** 1.66 
학년 동종효과1) -1.05 *** 0.35 -1.05 *** 0.35 -1.08 *** 0.34 -1.08 *** 0.34 -1.05 *** 0.35 -1.06 *** 0.35 -1.06 *** 0.35 -1.11 *** 0.33 
학업성취도 동종효과 0.08 1.08 0.00 1.00 0.04 1.04 0.13 * 1.14 0.04 1.04 0.18 *** 1.20 0.03 1.03 0.05 1.05 

Health Behavior Effect
건강행태 동종효과 0.02 　 1.02 0.10 　 1.11 0.66 *** 1.93 0.11 * 1.12 0.04 　 1.04 -0.02 0.98 0.03 　 1.03 
건강행태 수신자효과 0.65 ** 1.91 0.02 　 1.03 0.79 *** 2.20 -0.02 　 0.98 0.08 　 1.08 0.10 1.11 -0.04 　 0.96 
건강행태 발신자효과 0.15 　 1.17 0.03 　 1.03 0.89 *** 2.44 0.07 　 1.07 0.08 　 1.08 -0.07 0.94 -0.10 　 0.91 

†< 0.1    * < 0.05    ** < 0.01    *** < 0.001
1) 학년 동종효과에서 β 값이 (-) 인 경우 ‘학년 간의 차이가 없다’는 의미를 지님. 따라서  (-) 값을 가질 때 학년 동종효과가 친구관계 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됨.
ref : reference 값을 의미함

표 8. ERGM 추정결과 -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행태 연관성 (전체) 



- 73 -

  2)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행태 연관성 : 성별효과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 네트워크는 남학생-남학생, 여학생-여학생 
그리고 남학생-여학생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다.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행태 연관성에 있어 성별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네트워크
를 내생적 구조효과변수, 개인차원 변수(학년, 유대관계), 학년과 학업
성취도에 대한 동종효과 변수 그리고 각각의 건강행태 동종효과, 수
신자·발신자효과를 포함하여 건강행태와 친구관계 형성 관련성을 살
펴보았다. 성별 건강행태 효과 비교를 위해서 본 모형에서 건강행태
효과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표 9> 참조).
   남학생-남학생 네트워크의 경우 흡연, 음주, 헬멧미착용, 게임시
간, 수면시간에 대한 동종효과가 유의한 수준에서 나타났다. 남학생 
간의 네트워크는 흡연과 음주와 같은 건강위험행동 뿐 아니라 수면시
간과 같은 건강증진행동에서도 동종효과가 관계형성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헬멧미착용 행동에 있어 동종효과가 남학생 간 
네트워크에서 나타났지만, 학급 내 친구관계 형성을 촉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학생에게 있어 헬멧 미착용과 같은 위
험감수 행동의 경우 학급 내 친구 관계와 관련성보다는 외부친구 혹
은 선후배 등 다른 사회맥락적 향이 더 큰 것으로 짐작된다. 흡연
하는 경우, 음주경험 2회 이상 있는 경우, 스마트폰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주중 7시간 이상 수면하는 속성을 가진 남학생이 남
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헬멧미착용 경
험이 있는 경우,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는 경우는 관계 형성을 
촉진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활발하게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발신자효과의 경우, 흡연이나 음주경험(2회이상)이 있는 남학생
이 그렇지 않은 남학생과 친구관계를 형성할 경향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헬멧미착용, 주중 7시간 이상 수면시간의 속성을 지



- 74 -

닌 남학생은 건강행태 속성이 다른 친구와 관계형성이 잘 맺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학생-여학생 네트워크에서는 흡연, 스마트폰시간, 수면에서 동종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흡연의 동종효과는 친구관계 형성을 2배 이상
의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행태 수신자효과에 있어서 주중 
수면시간이 7시간 이상인 경우 여학생은 여학생간 네트워크에서 인기
가 있고, 이와 같은 건강행태에 있어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 네트워크 내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여학생은 친구
로부터 지명을 받아 관계 형성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시간이 긴 여학생은 스마트폰을 덜 사용하는 청소년을 지명
한다고 친구관계 형성이 잘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학생- 여학생 네트워크에서는 헬멧미착용, 신체활동, 수면시간에 
있어 동종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건강행태의 동
종효과는 친구관계를 촉진 시킨다. 이성 간 네트워크에서 오토바이 
헬멧미착용의 경우 네트워크 내 높은 지위를 나타내고 헬멧미착용에 

향을 준다. 또한 본 연구 결과 헬멧미착용 경험은 이성 친구에게 
더욱 잘 확산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활동의 경우 수신
자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주 5회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청
소년이 주 5회 이상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이성 청소년의 친구관계 
형성에 성공할 확률이 높으며, 이는 신체활동 확산의 가능성을 높이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중 수면을 7시간 이상인 청소년의 경우 
이성간 네트워크에서 동질적인 속성을 보이고 관계형성 확률을 증가
시켰다. 하지만 수신자효과는 유의한 수준에서 친구관계 형성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7시간 이상 수면하는 이성 친구가 학급 내에
서 인기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별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 앞에서 살펴본 전체 네트워
크와도 다른 건강행태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정 네트워크에서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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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는 건강행태도 있었다. 남학생 간 네트워크에서는 스마트폰
과 신체활동을 제외한 대부분 건강행태에서 동종효과가 발생했지만 
여학생 간 네트워크에서 흡연과 스마트폰시간, 수면시간에 한해서, 이
성 간 네트워크에서 헬멧미착용, 신체활동, 수면시간의 동종효과가 친
구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전체 네트워크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동종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성별 네트워
크에서 동종효과가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
은 성별 네트워크에서 수신자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렇지만 동성 간 네트워크에서는 수면시간에 대해 수신자효과가 나타
났지만, 이성간 네트워크에서는 7시간 이상 잠을 자는 것이 친구관계 
형성에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헬멧미착용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헬멧미착용에 있어 남성과 이성 네트워크에
서 정반대의 수신자효과를 보 다. 남성 네트워크에서는 헬멧미착용
이 인기 없는 친구의 행위로 인식되지만, 이성 네트워크에서는 정반
대로 인기 있는 아이들의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즉 같은 건강행태일
지라도 동성과 이성 친구관계 네트워크 지위 및 관계 형성에 서로 다
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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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흡연 음주 헬멧미착용 스마트폰시간 게임시간 신체활동 수면시간
β exp β exp β exp β exp β exp β exp β exp

남학생- 남학생
건강행태 동종효과 0.44 *** 1.55 0.09 † 1.09 -1.65 *** 0.19 0.04 1.04 0.15 ** 1.17 0.08 1.08 0.22 *** 1.25 

건강행태 수신자효과 0.59 *** 1.80 0.37 *** 1.45 -1.94 *** 0.14 0.15 . 1.16 -0.22 *** 0.80 0.07 1.07 0.16 *** 1.17 

건강행태 발신자효과 0.32 * 1.38 0.16 *** 1.17 -1.66 *** 0.19 0.04 1.04 -0.05 0.95 0.01 1.01 -0.10 * 0.91 

여학생- 여학생

건강행태 동종효과 0.89 * 2.44 0.08 　 1.09 0.37 1.45 0.21 *** 1.24 0.01 　 1.01 0.13 　 1.13 0.16 * 1.08 

건강행태 수신자효과 0.84 　 2.32 -0.02 　 0.98 0.24 1.27 -0.11 † 0.90 -0.14 　 0.87 0.13 　 1.14 0.11 † 1.07 

건강행태 발신자효과 0.57 1.77 0.07 　 1.07 0.16 1.17 -0.27 *** 0.77 -0.14 　 0.87 0.09 1.10 0.01 　 1.06 

남학생- 여학생
건강행태 동종효과 0.13 　 1.14 0.10 　 1.10 0.76 ** 2.15 0.18 　 1.20 0.10 　 1.11 0.38 ** 1.47 0.37 * 1.45 

건강행태 수신자효과 0.24 　 1.27 0.32 * 1.37 0.85 ** 2.33 0.16 　 1.17 -0.03 　 0.97 -0.17 　 0.84 -0.53 ** 0.59 

건강행태 발신자효과 0.16 　 1.17 0.07 　 1.07 0.56 * 1.74 -0.21 　 0.81 -0.08 　 0.93 0.41 ** 1.50 -0.04 　 0.96 

† < 0.1    * < 0.05    ** < 0.01    *** < 0.001
- 본 모형은 성별 친구관계 네트워크를 분석 대상을 구분한 뒤, 건강행태효과 뿐 아니라 내생적 구조효과 변수(호혜성, 인기도, 확산경향, 경로폐쇄성), 개인차원변수(학년·아

버지·어머니·친구 유대관계), 동종효과(학년, 학업성취도)를 함께 반 한 ERGM 모형임.

표 9. ERGM 추정결과 -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행태 연관성 (성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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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행태 연관성 : 학년효과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행태 연관성에 있어 학년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각 학년 네트워크를 내생적 구조효과변수, 개인차원 변수(학년, 
유대관계), 학년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동종효과 변수 그리고 각각의 
건강행태 동종효과, 수신자·발신자효과를 포함하여 건강행태와 친구관
계 형성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학년별 건강행태 효과 비교를 위해서 
본 모형에서 건강행태효과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표 
10> 참조).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음주, 헬멧미착용, 신체활동에 있어 발신자
효과가 나타났다. 음주, 헬멜미착용, 신체활동을 하는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의 경우 같은 반 친구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친구관계를 형성하
는 경향이 강하고 친구관계로 이어질 확률 역시 높았다. 즉 해당 건
강행태의 속성이 학급 내 친구관계에서 확산 여지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네트워크에서는 게임시간, 신체활동, 수면시간에 대
해 비슷한 친구끼리 관계를 형성하는 동종효과가 발생하여 친구관계 
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2학년 친구네트워
크에서 흡연, 신체활동, 7시간 이상 수면하는 청소년이 높은 인기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하루 4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청소년
은 오히려 인기가 없어 관계형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발신
자효과를 보면 게임을 하루 2시간 이상 하는 친구가 그렇지 않은 친
구보다 관계가 형성될 확률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하루 2
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친구가 활발하게 친구를 맺고자 할 때, 관계
를 맺는 친구들의 게임시간 역시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신
체활동에 대한 발신자효과 역시 친구관계 형성을 촉진함을 알 수 있
다. 반면 수면시간의 발신자효과가 오히려 친구관계 형성을 감소시키



- 78 -

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하루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좌식행동만이 
관계 형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수신자효과가 나타났다. 게임을 오
래 하는 청소년의 경우 친구관계 구조에서 소외되는 경향을 알 수 있
다. 
   고등학교 1학년 네트워크의 경우 음주, 게임시간, 신체활동, 수면
시간에서 유의미한 동종효과를 나타냈다. 신체활동의 경우를 제외하
고 이러한 건강행태 속성 여부에 따라 동질적 관계는 친구관계 형성
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의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는 
신체활동 동종효과가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등
학교 1학년 네트워크에서는 신체활동에 대한 동질성이 관계 형성을 
감소시키는 향을 주었다.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청소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신체활동
이 학급 내 친구끼리 관계를 도모하는 건강행태보다는 외부 관계, 개
인적 행태 등 변화를 보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친
구 네트워크에서 하루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 네트워크에서는 게임시간은 신체활
동과 정반대 효과를 보인다. 신체활동은 친구들 내에서 인기가 없지
만, 게임시간은 동종효과와 수신자효과 모두 관계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이 학급 내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지만 실제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급이 전환된다는 시점
에서, 청소년은 고등학교에 와서 친구관계를 새롭게 형성해야 하는 
사회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네트워크 내 높은 지위와 관련 
있는 건강행태는 게임(하루 2시간 이상)을 하는 청소년이었으며, 건강
증진 행동인 신체활동은 오히려 인기가 없는 청소년의 속성임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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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음주에 있어 동종효과를 보이며, 오토바이 
헬멧미착용을 하는 청소년이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다른 건강행태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네트워크에서 건강행태에 따른 동종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와 주중 수면시간이 7시
간 이상인 청소년들은 학급 내 친구관계에서 인기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중 건강행태 효과가 두드러진 
학년은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렇지만 두 학년은 상
반된 건강행태 효과가 나타났다. 청소년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과 신체활동에 있어 상반된 향을 보 다. 중학교 2
학년의 경우 게임활동이 학급 내 인기가 없었다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인기 있는 속성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
면, 신체활동은 중학교 2학년 경우는 신체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네트
워크 내 인기가 있었으나, 고등학교 1학년 네트워크에서는 신체활동
하는 청소년이 친구로부터 지명받지 못하는 경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충분한 수면시간을 갖는 것이 역시 중학교 2학년에서는 인기 
있는 청소년의 특징 중 하나 다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인기 없는 
청소년의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음주의 경우 고등학교 1, 2학년 
네트워크에서 동종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중학교
와 고등학교의 특성이 다르고 각 교급 학년에 따라 요구되는 과업과 
적응수준 또한 차이가 있다. 학년에 따라 건강행태는 친구관계 형성
에 서로 다른 향을 주고 같은 건강행태라 할지라도 학년에 따라 상
반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 80 -

parameter 흡연 음주 헬멧미착용 스마트폰시간 게임시간 신체활동 수면시간
β exp β exp β exp β exp β exp β exp β exp

중1
건강행태 동종효과 0.21 1.24 0.27 1.30 0.37 1.45 0.09 1.09 0.00 1.00 0.07 1.07 0.24 1.27 

건강행태 수신자효과 0.17 1.19 0.11 1.11 -0.01 0.99 -0.07 0.93 0.04 1.04 -0.01 0.99 -0.20 0.82 

건강행태 발신자효과 -0.61 0.54 0.82 *** 2.26 0.67 ** 1.95 -0.13 0.88 0.03 1.03 0.17 * 1.19 0.02 1.02 

중2  

건강행태 동종효과 0.08 1.08 0.18 1.20 0.12 1.13 0.05 1.05 0.10 ** 1.10 0.12 ** 1.13 0.20 ** 1.23 
건강행태 수신자효과 0.76  * 2.14 0.01 1.01 0.25 1.28 0.04 1.04 -0.09 * 0.91 0.11 * 1.12 0.12 † 1.13 
건강행태 발신자효과 -0.44 0.64 0.23 1.25 -0.02 0.98 0.03 1.03 0.14 *** 1.15 0.08 * 1.08 -0.24 *** 0.78 

중3
건강행태 동종효과 0.15 1.16 0.07 1.07 0.15 1.16 0.07 1.07 0.06 1.06 -0.14 0.87 0.05 1.05 

건강행태 수신자효과 0.16 1.18 0.15 1.16 -0.20 0.82 0.01 1.01 -0.15 † 0.86 -0.23 0.79 -0.26 0.77 

건강행태 발신자효과 -0.06 0.94 -0.12 0.89 0.35 1.41 0.11 1.11 0.09 1.10 0.02 1.02 -0.08 0.92 

고1
건강행태 동종효과 0.54 1.71 0.30 * 1.35 -0.05 0.95 0.06 1.06 0.19 * 1.21 -0.34 ** 0.71 0.16  † 1.17 

건강행태 수신자효과 -0.22 0.80 0.16 1.18 -0.07 0.93 0.02 1.03 0.17 * 1.19 -0.35 ** 0.71 0.00 1.00 

건강행태 발신자효과 0.73 2.07 0.14 1.15 -0.14 0.87 -0.27 ** 0.76 0.09 1.10 -0.25 † 0.78 -0.11 0.90 

고2
건강행태 동종효과 0.10 1.10 0.23 ** 1.26 0.26 1.29 0.04 1.05 0.04 1.04 0.06 1.06 0.12 1.12 

건강행태 수신자효과 -0.09 0.92 0.08 1.09 0.42  * 1.52 0.01 1.01 -0.09 0.91 -0.03 0.97 -0.07 0.93 

건강행태 발신자효과 0.07 1.07 0.09 1.10 -0.09 0.91 -0.09 0.91 0.11 1.12 -0.01 0.99 -0.01 0.99 

고3
건강행태 동종효과 -0.08 0.92 -0.03 0.97 -0.26 0.77 0.11 1.11 0.08 1.08 -0.24 0.79 0.12 1.13 

건강행태 수신자효과 -0.05 0.95 -0.01 0.99 0.04 1.04 -0.10 0.91 -0.04 0.96 -0.45 * 0.64 -0.18 † 0.83 
건강행태 발신자효과 0.12 1.12 0.13 1.14 -0.05 0.95 0.11 1.12 -0.06 0.94 -0.16 0.86 0.03 1.03 

 † < 0.1    * < 0.05    ** < 0.01    *** < 0.001
- 본 모형은 학년 별 친구관계 네트워크를 분석 대상을 구분한 뒤, 건강행태효과 뿐 아니라 내생적 구조효과 변수(호혜성, 인기도, 확산경향, 경로폐쇄성), 개인차원변수(성별·

아버지·어머니·친구 유대관계), 동종효과(성별, 학업성취도)를 함께 반 한 ERGM 모형임.

표 10. ERGM 추정결과 -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행태 연관성 (학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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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행태 연관성 : 고립효과

   본 연구에서 고립의 기준은 세부연구 Ⅱ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내에서 서로 지명을 한 경우(호혜적 관계)나 본인도 지명하고 타인으
로부터 지명을 받은 경우가 없다면 고립 상태로 정의한다. 즉 본 연
구에서는 아무에게 지명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지명받지 않는 완전 고
립뿐 아니라 지명을 받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지명하지 않는 경우, 또 
지명은 했지만, 누구도 자신을 지명하지 않는 경우 모두 고립에 포함
된다. 이와 같은 고립 여부에 따라 각각의 청소년의 친구 네트워크를 
구분한 뒤 기본모형에 각각의 건강행태효과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표 11> 참조). 
   고립상태에 있는 청소년 네트워크에서는 수면시간에서 동종효과가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학급 내 상호관계 없이도 가능한 건강행태라는 
특성이 있다. 주중 7시간 이상 수면은 권장되는 바람직한 건강행태 
중 하나이다. 고립된 관계에서 수신자효과를 보이는 건강행태는 없었
다. 발신자효과는 스마트폰시간에서 부적 효과를 나타냈다. 고립 상태
에 있으면서 스마트폰을 장시간 하는 친구는 관계를 맺고 싶어도 맺
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고립 네트워크에서는 스마트폰시간에 있어 동종효과, 수신자효
과, 발신자효과가 모두 나타났다. 음주는 수신자효과를 보 다. 즉 사
회통합 측면에서 볼 때 장시간 비신체활동인 스마트폰시간의 동종효
과와 수신자효과는 네트워크 내 건강지향적 문화 확산을 방해한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청소년끼리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기 때
문에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과 관계 형성하는 기회
를 놓치게 된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시간은 비고립 친구 네
트워크 내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스마트폰
을 오랜 시간 사용하는 친구관계로 부터 벗어나기를 더 어렵게 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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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스마트폰 사용과 같은 좌식행동의 확산경향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립되지 않은 관계에서도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좌
식행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오히려 고립관계보다 더 강력하게 건강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비고립 네트워크에서는 
건강위험행동 중 하나인 음주에 대해 동종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의 스마트폰시간과 달리 음주경험은 동종효과
는 없지만, 네트워크 내에서 인기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
주’가 사회성이 높은 건강행태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음주를 중심으
로 동종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주에 대한 또래 규범 형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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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흡연 음주 헬멧미착용 스마트폰시간 게임시간 신체활동 수면시간
β exp β exp β exp β exp β exp β exp β exp

고립
건강행태 동종효과 0.60 1.83 0.13 1.14 0.39 1.48 0.04 1.04 0.02 1.02 -0.05 0.95 0.40 ** 1.49 

건강행태 수신자효과 0.61 1.85 0.05 1.06 0.09 1.09 0.07 1.07 -0.04 0.96 -0.19 0.83 -0.07 0.93 
건강행태 발신자효과 0.49 1.63 0.28 1.32 0.32 1.38 -0.30 * 0.74 0.15 1.17 0.25 . 1.28 -0.02 0.98 

비고립
건강행태 동종효과 -0.13 　 0.88 0.05 　 1.05 -0.12 　 0.89 0.39 *** 1.48 -0.01 　 0.99 -0.08 　 0.92 0.11 　 1.12 

건강행태 수신자효과 0.38 　 1.46 0.24 * 1.27 -0.09 　 0.91 0.17 * 1.19 -0.04 　 0.96 -0.09 　 0.91 0.05 　 1.05 
건강행태 발신자효과 -0.08 　 0.92 0.15 　 1.16 -0.05 　 0.95 0.13 * 1.14 -0.07 　 0.93 0.05 　 1.05 0.03 　 1.03 

† < 0.1    * < 0.05    ** < 0.01    *** < 0.001
- 본 모형은 학년 별 친구관계 네트워크를 분석 대상을 구분한 뒤, 건강행태효과 뿐 아니라 내생적 구조효과 변수(호혜성, 인기도, 확산경향, 경로폐쇄성), 개인차원변수(성별·

학년, 아버지·어머니·친구 유대관계), 동종효과(성별, 학년, 학업성취도)를 함께 반 한 ERGM 모형임.

표 11. ERGM 추정결과 -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행태 연관성 (고립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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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행태 연관성에 대한 고찰

   친구 네트워크는 청소년기 건강행태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파악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mith & Christakis, 2008). 
Centola(2011)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건강행태
에 대한 동질성이 건강결과에 독립적이고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확산 촉진을 위해서는 관계 내 동질성뿐 아니라 네트워크 
차원에서 높은 지위가 요구된다(Rogers, 2010). 본 연구는 이러한 기
존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청소년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건강행태 동
종효과와 건강행태 속성을 지닌 청소년의 네트워크 내 지위를 파악하
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위험행동, 좌식행동, 건강증진행동으로 
건강행태를 세분화한 뒤 건강위험행동에는 흡연, 음주,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을, 좌식행동에는 스마트폰시간, 게임시간을 그리고 건강증진 
행동에는 신체활동,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건강행태에 대한 동
종효과와 네트워크 수신자효과(인기)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러한 건강
행태 효과를 성별, 학년별, 고립 여부에 따라 친구관계 형성에 있어 
건강행태 효과가 어떠한지를 비교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 네트워크에서 건강행태에 따라 동종효
과, 수신자효과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건강행태 효과
는 개인 수준뿐 아니라 이원적 관계와 네트워크 차원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확산에 향을 주는 중요 요인이 동질성과 네트
워크 내 지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건강행태 동종효과와 수신자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건강행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체 청소년 
네트워크에서는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만이 동종효과와 수신자효과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동종효과만 보이는 건강행태는 스마트폰 시간
이었으며, 흡연은 수신자효과에서만 친구관계 형성에 향을 주었다.  
   성별에 따라 네트워크를 달리했을 때, 남학생 의 네트워크에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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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음주, 수면시간에서 각각의 건강행태 동종효과와 수신자효과가 동
시에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여학생 간 네트워크는 수면시간
만 동종효과와 수신자효과가 나타났다. 남학생-여학생 이성 네트워크
의 경우 헬멧 미착용만 확산경향이 나타났다. 남학생 간 네트워크에
서는 수면시간의 경우는 동성 간 네트워크에서는 동종효과와 함께 인
기도 있지만, 이성 간 네트워크에서는 수면시간은 인기가 없어 건강
행태의 확산이 촉진되기 어렵다. 또한, 여학생 간 네트워크에서는 스
마트폰시간이, 남학생 간 네트워크에서는 게임시간 이 동종효과를 보
이지만 수신자효과는 친구관계 형성과 부적 관계를 보여 확산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라 동종효과와 수신자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중학교 2
학년 네트워크에서 신체활동이 고등학교 1학년 게임시간으로 나타났
다. 동종효과만 보이는 경우는 중학교 2학년의 게임시간, 수면시간, 
고등학교 1학년의 음주, 게임, 수면시간, 고등학교 2학년의 음주의 경
우이다. 중학교 2학년 네트워크에서 게임 효과는 동종효과는 있지만, 
수신자효과는 친구관계형성과 부적관계를 형성했었다. 그렇지만, 고등
학교 1학년이 되면 게임시간이 동종효과뿐 아니라 네트워크 상 지위
를 형성하면서 또래 관계에서 게임시간의 확산경향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음주의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에 이어 2학년에서도 동종효
과가 나타났는데, 음주에 대한 수신자효과 발생을 지속해서 살펴보며, 
확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흡연의 경우 중학교 2학년 네트
워크에서 수신자효과를 보 다. 고학년이 되면서 흡연행태가 증가한
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흡연에 대한 동질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
연지향적 중재접근을 초기 청소년기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인
다. 또한 고등학교 1, 2학년 때 형성된 음주의 동질성을 중재프로그
램에 반 한다면 해당 시점은 이미 음주 경험이 잦은 청소년과 그렇
지 않은 청소년의 동질성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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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체활동의 경우 중학교 2학년에서는 동종
효과와 수신자효과 모두 관계형성을 촉진하여 확산 가능성이 높은 시
점을 보이나, 고등학교 1학년 네트워크에서 정반대의 방향성을 보인
다. 동종효과와 수신자효과 모두 관계형성의 부적관계를 형성하게 되
어 사실상 축소 경향으로 전환됨을 볼 수 있다. 학년별 네트워크의 
건강행태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어느 시점에 어떤 건강행태에 대한 중
재개입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중학교 생활에 어
느 정도 적응이 된 ‘중학교 2학년’이라는 시점은 청소년기 발달과정에
서 친구 의존성이 부모를 앞서기 시작하는 시점(염유식 외, 2016)이라
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중학교 2학년 네
트워크가 다른 학년보다 더 다양한 건강행태에서 동종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종효과가 관계 형성을 촉진한다는 점을 상
기할 때, 중학교 2학년의 활발한 친구관계와 건강행태 관계는 서로 
상호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건강행태 동종효과가 발생
하기 이전의 시점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의 시점에 전
반적인 건강지향적 중재 전략을 진행하다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동
질성을 고려한 차별화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동종효과, 지위는 관계 형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건강행태 효과
이다. 그렇다면 관계로부터 고립된 위치에 놓인 청소년이 건강행태에 
어떤 동기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기 건강행태에 대
한 건강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건강지향에 대한 보편적 가치 수용성을 
증진하는 것을 돕는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고립의 범주는 완전 고립
을 포함하여 주변으로부터 인기가 있지만 아무도 지목하지 않는 경
우, 또한 자신은 활발하게 친구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거절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더 확장된 고립의 개념을 본 연구에 적용하 다. 고
립 네트워크에서는 확산을 촉진하는 동종효과와 수신자효과가 동시에 
발생한 건강행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수면시간의 경우 동종효과



- 87 -

가 발생했지만, 수신자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확산 촉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고려된다. 반면, 비고립 네트워크 경우 스마트폰시간에서 동종
효과와 수신자효과가 동시에 발생함을 통해 확산 여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음주의 경우는 수신자효과만 나타났다. 
   이처럼 건강행태의 동종효과와 네트워크 지위를 파악하면서 하위
집단을 세분화하고 건강행태효과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특정 건강행
태가 어떻게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는지를 이해를 돕는다. 특히 동
종효과가 있더라도 네트워크 지위가 낮은 경우는 행동의 동질성은 낮
추고 분산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네트워크 지위가 높은 집단의 경우 
동질성이 견고해져 보편적인 건강규범이 확산하지 못하면서 건강불평
등이 심화한다(Seffr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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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청소년의 친구관계 고립과 건강행태에 관한 분석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앞의 세부연구 Ⅰ에서 친구관계를 조사한 자료를 바탕
으로 연결정도를 응답자별로 추출하고 이를 고립 유형으로 세분화하

다. 그 결과 연구대상의 절반 가까이(47.7%)가 고립유형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고립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기존 연구
와 달리(Osgood et al., 2014; Bearman & Moody, 2004), 본 연구
에서는 친구를 지명한 정도(Out-degree), 친구에게 지명받는 정도
(In-degree)를 반 하여 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고립을 정의하고
자 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대상의 상당수가 고립유형에 속한다
고 보인다.  
   고립상태에 있는 청소년 중 어떤 고립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적게 분포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2> 참
조). 국내 청소년의 고립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 
사회회피형 고립이었다(701명, 42.2%). 아무에게 지명을 받지도 않고 
지명을 하지 않는 완전한 고립상태인 사회회피형 고립은 전체 대상자
의 19.9%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다음은 활동적 고립 유형(525명, 
31.6%)으로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친구를 지명하나 정작 본인은 지명
받지 못하는 고립유형이다. 해당 유형은 전체 조사대상의 14.9%이었
다. 마지막으로 고립유형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무
관심 고립 유형이다(436명, 26.2%). 사회 무관심 고립은 주변으로부
터 친구로 지명되지만, 자신은 친구를 지명하지 않고 외로움을 감내
하는 경향이 높은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고립유형은 본 연구대상 전체
의 12.3% 정도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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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사회심리적 변수, 건강행태(종속변수)
변수들인 성별, 학년, 주관적 경제 수준, 아버지·어머니·친구와의 유대 
관계, 외로움, 학업관련변수(학업성취도, 사교육 시간), 학급 내 친구
변수(친구성별이질성, 친구성적이질성, 친구성적수준), 외부친구변수
(친구성별이질성, 친구성적이질성, 친구성적수준, 외부친구 비율)에 대
해서 고립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결과치를 기술하고자 
한다. 연속변수인 경우에서는 T-test 분석을 하 고, 범주형 자료인 
경우는 카이스퀘어 검정으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도 확
인해 보았다. 

   두 그룹 간에 성별의 비중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
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았을 뿐 고립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
다. 일반적으로 고립감, 외로움 등 정서적 측면에 대한 측정에 있어 
통상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높은데, 고
립유형의 경우는 정서에 기반하여 측정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구
조적 속성에 의해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
는 것으로 짐작된다. 학년은 고립된 경우가 약간 높았고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했다. 고립된 청소년이 주관적 경제수준을 더 낮게 인식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고립된 청소년이 비고립 청소년보다 친구와의 유대 관계가 더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고립 여부에 따라 
아버지, 어머니와의 유대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로움에 대해서는 고립된 청소년이 비고립 청소년보다 외롭다고 하

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를 통해 정서적 측면의 외로움과 
구조적 측면의 고립 간의 관련성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학업과 관련해서는 학업성취도의 경우 고립된 청소년이 학업성취
도가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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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에 있어서 고립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오랜 
시간 사교육에 노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학급 내 친구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학급 내 친구 성적이질성은 
비고립인 경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학급 내 친구성별이질성과 친구성적수준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외부친구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친구 성별이질성, 친구 성적이질
성, 고립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이질적이고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고립된 청소년이 비고립 청소년보다 외부친
구 비율이 더 높았고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그렇지만 친구 성
적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립여부에 따라 건강행태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3> 참조). 고립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건강행태는 오토바
이 헬멧미착용, 스마트폰시간, 수면시간이다. 고립인 경우, 오토바이 
헬멧미착용 경험이 높았고,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 사용하는 경우
가 많았고, 주중 하루 7시간 미만자는 경우가 많았다. 즉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건강행태들 모두 고립인 경우 건강하
지 않은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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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안됨
(52.3%)

고립됨
(47.7%) p-value

N %  N %  

고립 유형

사회회피형 - 701 42.2

사회적무관심고립 - 435 26.2

활동적 고립 - 525 31.6

-

사회인구학

성별 남
여

719
775

48.1
51.9

881
981

47.3
52.7 0.651

학년(연속변수) 16.37±1.68 16.61±1.58 0.000
주관적 경제수준(1-6)° 3.24±0.88 3.27±0.92 0.030
사회적 유대관계와 외로움
아버지와 유대 관계(4-20)* 15.49±4.00 15.14±3.90 0.145

어머니와 유대 관계(4-20)* 17.31±3.15 16.91±3.21 0.546

친구와 유대 관계(7-30)* 24.24±3.63 24.36±3.80 0.008

외로움* 2.15±1.12 2.25±1.17 0.023

학업 
학업성취도(0-1)° 0.41±0.26 0.44±0.27 0.027
사교육시간(분)* 502.21±345.77 540±373.03 0.011
학급 내 친구 .
친구성별이질성(0-1)* 0.06±0.21 0.06±0.22 0.395
친구성적이질성(0-1)* 0.43±0.36 0.363±0.36 0.000
친구성적수준(1-3)° 1.72±0.50 1.74±0.56 0.405
외부친구
친구성별이질성(0-1)* 0.10±0.28 0.13±0.31 0.010
친구성적이질성(0-1)* 0.27±0.36 0.35±0.38 0.000
친구성적수준(1-3)° 1.74±0.64 1.75±0.60 0.829
외부친구 비율(0-1)* 0.19±0.24 0.38±0.36 0.000

합계 1,861 100.0 1,661 100.0

p-value : 범주형변수 교차분석시 카이제곱검정 결과,연속형변수 평균비교시 t-test결과임.
( ) 변수값의 범위
*값이 증가할수록 양(+)의 값을 가짐
°값이 증가할수록 음(-)의 값을 가짐

표 12. 친구관계 고립 유형과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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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안됨
(52.3%)

고립됨
(47.7%) p-value

N %  N %  

건 강 행 태 

흡연 안 함 1,449 97.4 1,792 96.7 0.133함 39 2.6 62 3.3 

음주 안 함 1245 83.7 1537 82.9 0.294함 243 16.3 317 17.1

오토바이헬멧미착용 안 함 1419 95.2 1732 93.2 0.007미착용 71 4.8 127 6.8

스마트폰시간 하루 4시간이하 1012 72.1 1186 69.9 0.092하루 4시간이상 391 27.9 511 30.1

게임시간 하루 2시간이하 903 66.0 1092 64.5 0.211하루 2시간이상 466 34.0 601 35.5

신체활동 주 5회 이하 1,148 77.6 1,455 79.4 0.216주 5회 이상 331 22.4 377 20.6 

수면시간
하루7시간 미만 672 45.3 811 54.7

0.000
하루7시간 이상 811 51.1 900 48.9

합계 1,861 100.0 1,661 100.0

p-value : 범주형변수 교차분석시 카이제곱검정 결과임.
* 값이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결과임
° 값이 증가할수록 경제상태를 낮게 인식함.

표 13. 친구관계 고립 유형과 건강행태 특성

2. 친구관계 고립이 청소년기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

  1) 고립 유형이 청소년기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

   ① 고립 유형이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

   고립 유형이 건강행태에 미치는 향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기본 모형으로 고립 유형 이외에 사회인구학적 요인, 유대관계, 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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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학업관련변수를 포함하 다. 학급 내 친구 향과 외부친구 향
을 살펴보기 위해 기본모형에 각각의 관련 변수를 추가하여 단계적으
로 분석하 다(<표14-16> 참조). 또한 성별과 교급에 따라 대상을 구
분하여 본 연구모형을 분석하 다(<표17-18> 참조). 고립유형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건강행태에 향을 준 경우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
음과 같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의 경우는 활동적 고립일수록 미착용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고등
학생만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흡연(남학생
만)의 경우는 유의미한 고립유형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 고
등학생만을 분석했을 때 사회무관심 고립일수록 흡연을 덜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의 경우 사회회피형일수록 스마트폰
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적 고립유형 역시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외부친구 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는 유의하게 나오
지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 사회회피형 고립과 활동적 고립일수록 스
마트폰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활동적 
고립일수록 스마트폰을 짧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게임 
시간의 경우 사회회피형 고립일수록 게임을 오래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고등학생만 분석한 경우도 같았다. 고립유형이 주 5회 이상 
신체활동, 주중 수면 7시간 이상에 대한 건강증진 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주중 수면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중 수면시
간에 대한 모형은 중고등 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중학생의 경
우는 학교 밖 친구의 향이 있기 전까지는 사회회피형, 사회무관심
형 고립이 아닐수록 충분한 자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부 친구 향
으로 고립유형의 효과는 사라졌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사회무관심 
고립일수록 충분히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반대되는 결과이



- 94 -

기도 한 동시에 학교 밖 친구의 향 변수를 모형에 포함할 때 사회
무관심 고립이 유의한 향을 주었다. 남자 중학생의 경우는 사회회
피형일수록 잠을 덜 자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자 고등학생에서는 
사회회피형 고립일수록 잠을 더 많이 자고, 사회무관심형 고립일수록 
7시간 이상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도 사회무관
심형 고립일수록 주중에 충분한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학급 내 친구 특성이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

   중고등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학급 내에서 보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급에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상호작용하는지는 그들의 건강행
태는 물론 생활 전반에 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도 고립유형이 건강
행태에 미치는 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학급 내 친
구 특성을 통제변수로 적용하 다. 본 연구에서 학급 내 친구 특성은 
일부 건강행태에 유의한 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급 내 친구 특성 중 성별 이질성은 건강행태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았다. 친구들의 성적이 이질적일수록 음주, 스마트폰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 내 친구의 성적수준이 낮을수록 
흡연, 오토바이 헬멧미착용, 스마트폰시간, 게임시간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급 내 친구들의 성적수준은 건강위험행동과 좌식행
동에는 향을 주었지만 건강증진행동에는 아무런 향을 주지 않았
다. ‘친구들 건강행태’변수를 모형에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 자신이 
지명한 친구 중에서 2명 이상이 특정 건강행태를 한다면 자신의 건강
행태에 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 다. 그 결과, 스마트폰 시간, 게임
시간,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의 건강행태는 
비신체활동과 신체활동 모두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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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외부친구 특성이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

   같은 학교가 아닌 경우, 자신의 관계를 형성하는 청소년은 친구의 
규범과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며 일탈 기
회에 더 많이 노출된다. 청소년의 외부지향과 건강행태에 대하여 
Granovetter(1973)의 ‘약한 관계의 강점’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확장된 규모의 느슨한 연결은 촘촘한 연결에 비해 넓게 퍼져있고, 이
러한 점은 더 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와 같은 약한 연결은 흡
연, 음주 등의 건강위험행동을 더 빨리 수용하게 한다. 더욱이 외부지
향적 청소년은 학교 내 또래 규범과 기대치를 충족할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한 채 학교 밖의 관계 형성과 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외부친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흡연과 음주 확률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내 고립상태인 청소년인 
경우, 외부 친구관계가 흡연과 음주 향을 높인다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한다(Copeland et al., 2018). 외부의 어떤 친구들이 건강행태에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외부 친구의 성적이 낮다
고 평가할수록 흡연확률이 높았다. 이성친구 비율이 높을수록 신체활
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부친구의 특성이 동성친구일
수록, 친구들 간 성적이 비슷할수록, 중학생의 수면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외부친구에 있어서 규모뿐 아니라 성별, 
성적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외부친구의 향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했다.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외부친구 비율이 높을수록 
수면시간이 짧아지고 친구 성적이 다양할수록 수면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친구의 성별, 성적의 이질성이 건강행태에 미치
는 향을 파악한 결과, 외부 친구일지라도 다양한 친구로 구성될수
록 신체활동, 수면시간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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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유대관계와 외로움이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유대관계는 위계적인 관계 내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동시
에 적절한 감시로 불건강행태로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데 기여한다. 
반면, 친구와의 유대관계는 수평적 관계이고 동질적이기 때문에 의사
소통이 수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해준다. 부모·친구와의 유대관
계는 애착을 형성하며 건강상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부
모에 의한 학습효과는 오히려 불건강행태를 모방할 여지를 제공하기
도 한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활용한 어머니와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게
임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와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수면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구와 유대관계가 좋을
수록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을 경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모와 친구 모두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긍정적인 건강행태에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로움은 고립과 혼동되어 사용하기 쉬운데, 본 연구에서는 구조
적 고립유형의 건강행태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서적 측면의 
외로움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 다. 외로움은 흡연과 신체활동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청소년들은 정서적 외
로움에 대응수단으로 흡연과 신체활동이 활용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흡연은 고립유형의 향을 받지 않았다. 국내 청소년의 흡
연 동기가 구조적 고립보다는 정서적 외로움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하 다. 

   ⑤ 학업 변수가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 

   학업 그 자체가 비신체활동을 내포하고 있으며, 청소년기 학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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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청소년의 주요 스트레스원 일 뿐 아니라 불건강행태를 유도한
다. 반면, 친구와 잘 어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친구집단에서 요구
하는 학업수준을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참여하고 사
회성을 발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과 관련하여 직전 학기 학업성취도 변수와 사
교육시간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흡연을 하고,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충분한 수면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교육 시간은 대부분의 건강행태 모형에서 
유의한 향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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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음주‡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1.기본 2.기본+학급 3.기본+학급+학교밖 1.기본 2.기본+학급 3.기본+학급+학교밖 1.기본 2.기본+학급 3.기본+학급+학교밖

β exp(β) β exp(β) β exp(β) β exp(β) β exp(β) β exp(β) β exp(β) β exp(β) β exp(β)
상수 -18.20 *** 0.00 -19.37 *** 0.00 -28.68 *** 0.00 -8.05 *** 0.00 -8.46 *** 0.00 -9.85 *** 0.00 -1.26 　 0.28 0.24 　 1.27 0.19 　 1.21 

고립 유형 　 　 　 　 　 　 　 　 　 　 　 　 　 　 　 　 　 　 　 　 　 　 　 　 　 　 　
사회회피형(ref: 아님)  0.60 　 1.82 0.03 　 1.03 0.06 　 1.06 -0.05 　 0.95 0.05 　 1.05 0.25 　 1.29 -0.10 　 0.91 -0.70 　 0.49 -0.72 　 0.49 

사회무관심고립(ref: 아님)  -0.16 　 0.86 0.06 　 1.06 -0.67 　 0.51 -0.01 　 0.99 0.05 　 1.05 0.13 　 1.13 0.38 　 1.47 0.24 　 1.27 -0.03 　 0.97 
활동적고립(ref: 아님)  -0.11 　 0.90 0.10 　 1.11 1.00 　 2.71 -0.06 　 0.94 -0.02 　 0.98 0.13 　 1.13 0.51 † 1.66 0.58 * 1.78 0.64 † 1.89 

사회인구학 　 　 　 　 　 　 　 　 　 　 　 　 　 　 　 　 　 　 　 　 　 　 　 　 　 　 　
성별(ref: 남학생) 　 　 　 　 　 　 　 　 　 -0.85 *** 0.43 -0.81 *** 0.44 -0.73 *** 0.48 -0.35 　 0.70 -0.33 　 0.72 -0.74 * 0.48 

연령(+) 0.85 *** 2.34 0.83 *** 2.29 0.87 ** 2.39 0.46 *** 1.59 0.45 *** 1.56 0.48 *** 1.62 0.02 　 1.02 -0.05 　 0.95 -0.05 　 0.95 
주관적 경제수준(-) -0.47 * 0.62 -0.47 † 0.62 -0.99 * 0.37 -0.10 　 0.91 -0.05 　 0.95 -0.08 　 0.92 -0.12 　 0.89 -0.22 　 0.81 -0.10 　 0.90 

사회적 유대관계와 외로움 　 　 　 　 　 　 　 　 　 　 　 　 　 　 　 　 　 　 　 　 　 　 　 　 　 　 　
아버지와 유대관계(+) -0.06 　 0.95 -0.06 　 0.94 0.00 　 1.00 -0.04 † 0.96 -0.04 † 0.96 -0.05 　 0.95 0.03 　 1.03 0.06 　 1.06 0.09 　 1.09 
어머니와 유대관계(+) -0.06 　 0.94 -0.05 　 0.95 -0.14 　 0.87 -0.05 † 0.95 -0.03 　 0.97 -0.05 　 0.95 -0.09 * 0.92 -0.10 * 0.91 -0.09 　 0.91 
친구와 유대관계(+) 0.08 　 1.08 0.07 　 1.08 0.14 　 1.14 0.02 　 1.02 0.01 　 1.01 0.02 　 1.02 -0.03 　 0.97 -0.06 † 0.94 -0.10 * 0.90 

외로움(+) 0.31 † 1.36 0.44 * 1.55 1.00 ** 2.70 0.10 　 1.11 0.08 　 1.08 0.03 　 1.03 0.01 　 1.01 0.03 　 1.03 -0.21 　 0.81 
학업 　 　 　 　 　 　 　 　 　 　 　 　 　 　 　 　 　 　 　 　 　 　 　 　 　 　 　

학업성취도(-) 2.31 ** 10.06 1.52 † 4.56 2.84 * 17.20 0.71 * 2.03 0.63 * 1.88 0.42 　 1.52 0.20 　 1.23 -0.19 　 0.83 -0.05 　 0.95 
사교육시간(+) 0.00 　 1.00 0.00 　 1.00 0.00 　 1.00 0.00 ** 1.00 0.00 * 1.00 0.00 　 1.00 0.00 　 1.00 0.00 　 1.00 0.00 　 1.00 
학급 내 친구 　 　 　 　 　 　 　 　 　 　 　 　 　 　 　 　 　 　 　 　 　

친구 성별 이질성(+) 　 　 　 -0.03 　 0.97 0.97 　 2.64 0.59 † 1.81 0.34 　 1.41 -0.08 　 0.92 -1.12 　 0.33 
친구 성적 이질성(+) -0.99 　 0.37 -0.84 　 0.43 0.04 　 1.04 0.74 * 2.09 -0.40 　 0.67 -0.02 　 0.98 
친구 성적 수준(-) 1.04 * 2.84 1.58 * 4.85 0.29 † 1.33 0.30 　 1.35 0.48 † 1.61 0.76 * 2.14 
친구들 건강행태
(ref: 1명 이하) 1.41 　 4.12 23.92 　

244266
46401.6
1 

0.36 　 1.43 0.61 　 1.84 0.13 　 1.14 -18.60 　 0.00 

학교 외 친구 　 　 　 　 　 　 　 　 　
학교 외 친구 비율(+) 4.55 * 94.20 1.59 * 4.90 1.26 　 3.51 

친구 성별 이질성(+) -1.77 　 0.17 0.25 　 1.29 0.21 　 1.23 

친구 성적 이질성(+) 0.55 　 1.73 -0.37 　 0.69 -0.33 　 0.72 

친구 성적 수준(-) 1.45 * 4.25 0.03 　 1.03 

사례수 1,600 명 3,356 명 3,356 명
(+) 값과 비례되는 경향, (-) 값과 반비례되는 경향,  ‡ 모형적합도를 고려하여 흡연의 겨우는 남학생만 분석하 으며, 음주의 경우는 학교 외 친구 성적 수준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지 않음. 
ref : reference 값을 의미함  † < 0.1    * < 0.05    ** < 0.01    *** < 0.001

표 14. 고립 유형이 청소년기 건강위험행동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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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시간(4시간 이상/일) 게임 시간(2시간 이상/일)
1.기본 2.기본+학급 3.기본+학급+학교밖 1.기본 2.기본+학급 3.기본+학급+학교밖

β exp(β) β exp(β) β exp(β) β exp(β) β exp(β) β exp(β)
상수 -0.82 　 0.44 -1.86 † 0.16 -2.44 † 0.09 -0.17 　 0.85 -0.41 　 0.66 -1.36 　 0.26 

고립 유형 　 　 　 　 　 　 　 　 　 　 　 　 　 　 　 　 　 　
사회회피형(ref: 아님)  -0.06 　 0.95 0.02 　 1.02 0.02 　 1.02 0.18 　 1.19 0.22 　 1.25 0.46 * 1.58 

사회무관심고립(ref: 아님)  -0.03 　 0.97 -0.08 　 0.92 0.19 　 1.21 0.08 　 1.08 0.11 　 1.11 0.03 　 1.03 
활동적고립(ref: 아님)  -0.32 † 0.73 -0.22 　 0.80 -0.23 　 0.80 -0.20 　 0.82 -0.11 　 0.89 -0.29 　 0.75 

사회인구학 　 　 　 　 　 　 　 　 　 　 　 　 　 　 　 　 　 　
성별(ref: 남학생) 1.08 *** 2.94 1.09 *** 2.98 1.17 *** 3.21 -1.04 *** 0.35 -0.98 *** 0.38 -0.92 *** 0.40 

연령(+) -0.10 * 0.90 -0.11 * 0.90 -0.09 　 0.92 -0.02 　 0.98 -0.03 　 0.97 0.01 　 1.01 
주관적 경제수준(-) 0.04 　 1.05 0.02 　 1.02 -0.01 　 0.99 0.21 ** 1.23 0.20 ** 1.22 0.28 ** 1.32 

사회적 유대관계와 외로움 　 　 　 　 　 　 　 　 　 　 　 　 　 　 　 　 　 　
아버지와 유대관계(+) 0.00 　 1.00 0.00 　 1.00 0.00 　 1.00 0.01 　 1.01 0.01 　 1.01 0.02 　 1.02 
어머니와 유대관계(+) -0.03 　 0.97 -0.04 　 0.96 -0.04 　 0.96 -0.06 * 0.94 -0.05 * 0.95 -0.06 † 0.95 
친구와 유대관계(+) 0.00 　 1.00 0.01 　 1.01 0.01 　 1.01 0.00 　 1.00 0.00 　 1.00 0.00 　 1.00 

외로움(+) 0.00 　 1.00 0.00 　 1.00 0.01 　 1.01 0.02 　 1.02 -0.02 　 0.98 0.02 　 1.02 
학업 　 　 　 　 　 　 　 　 　 　 　 　 　 　 　 　 　 　

학업성취도(-) 2.42 *** 11.22 2.49 *** 12.00 2.51 *** 12.28 1.26 *** 3.51 1.17 *** 3.22 1.02 ** 2.76 
사교육시간(+) 0.00 　 1.00 0.00 　 1.00 0.00 　 1.00 0.00 　 1.00 0.00 　 1.00 0.00 　 1.00 
학급 내 친구 　 　 　 　 　 　 　 　 　 　 　 　

친구 성별 이질성(+) -0.01 　 0.99 -0.13 　 0.88 -0.16 　 0.85 -0.20 　 0.82 
친구 성적 이질성(+) 0.31 　 1.37 0.76 ** 2.14 -0.09 　 0.92 -0.07 　 0.93 
친구 성적 수준(-) 0.48 ** 1.62 0.64 ** 1.89 0.27 * 1.31 0.36 † 1.43 
친구들 건강행태
(ref: 1명 이하) 0.65 ** 1.92 0.49 † 1.63 0.24 　 1.27 0.76 ** 2.14 

학교 외 친구 　 　 　 　 　 　
학교 외 친구 비율(+) -0.39 　 0.68 -0.22 　 0.80 
친구 성별 이질성(+) 0.44 　 1.55 -0.08 　 0.92 
친구 성적 이질성(+) -0.23 　 0.79 0.29 　 1.34 
친구 성적 수준(-) 0.00 　 1.00 -0.11 　 0.89 

사례수(명) 3,356 명
(+) 값과 비례되는 경향, (-) 값과 반비례되는 경향,  ref : reference 값을 의미함 
    † < 0.1    * < 0.05    ** < 0.01    *** < 0.001

표 15. 고립 유형이 청소년기 좌식행동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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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주 5회 이상)  수면시간(주중 7시간이상/일)
1.기본 2.기본+학급 3.기본+학급+학교밖 1.기본 2.기본+학급 3.기본+학급+학교밖

β exp(β) β exp(β) β exp(β) β exp(β) β exp(β) β exp(β)
상수 1.55 † 4.71 0.25 　 1.28 -0.57 　 0.57 12.90 *** 398756.4 12.80 *** 362364.9 11.06 *** 63388.45 

고립 유형 　 　 　 　 　 　 　 　 　 　 　 　 　 　 　 　 　 　
사회회피형(ref: 아님)  0.19 　 1.21 0.46 * 1.59 0.37 　 1.45 -0.21 　 0.81 0.01 　 1.01 0.28 　 1.32 

사회무관심고립(ref: 아님)  -0.11 　 0.90 -0.01 　 0.99 -0.27 　 0.76 0.06 　 1.06 0.12 　 1.13 0.57 † 1.77 
활동적고립(ref: 아님)  -0.12 　 0.88 0.01 　 1.01 -0.16 　 0.86 0.05 　 1.05 0.11 　 1.12 0.14 　 1.15 

사회인구학 　 　 　 　 　 　 　 　 　 　 　 　 　 　 　 　 　 　
성별(ref: 남학생) -1.38 *** 0.25 -1.30 *** 0.27 -1.07 *** 0.34 -0.64 *** 0.53 -0.64 *** 0.53 -0.63 *** 0.53 

연령(+) -0.25 *** 0.78 -0.24 *** 0.79 -0.21 ** 0.81 -0.74 *** 0.48 -0.77 *** 0.46 -0.67 *** 0.51 
주관적 경제수준(-) -0.10 　 0.90 -0.07 　 0.93 -0.04 　 0.96 0.04 　 1.04 0.05 　 1.05 0.10 　 1.10 

사회적 유대관계와 외로움 　 　 　 　 　 　 　 　 　 　 　 　 　 　 　 　 　 　
아버지와 유대관계(+) 0.02 　 1.02 0.02 　 1.02 0.04 　 1.04 0.04 † 1.04 0.04 * 1.04 0.04 † 1.05 
어머니와 유대관계(+) 0.06 * 1.06 0.08 * 1.08 0.04 　 1.04 0.04 　 1.04 0.03 　 1.03 -0.01 　 0.99 
친구와 유대관계(+) 0.01 　 1.01 0.01 　 1.02 0.03 　 1.03 -0.01 　 0.99 0.00 　 1.00 0.03 　 1.03 

외로움(+) 0.09 　 1.10 0.10 　 1.11 0.17 * 1.18 -0.08 　 0.92 -0.08 　 0.92 -0.03 　 0.97 
학업 　 　 　 　 　 　 　 　 　 　 　 　 　 　 　 　 　 　

학업성취도(-) 0.61 * 1.84 0.37 　 1.45 0.63 　 1.88 0.78 ** 2.18 0.70 * 2.02 0.80 * 2.23 
사교육시간(+) 0.00 　 1.00 0.00 　 1.00 0.00 　 1.00 0.00 　 1.00 0.00 　 1.00 0.00 　 1.00 
학급 내 친구 　 　 　 　 　 　 　 　 　 　 　 　

친구 성별 이질성(+) -0.19 　 0.83 -0.87 　 0.42 -0.27 　 0.77 -0.50 　 0.61 
친구 성적 이질성(+) 0.08 　 1.09 -0.04 　 0.96 0.40 * 1.50 0.29 　 1.34 
친구 성적 수준(-) 0.25 † 1.28 0.30 　 1.36 0.09 　 1.09 0.02 　 1.02 

친구들 건강행태
(ref: 1명 이하) 0.54 ** 1.72 0.55 † 1.73 0.05 　 1.05 -0.06 　 0.94 

학교 외 친구 　 　 　 　 　 　
학교 외 친구 비율(+) 0.20 　 1.22 -1.01 † 0.36 

친구 성별 이질성(+) 0.59 † 1.80 -0.52 † 0.59 
친구 성적 이질성(+) -0.21 　 0.81 0.15 　 1.16 
친구 성적 수준(-) 0.01 　 1.01 0.09 　 1.10 

사례수  3,356 명
   (+) 값과 비례되는 경향, (-) 값과 반비례되는 경향,  ref : reference 값을 의미함 
    † < 0.1    * < 0.05    ** < 0.01    *** < 0.001

표 16. 고립 유형이 청소년기 건강증진행동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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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별에 따른 고립 유형이 청소년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립 유형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향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
으로 구분하여 건강행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7> 참조). 음
주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고립유형의 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남, 
여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를 하 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있
어 남학생은 어머니와 관계가 좋을수록, 여학생은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음주경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학
급 내 친구 성적에 상관하지 않고 관계를 맺는 점, 외부친구 비중이 
높은 경우 2회 이상 음주 경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은 학교 밖 친구들의 성적 수준 낮다고 평가한 경우 음주경험
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과 관련해서는 남학생의 경우 활동적 고립일
수록 헬멧 미착용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학급 
내 친구의 성적 수준이 낮은 경우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경험 비중이 
높았다.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관련하여 여학생의 경우만 여러 요인의 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학업성취도 낮을수록, 학급 내 친
구의 성적이 이질적일수록, 학급 내 친구의 성적이 낮을수록 하루 4
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남학생은 낮은 
학업성취도만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에 게임을 2시간 이상하는 좌식행동은 남학생을 중심으로 성
별효과가 나타났다. 사회회피형일수록, 주관적 경제상태를 낮게 인식
할수록, 사교육 시간이 적을수록 일일 게임시간 비중이 높았다. 여학
생은 어머니와 유대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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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내 친구 성적이 비슷한 경우, 2명 이상의 친구가 게임시간이 2시
간 이상 게임을 할수록 본인도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주 5회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 남학생의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외
로울수록 주 5회 신체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학생은 학급 
내 친구 성적이 낮을수록, 2명 이상의 친구가 신체활동 중인 경우, 학
교 밖 친구 비중과 학교 밖 이성친구 비중이 높을수록 신체활동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연령이 적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주중 7시간 이
상 수면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 학교 밖 친구 비
중이 높은 경우, 학급 내 동성친구 비율이 높을수록 7시간 이하로 수
면하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학업성취도가 낮고, 사교육 시간이 적
을수록 7시간 이상 수면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학생은 친구와의 학급 
내 친구 성적이 이질적일수록 7시간 이상 수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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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위험행동 좌식행동 건강증진행동
흡연‡ 음주‡ 오토바이헬멧 미착용 스마트폰시간 게임시간‡ 신체활동 수면시간‡

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exp(β) exp(β) exp(β) exp(β) exp(β) exp(β) exp(β) exp(β) exp(β) exp(β) exp(β) exp(β) exp(β)

상수 0.00 ***0.00 *** 0.00 ** 1.56 　 0.40 　 0.15 　 0.31 　 0.10 　 0.83 　 0.61 　 0.21 　 2.5×108 *** 4891.15 ***

고립 유형 　 　 　 　 　 　 　 　 　 　 　 　 　 　 　 　 　 　 　 　 　 　 　 　 　 　
사회회피형(ref: 아님)  1.06 1.17 1.36 0.31 0.55 　 1.73 0.80 1.76 † 1.52 　 1.69 1.06 2.41 † 1.11 
사회무관심고립(ref: 아님)  0.51 1.11 1.03 0.94 0.78 　 1.02 1.39 1.49 0.58 　 1.03 0.23 † 1.77 1.80 
활동적고립(ref: 아님)  2.71 0.92 1.11 2.46 † 1.06 　 1.28 0.71 0.64 0.91 　 0.83 0.83 1.56 1.23 

사회인구학 　 　 　 　 　 　 　 　 　 　 　 　 　 　 　 　 　 　 　 　 　 　 　 　 　 　
연령(+) 2.39 ** 1.78 *** 1.54 *** 0.95 0.94 　 0.95 0.89 1.05 0.96 　 0.79 ** 0.85 0.37 *** 0.55 ***
주관적 경제수준(-) 0.37 * 0.99 0.89 0.87 0.93 　 0.91 1.02 1.40 * 1.24 　 1.05 0.81 1.12 1.12 

사회적 유대관계와 외로움 　 　 　 　 　 　 　 　 　 　 　 　 　 　 　 　 　 　 　 　 　 　 　 　 　 　
아버지와 유대관계(+) 1.00 0.99 0.93 † 1.07 1.12 　 1.08 0.99 1.06 0.99 　 1.02 1.05 1.01 1.04 
어머니와 유대관계(+) 0.87 0.90 0.96 0.91 0.91 　 0.90 0.98 0.94 0.92 † 1.05 1.03 1.00 1.01 
친구와 유대관계(+) 1.14 1.10 † 0.96 0.94 0.87 † 0.96 1.02 0.98 1.01 　 1.06 0.98 1.03 1.04 
외로움(+) 2.70 ** 1.05 0.96 0.75 0.80 　 1.09 0.99 0.99 1.06 　 1.16 1.11 1.12 0.92 

학업 　 　 　 　 　 　 　 　 　 　 　 　 　 　 　 　 　 　 　 　 　 　 　 　 　 　
학업성취도(-) 17.20 * 1.02 2.00 0.54 1.93 　 7.99 ** 15.17 *** 1.47 4.66 ** 1.30 2.61 5.72 ** 1.69 
사교육시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1.00 　 1.00 1.00 1.00 * 1.00 

학급 내 친구 　 　 　 　 　 　 　 　 　 　 　 　 　 　 　 　 　 　 　 　 　 　 　 　 　 　
친구 성별 이질성(+) 2.64 2.27 1.36 0.56 0.00 　 0.87 0.94 0.70 1.29 　 0.63 0.25 0.12 ** 0.84 
친구 성적 이질성(+) 0.43 3.39 ** 1.34 0.83 1.38 　 1.42 2.51 * 1.50 0.50 † 0.84 1.34 0.72 1.87 †
친구 성적 수준(-) 4.85 * 1.33 1.34 1.38 5.11 * 1.76 2.00 * 1.34 1.45 　 1.09 2.27 * 1.09 1.15 

건강행태 중인 2명 이상 친구 
(ref: 1명 이하) 2.4×1011 1.40 2.20 0.00 0.00 　 2.59 1.42 2.30 ** 2.37 　 1.30 2.90 † 1.10 0.99 
학교 외 친구 　 　 　 　 　 　 　 　 　 　 　 　 　 　 　 　 　 　 　 　 　 　 　 　 　 　

학교 외 친구 비율(+) 94.20 * 15.15 ** 1.90 2.08 10.84 　 0.68 0.66 1.54 0.40 　 0.45 5.71 † 0.01 *** 1.71 
친구 성별 이질성(+) 0.17 1.02 1.71 1.47 0.82 　 1.35 1.84 0.74 1.02 　 1.31 2.84 * 0.76 0.58 
친구 성적 이질성(+) 1.73 0.60 0.70 1.09 0.38 　 1.78 0.59 1.12 1.73 　 0.97 0.53 2.90 * 0.65 
친구 성적 수준(-) 4.25 * 1.46 0.55 　 1.21 0.93 0.96 0.74 　 1.09 0.77 

사례수 남학생 1,600명, 여학생 1,756명
(+) 값과 비례되는 경향, (-) 값과 반비례되는 경향,  ‡ 모형적합도를 고려하여 흡연의 경우는 남학생만 분석대상으로 포함하 으며, 음주오 수면시간은 학교 외 친구성적수준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됨, 
 ref : reference 값을 의미함.  † < 0.1    * < 0.05    ** < 0.01    *** < 0.001

표 17. 고립 유형이 청소년 건강 행태에 미치는 향 (성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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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급에 따른 고립 유형이 청소년기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

   앞의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립유형이 청소년 건강행태에 
미치는 모형에서 연령별 효과를 보인 건강행태만 중학생과 고등학생
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이 건강행태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적합도를 고려하여 흡연의 경우는 남자 
고등학생만, 신체활동은 중학생만 제한적으로 분석하 다(<표 18> 참
조).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학년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경제상태를 높
게 인식할수록 외로움을 느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학급 내 
친구 성적이 낮을수록, 학교 밖 친구 비중이 클수록, 학교 밖 이성친
구 비율이 낮을수록 흡연하는 경향이 높았다. 남자 중학생이 포함되
었던 남학생 흡연 연구모형과 비교할 때 외부 친구의 성별 동질성과 
성적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일치했다. 
   음주행태에 있어서 중학생의 경우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외부친구 
비율이 높을수록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일수록,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급 내 친구의 성적이 다양
할수록, 학급 내 음주경험이 있는 친구 2명과 관계를 형성할수록, 외
부 친구 비중이 높고 외부친구의 성적 수준이 하위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음주 경험이 높았다.
   중학생의 신체활동의 경우 남학생일수록, 어머니와 유대관계가 좋을수
록, 외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학교 밖 이성친구 비중이 높은 경우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의 신체활
동의 경우 남학생일수록, 주관적 경제상태를 높게 인식할수록, 아버지와 
유대관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학급 친구 중 2명 이상이 
신체활동을 할수록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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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위험행동 좌식행동 건강증진행동
흡연‡ 음주 오토바이헬멧미착용 스마트폰시간 게임시간 신체활동 수면시간

고등_남 중등 고등 중등 고등 중등 고등 중등 고등 중등 고등 중등 고등
exp(β) exp(β) exp(β) exp(β) exp(β) exp(β) exp(β) exp(β) exp(β) exp(β) exp(β) exp(β) exp(β)

상수 0.00 ** 0.00 ** 0.00 *** 95.99 　 0.07 　 0.00 ** 0.32 　 0.00 ** 0.28 　 0.97 　 0.00 † 4.1×105 * 4.8×103 **
고립 유형 　 　 　 　 　 　 　 　 　 　 　 　 　 　 　 　 　 　 　 　 　 　 　 　 　 　

사회회피형(ref: 아님)  0.49 　 0.88 　 1.50 　 0.00 　 0.51 　 0.65 　 1.17 　 0.97 　 2.04 * 1.28 　 1.61 　 0.60 　 1.68 †
사회무관심고립(ref: 아님)  0.46 　 0.71 　 1.44 　 1.99 　 0.51 　 0.91 　 1.09 　 0.97 　 1.06 　 1.14 　 0.43 　 0.47 　 2.66 **
활동적고립(ref: 아님)  2.90 　 0.82 　 1.32 　 2.99 † 1.59 　 0.91 　 0.60 　 0.72 　 0.78 　 0.82 　 0.95 　 0.42 　 1.41 　

사회인구학 　 　 　 　 　 　 　 　 　 　 　 　 　 　 　 　 　 　 　 　 　 　 　 　 　 　

성별(ref: 남학생) 0.86 　 0.44 ** 0.37 † 0.50 　 5.23 *** 2.44 ** 0.45 ** 0.35 *** 0.25 *** 0.47 * 0.43 † 0.58 **

연령(+) 2.57 * 1.90 ** 2.11 *** 0.62 　 1.12 　 1.50 * 0.80 　 1.65 ** 1.02 　 0.77 　 1.14 　 0.47 ** 0.59 ***
주관적 경제수준(-) 0.33 * 0.86 　 0.96 　 1.31 　 0.64 　 1.07 　 1.02 　 1.56 ** 1.20 　 1.14 　 0.67 * 0.67 　 1.26 †

사회적 유대관계와 외로움 　 　 　 　 　 　 　 　 　 　 　 　 　 　 　 　 　 　 　 　 　 　 　 　 　 　
아버지와 유대관계(+) 0.97 　 0.96 　 0.96 　 1.29 * 1.04 　 1.00 　 0.98 　 1.09 † 0.95 　 0.97 　 1.10 † 1.12 * 1.02 　
어머니와 유대관계(+) 0.84 　 0.94 　 0.95 　 0.83 　 0.93 　 0.93 　 0.98 　 0.96 　 0.94 　 1.12 † 1.01 　 1.02 　 0.98 　
친구와 유대관계(+) 1.09 　 1.06 　 1.02 　 0.89 　 0.93 　 0.98 　 1.02 　 0.98 　 1.01 　 1.03 　 1.01 　 1.07 　 1.03 　
외로움(+) 2.98 ** 0.90 　 1.08 　 1.02 　 0.68 † 0.90 　 1.04 　 1.07 　 1.00 　 1.35 * 1.02 　 0.90 　 1.00 　

학업 　 　 　 　 　 　 　 　 　 　 　 　 　 　 　 　 　 　 　 　 　 　 　 　 　 　
학업성취도(-) 16.65 * 1.80 　 1.37 　 4.11 　 0.46 　 11.72 *** 15.49 *** 3.59 * 2.66 * 0.51 　 8.43 *** 4.62 † 1.96 †
사교육시간(+) 1.00 　 1.00 　 1.00 　 1.00 　 1.00 　 1.00 †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학급 내 친구 　 　 　 　 　 　 　 　 　 　 　 　 　 　 　 　 　 　 　 　 　 　 　 　
친구 성별 이질성(+) 2.47 　 1.03 　 1.80 　 0.00 　 0.93 　 0.52 　 1.42 　 0.47 　 1.13 　 0.54 　 0.38 　 2.23 　 0.50 　
친구 성적 이질성(+) 0.65 　 1.92 　 1.82 † 1.67 　 0.86 　 1.90 　 1.98 † 0.95 　 0.79 　 0.69 　 0.99 　 1.20 　 1.28 　
친구 성적 수준(-) 3.66 † 1.54 　 1.07 　 2.22 　 2.55 ** 1.57 　 1.90 * 0.89 　 1.89 * 1.48 　 1.31 　 1.77 　 0.92 　

건강행태 중인 2명 이상 친구 
(ref: 1명 이하)

2.3×
1010 　 0.00 　 2.27 † 0.00 　 0.00 　 0.84 　 2.81 * 1.89 † 2.93 * 1.14 　 7.14 *** 0.66 　 0.99 　

학교 외 친구 　 　 　 　 　 　 　 　 　 　 　 　 　 　 　 　 　 　 　 　 　 　 　 　
학교 외 친구 비율(+) 4.5×

102 * 21.58 ** 4.14 † 0.51 　 12.01 † 0.80 　 0.63 　 1.24 　 0.76 　 1.20 　 2.28 　 0.58 　 0.35 †
친구 성별 이질성(+) 0.10 † 1.55 　 1.15 　 3.89 　 0.65 　 0.86 　 1.86 　 1.33 　 0.62 　 3.64 * 1.22 　 0.18 ** 0.73 　
친구 성적 이질성(+) 1.69 　 0.44 　 0.94 　 0.50 　 0.74 　 1.55 　 0.58 　 1.59 　 1.43 　 0.76 　 0.95 　 0.31 † 1.44 　
친구 성적 수준(-) 2.79 　 0.89 　 1.72 ** 0.67 　 1.29 　 0.87 　 1.16 　 0.73 　 0.98 　 1.09 　 1.00 　 1.69 　 0.99 　

사례수                 중학생 : 1,652명,      고등학생 1,704명
(+) 값과 비례되는 경향, (-) 값과 반비례되는 경향,  ‡ 모형적합도를 고려하여 중학생만 분석함,  ref : reference 값을 의미함. 
    †< 0.1    * < 0.05    ** < 0.01    *** < 0.001

표 18. 고립 유형이 청소년 건강 행태에 미치는 향 (교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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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립이 청소년기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친구는 청소년기 건강행태를 예측하고 건강한 발달에 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다(Umberson et al., 2010). 청소년의 건강행
태는 사회적 성격을 지닌 행동으로 친구의 향력에 의해 주도되기도 
하고, 친구와 비슷한 건강행태를 보일 가능성 또한 높다고 여겨진다. 
청소년기 건강행태 연구들이 친구관계를 바탕으로 건강행태를 이해하
는 데 집중하고 있다(Osgood, 2014; Valente, 2010). 반면 친구와 
단절된 관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강행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
한 대부분의 연구가 청소년의 흡연, 음주, 약물 등의 건강위험행동 연
구(Copeland et al., 2017; Niño et al., 2016; Choi & Smith, 
2013)에 치중돼있으며, 좌식행동이나 건강증진행동에 관련된 건강행
태 전반에 대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하지만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고
립될 수 있다. 고립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Copeland 등(2017)은 
네트워크 내 구성원들이 사회 구조의 일원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본인 스스로 네트워크의 구성원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관계 형성
을 위한 사회적 에너지(예: 사회성)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형성된 다차원적 고립은 사회 통합된 
청소년과 비교할 때 건강행태에 다른 동기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가령, 관계의 단절로부터 오는 외로움을 달래고자 담배를 피우거나 
게임에 중독될 수도 있고, 술을 마시고 싶어도 또래로부터 고립은 음
주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기도 하며, 자발적 고립으로 인해 건강위
험행태로부터 보호될 수도 있다. 

   청소년기 발달과정에서 관계 내 사회적 지위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측면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Heinrish & Gullone, 
2006). 실제로 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Hall-Land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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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자살(Bearman & Moody, 2004), 비행행동(Heinrish & 
Gullone, 2004) 등 부정적인 결과들과 관련된다. 그러나 몇몇 연구에
서는 사회적으로 연결된 청소년보다 고립된 청소년이 건강위험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연구되기도 하 다(Kobus & Henry, 2010; Henry 
& Kobus, 2007). 기존 연구 결과의 불일치는 고립에 대한 다양한 정
의, 네트워크 경계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반 하지 못함 등을 원인
으로 꼽을 수 있다. 즉 상당수의 연구가 사회적 고립을 고립감, 외로
움 등 주관적 의미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Osgood et 
al., 2014). 또한 실제로 청소년은 학교 혹은 학급이라는 네트워크 범
위 밖에서 또 다른 친구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Ennett 
& Bauman,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급 내 친구 네트워크에서 고립을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하고 외부 친구에 대한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함
으로써 이전의 고립과 건강행태 연구를 확장했다. 구체적으로 학급 
내에서 아무에게도 친구로 지명을 받지 않고 본인도 지명하지 않는 
사회회피형 고립, 학급 내에서 친구들에게 지명을 받지만, 본인은 아
무도 지명하지 않는 사회무관심형 고립, 학급 내에서 친구들을 친구
로 지명하지만 아무도 친구로 지명해주지 않는 활동적 고립의 세 가
지 고립 유형을 본 연구에 적용하 으며, 사회인구학적 특성, 유대관
계, 외로움, 학업성취도와 사교육시간, 학급 내 친구관련 변수, 외부
친구 관련 변수 등을 통제변수로 하여 고립 향을 더욱 명백히 파악
하고자 하 다. 
   본 연구 결과는 건강행태에 따라 서로 다른 고립 유형의 향을 
받고 있으며, 같은 건강행태일지라도 고립유형의 향은 같지 않음을 
보여준다. 활동적 고립일수록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경험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학급 내 친구와 같은 외부친구 관련 요소들을 고려할 
때조차도 이러한 패턴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활동적 고립은 자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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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 자신은 그들의 친구로 지목되지 못
하는 고립 유형을 의미한다. 사회회피형이나 사회무관심 고립유형과 
달리 활동적 고립은 사회성은 있지만 ‘관계 거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초래되기 쉽다. 또한 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건강위
험행동으로 이어지며, 낮은 사회적 지위에서 친구 집단에 속하기 위
해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세 가지 고
립 유형 중 활동적 고립은 비행행동으로 이행되기 가장 쉬운 고립으
로 알려져 있다(Niño et al.,2016). 그리스 청소년 중 헬멧 미착용 경
험이 많은 청소년은 헬멧 착용 효능에 대한 낮은 인지뿐 아니라 또래 
압력이 헬멧 착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응답했다(Germeni et al., 
2009). ‘친구들이 헬멧을 쓰지 않는데 자신만 쓰는 것은 매우 이상해 
보인다’는 논리로 헬멧 착용을 거부하는 인터뷰 내용을 확인할 수 있
었다(Germeni et al., 2009). 친구관계에서 낮은 지위에 있지만 친구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자 하는 활동적 고립유형의 청소년에게 오토바
이 헬멧 미착용에 대한 동료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본 연구
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사회무관심 고립은 고등학생의 주중 수면시간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중 수
면시간은 감소하게 되지만 사회무관심 고립은 그렇지 않았다. 앞서 
세부연구 Ⅰ에서도 수면시간 효과 역시 고립인 경우 동종효과가 나타
났다. 하지만 충분한 수면시간을 지닌 청소년의 인기는 적어 확산 경
향을 예상할 수 없었다. 즉, 수면시간에 따른 동질성이 관계에 나타나
더라도 친구로 인해 수면시간이 조정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의미한
다.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대학입시 경쟁으로 인해 수면시간이 감소하
는 집단 분위기에서 사회무관심 고립인 청소년은 이러한 경쟁 분위기
에 휩쓸리지 않고 충분한 수면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기의 불충분한 수면은 우울증, 불안, 공격성 증상 등의 정서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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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gstad et al., 2010) 자살충동을 증가시키고(Lee et al., 2012) 약
물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등(Sarchiapone et al., 2014)의 문제를 유
발한다. 수면활동을 위해서는 관계적 접근뿐 아니라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즉,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의 중요
성에 대한 보건교육뿐 아니라 주변 향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향상하는 역량 강화, 정책적 차원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학업 부담 감소를 위한 수업과 입시제도 개선, 수업
량 감축 등 교육 정책 개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주목되고 있는 청소년 건강행태 중 하나가 좌식행동
(sedentary behavior)이다. 국내 청소년은 학업으로 인한 좌식행동뿐 
아니라 텔레비전 시청, 컴퓨터 사용 등의 스크린타임으로 하루의 상
당 시간을 보낸다. 특히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의 문
제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임시간의 경우 사회회피형 고
립일수록 게임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과 달리 게
임활동은 지극히 폐쇄적이고 개인적인 활동임을 알 수 있다. 세부연
구 Ⅰ에서도 게임의 경우 남학생 간 네트워크와 비고립 네트워크에서 
동종효과가 있지만, 인기가 없어 확산경향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 다. 
오히려 사회회피형 고립과 같이 친구로 지목되지도 않고 지목하지도 
않는 폐쇄적인 고립형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관계 형성에 대한 사회
성 부족은 관계 형성에 대한 노력을 포기한 채 고립 관계를 유지할 
경향이 크다. 고립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로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기존 연구에서는 흡연, 약물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본 연구
의 대상인 국내 청소년은 게임활동으로 고립이 주는 외로움을 대처하
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성별에 따른 좌식행동
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함
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환경조성 마련 및 활성화의 필요성을 지
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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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음주,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고립 유형 효과를 파악할 수 없
었다. 본 연구와 세부연구 Ⅰ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음주는 사회성이 
반 된 건강위험행동임이 확인되었다. 남학생 네트워크에서 음주는 
인기가 부여된, 집단의 규범적 성격이 있는 건강행태임을 알 수 있었
고 세부연구 Ⅱ를 통해 음주는 고립 유형과 상관없음을 알 수 있었
다. 고립유형과 음주를 다룬 Niño 등(2016)의 연구에서는 고립이 음
주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음주는 외로움
에 대한 대응 행동이기보다는 친구관계에서 촉진되는 사회적 건강위
험행동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체활동의 경우 중학교 2학년 
네트워크에서만 확산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년이 증가
함에 따라 신체활동의 확산 경향은 사라지게 되며 심지어 신체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연구 Ⅰ과 Ⅱ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관계의 고립으로 인해 
취약한 건강행태를 보이는 것은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게임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연구 Ⅰ을 통해 청소년 친구관계 내의 존재하
는 건강행태의 동질성이 건강지향성의 보편화를 촉진하기보다는 오히
려 사회통합을 방해하며 불건강행태를 확산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었
다. 오히려 친구관계로부터 고립이 불건강행태에 대한 전염을 예방하
고 긍정적인 건강행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간의 고립은 불건강 상태를 초래하고, 친구관계를 
인위적으로 중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소년 친구관계 수준
의 건강행태의 동질성과 지위를 고려하여 건강행태에 대한 사회통합
을 이루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세부 연구 Ⅰ과 동일한 건강행태를 세부 연구 Ⅱ에서 종속변수 삼
아 고립유형에 따른 건강행태의 향을 살펴보았다. 앞의 연구에서 
관계 형성에서 나타나는 건강행태의 동종효과와 수신자효과는 건강행
태의 불균등한 분포를 유발하고 이러한 분포는 성별, 연령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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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여부에 따라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립상태인 경우는 
비고립의 경우보다 관계형성에 의해 나타나는 동질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하루의 주된 생활이 학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
의 일상을 염두에 둘 때, 고립된 관계는 청소년에게 외로움, 소외감을 
감당해야 하는 또 다른 과업이 부여되는 꼴이다. 관계가 형성된 경우
는 친구관계 내 형성된 동질성과 네트워크 지위의 향이 건강행태 
전반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되지 않아도 흡연, 음주, 오토바
이 헬멧 미착용, 스마트폰 장시간 이용 등의 불건강행태가 발생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확산이 예상되기도 한다. 반면, 네트워크 지위가 취
약한 고립된 청소년의 건강행태에는 어떤 동기가 작용하는지를 탐색
해 볼 필요가 있다. 
   세부 연구 Ⅱ에서는 네트워크 구조에 기반하여 고립을 4개의 유형
으로 세분화한 뒤 건강행태의 향을 파악하 다. 네트워크의 연결정
도를 조합하여 ‘사회회피형 고립’, ‘사회무관심형 고립’, ‘활동적 고립’ 
이다. 전체 청소년 네트워크에 고립적 위치에 놓인 청소년은 1,661명
(47.7%)이나 되었다. 연결이 없는 ‘완전한 고립’만을 고립으로 여기는 
기존의 인식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고립의 개념을 
연구에 활용했기 때문에 고립자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고립자라 할지라도 외부활동이나 학교 밖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학급 내에서 자기는 지명하지 않아도 자신을 지명해주
거나(사회무관심 고립), 본인이 활발히 지명(활발한 고립)하는 것을 고
려한다면 고립상태일지라도 학급 내 친구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부친구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 네트워크
조사(egocentric network survey)의 결과를 활용하 다. 본인이 친
구의 정보를 기재했다는 점에서 타당도의 문제가 제기되지만, 친구 
성별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변수이며, 친구의 성적을 상, 중, 하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매우 구체적이지 않지만, 외부 친구 성향을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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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립유
형과 사회인구학적 변수, 사회유대 관계와 외로움 변수, 학업(학업성
취도, 사교육 시간)변수 그리고 학급 내 친구 정보와 같은 방식으로 
학교 밖 친구 정보를 구성하고 외부 친구 비율을 본 모형에 구성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사회회피형’은 남학생과 고등학생의 수면행태, 남학생의 
게임시간(하루 2시간 이상)에 있어서 유의한 향을 보 다. 친구를 
지명하지 않고 지명받지도 않는 완전고립형이다. 이전의 연구
(Copeland et al., 2017)에서는 ‘사회회피형’ 고립은 외로움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술, 담배 등을 찾지만 실
제로 고립에 따른 위해 물질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실제로 건강위
험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외부지향이 있을 
경우 건강위험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여 흡
연, 음주, 약물의 경향이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Niño, 2016). 본 연
구에서는 흡연(남학생, 고등학교 남학생), 음주(전체, 남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는 고립 유형에 따라 유의한 향을 받지 않았지만, 외부친
구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위험
물질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외부의 친구가 통로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부친구 비율이나 그들의 낮은 성적 수준에 흡연(남자 고
등학생)이나 음주는 향을 받지만, 자신의 외로움도 흡연에 향을 
미친다. 
   활동적 고립의 경우, 자신은 계속해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지만 
관계의 거절을 경험하는 고립이다. 이러한 고립은 반복되는 거절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
면서도 친구집단에 소속되려는 경향이 크다. 본 연구에는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이 활동적고립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게임시간
은 사회회피형 고립을, 수면시간은 사회회피형(남, 고등학생)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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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형 고립 모두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활동은 
사회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좌식행동이라는 점에서 관계 단절로부
터 오는 외로움에 대한 주요 대응행동이라고 여겨진다. 수면시간은 
상반된 의미를 지닌 고립 유형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
면 시간이 충분할수록 사회회피형 고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수면 부족은 우울, 스트레스, 갈등 등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충분한 수면의 경우 또 다른 스트레스 대응 기제로 볼 수 있다. 학업
부담과 관련하여 수면시간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될수록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고등학생 때 충분한 수면 시간은 집단 규
범으로부터 자유롭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남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낮을수
록 충분히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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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고찰

1. 연구 결과 종합

흡연 음주 오토바이
헬멧미착용 스마트폰시간 게임시간 신체활동 수면시간

동종효과 남.여 남,고1,고2 전체,이성 전체,여, 비고립 남,중2,고1 이성,중2 남,여,이성, 
중2,고립

수신자효과(인기) 전체 남,중2,비고립 전체,이성,고2 남, 비고립 고1 중2,고립 남,여, 중2,고1

확산경향(동종 +인기) 남 남 전체,이성 비고립 고 1 중 2 남 , 여

고립
사회회피 전체 ,남 ,고등 남 , 고등
사회무관심 (-)여 전체 , 고등
활동적고립 전체 ,남 ,중등

외로움 남 ,고등 (-)고등 전체 ,중등
친구들 건강행태 고등 전체 , 고등 전체 ,남 ,중고등 전체 ,여 ,중등
외부 친구비율 남 ,고등 전체 ,남 ,중고등 고등 여 (-)전체 ,남 ,고등
* 통계적 유의성을 지닌 경우만(p<0.1)을 표시하되, 동종효과, 수신자효과, 확산경향은 양의 추정치 값만 그 외의 변수 중 음수는 (-)로 
표시함. 



- 115 -

   본 연구를 통해 친구관계 형성과 청소년기 건강행태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친구관계 형성은 건강에 긍정적 향을 주는 건강
증진행동뿐 아니라 건강에 해로운 향을 주는 건강위험행동과 좌식
행동과도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수준에서 건강행태 동종효과
는 전체 네트워크에서는 오토바이 헬멧미착용과 스마트폰시간의 경우
만 친구관계 형성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성별, 학년별, 고립유형에 따른 하부 네트워크에서는 건강위험행동, 
좌식행동, 건강증진행동으로 구성된 총 7개 모든 건강행태에서 동종
효과가 나타났다. 네트워크 수준에서 건강행태의 수신자효과 역시 동
종효과와 유사하게 전체 네트워크에서는 오토바이 헬멧미착용의 경우
만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지만, 하부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건강행태에
서 수신자효과가 발생하 다. 특정 건강행태의 동종효과와 수신자효
과가 동시에 발생할 때, 네트워크에서 특정 행태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Rogers,2010). 확산 경향 역시 전체 네트워크에서
는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의 경우만 해당하지만, 하부 네트워크의 차
이는 있지만 모든 건강행태에서 확산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성별, 연령, 고립여부 등 하부 집단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점은 청
소년 친구 네트워크에 다양한 건강행태가 친구관계 형성과 연관된다
는 점이다. 특히, 건강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건강위험행동, 좌식
행동과 관련된 또래규범이 친구 관계에 내재하여 건강지향적 규범 형
성을 어렵게 하며 불건강행태들이 친구관계를 통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다차원적 고립 유형이 건강행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각
각의 고립 유형은 일부 건강행태에서 유의한 향을 주었다. 고립은 
친구관계가 형성된 청소년과 또 다른 건강행태 동기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사회회피형 고립은 외로움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건강행
태를 하는 동기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게임시간이 대응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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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무관심형 고립은 친구들에게 있지만, 
본인 스스로 원해서 하는 자발적 고립이기 때문에 친구관계로부터의 
노출, 향을 덜 받아 건강행태가 보호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을 고
려하여 해석하면 충분한 수면시간을 취하는 것이 주위의 분위기나 
향으로부터 보호받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보통 수면시간은 성적과 

접한 연관을 맺는데, 본 분석의 경우 학업성취도, 사교육시간, 친구
들 성적수준을 보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사회무관심형 고립인 청소년
은 수면시간에 주변 향보다는 자신의 의지가 많이 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활동적 고립은 친구 관계를 맺고 싶지만 거절되거나 형성이 
어려운 유형이다. 또래집단에 머물기 위해서 위험감수를 하는 경향이 
크다. 오토바이 헬멧미착용의 경우 친구관계 형성을 위해서 위험감소
를 마다하지 않는 건강행태 동기가 반 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립유형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친구 향이 건강행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회인구학, 유대관계, 학업, 외로움, 
친구들 건강행태, 학급 내 친구특성, 외부 친구 특성을 통제변수로 적
용하여 분석하 다. 외로움은 남학생 네트워크에서는 흡연과 전체 네
트워크에서는 신체활동에 향을 보 다. 고립유형은 흡연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국내 남자 중고등학생의 흡연 동기가 
구조적 고립보다는 정서적 외로움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신
체활동의 경우도 고립보다는 정서적 외로움에 대응수단으로 신체활동
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친구들 건강행태는 자신의 친구 중
에서 특정 건강행태 속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 자신의 건강행태에도 
유의한 향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이다. 전체 네트워크에서는 스마
트폰시간, 게임시간, 신체활동이 친구 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게임시간은 사회회피형 고립에서 고독감 대응수단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친구 향 또한 게임시간의 행태 동기로 작용한다. 외부 친구 
비율이 높을수록 음주경험을 증가시켰고 수면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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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개인· 관계수준에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건강위험행동에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에서는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
년 시점에서 유의미한 건강행태 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가령, 중
학교 2학년의 경우 신체활동, 고등학교 1학년은 게임시간의 확산경향
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활동에서 비신체
활동으로 전환됨을 관계수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고
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건강위험행동이나 좌식행동에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 친구 네트워크는 건강증진행동 뿐 아니라 건강위험행동
과 좌식행동에 대한 노출 기회 증가, 건강행태에 대한 수용성과 접근
성을 낮추는 역할에 기여함을 알 수 있으며, 관계의 고립은 또 다른 
건강행태의 동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ERGM 분석을 통해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행태의 동종
효과와 수신자효과가 연관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주목할만한 
결과는 청소년기 친구관계 형성과 관련된 건강행태는 건강에 이로운 
건강증진행동뿐 아니라, 건강위험행동과 좌식행동과 같은 불건강행태
도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다차원적 고립은 관계를 형성하는 청소
년과 비교할 때 건강행태에 다른 동기가 작용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사회자본이 건강에 긍정적 향을 준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와 
달리 사회자본이 건강에 있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이전 
연구의 주장을 강화했다(Portes, 1998). 고립과 같은 매우 낮은 수준
의 사회적 통합도 건강에 부정적이지만(Putnam, 2000), 과도한 사회
통합 역시 긍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거나 해로울 수 있다는 기존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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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맥을 같이한다(Portes, 1998).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지지를 제
공하고 사회적 규범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스트
레스 중재, 건강 개선,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수단
으로 여겨지고 있다. 반대로 사회적 관계가 증가하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 노력이 소모되고 집단 압력, 과도한 통제, 배타성 등으로 
스트레스, 관계 갈등, 긴장,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네트워
크의 구조 자체가 기회접근성과 행동 제한을 결정하는 자원의 흐름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향을 통하여 개인의 건강행태 
결정을 이끈다(Berkman et al., 2014). 이를 고려할 때, 그룹 내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교환되는 자원이나 정보는 건강증진 정보와 같이 이
로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악성 루머 확산과 같이 부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강한 연계는 건강증진(예: 공공장소에서 금연)뿐 아니
라 건강 피해(예: 직장 내 단합을 위해 음주를 강요)를 유발하는 집단 
규범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전통적으로 사회자본과 건강 연구들은 성인을 주된 대상으
로 삼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Morgan, 2011). 청소년기는 부모뿐 아니
라 친구 역시 중요한 사회관계로 여겨지고, 그들의 자율성이 증가함
에 따라 친구의 향력은 점점 중요해진다(Steinberg & Monahan, 
2007). 특별히 청소년기 부모의 지지, 통제는 청소년기의 건강위험행
동 감소와 관련되지만, 친구관계에서는 건강위험행동 노출 및 개입이 
우려된다(Will & Cleary, 1996). 청소년의 사회연결망과 건강행태에 
대한 연관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선
행되어야 한다. 개인의 성별, 연령, 사회 경제적 지위가 혼란 변수로 
작용하여 사회자본과 건강행태 관계를 잘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특
히, 청소년에게 중요한 공동체인 학교는 전통적인 사회자본 정의에는 
거의 포함되지 않지만, 가족과 공동체가 교차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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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가 개발되고 활용되는 주요 장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Vienio et al., 2005).
   셋째, 청소년기 친구 관계의 향력은 친구라는 동질적 속성만으
로도 사회관계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동질적 속성이 관계 형성을 촉
진 시킬 수 있지만, 건강행태에 대한 동질성은 누구나 건강지향적 삶
을 살아야 한다는 보건학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 관계 수준에서 
동질적이지만 네트워크 전체 수준에서 보면 건강행태 속성에 따라 파
벌을 형성할 수 있다. 즉, 건강행태에 대한 관계 수준의 동질성은 건
강에 대한 보편적 가치의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건강불평등을 초래한
다. 더욱이 특정 건강행태를 지닌 개인이 네트워크 내 지위가 높다면
(예: 인기) 건강행태 확산이 촉진된다. 더욱이 청소년기 친구관계 내 
동질성이 건강위험행동에서 나타난다면,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
해서는 개인 수준보다 관계 수준의 중재전략이 보다 근원적이고 효과
적일 것이다.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는 건강행태와 건강프로그램 확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Smith & Christakis, 2008). 네트
워크 구조, 네트워크 인구 구성 및 네트워크 내의 개인 간의 동질성 
수준은 전염과 확산 과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Centola, 2010). 
   넷째, 관계 수준에서 건강행태에 대한 동종효과가 있더라도 확산
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인기가 필요하다. 네트워크 수준의 
지위(즉, 인기)는 동종효과와 마찬가지로 건강증진행동 뿐 아니라 불
건강행동과도 연관이 있다. 본 연구가 횡단면 연구임을 고려하여, 결
과 해석에서 선택효과와 향효과(사회화과정)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
여 해석하고자 한다. 유사한 친구끼리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선택효과 
측면에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 인기는 자아 발달 수준을 
높이고, 안정된 애착, 또래 상호작용 등 청소년의 사회발달에 긍정적
으로 작용한다(Allen et al., 2005). 또한 인기는 그들의 환경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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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적 경향을 설정한다고 여겨진다(Kelly et al., 1991). 본 연구는 전
체 네트워크에서 인기 청소년은 오토바이 헬멧미착용을 하는 것으로 
또한, 남학생 네트워크에서 흡연, 음주와 같은 건강위험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해당 건강위험행동이 청소년기 친구집단
의 규범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인기 있는 
청소년은 인기있는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할 확률이 높으며, 인기가 
적은 청소년은 인기있는 청소년과 관계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이 작동
하는데, 본 연구와 같이 인기 청소년이 건강위험행동의 속성을 지닌
다면 일부 건강위험행동의 사회화가 친구 네트워크에 의해 촉진될 가
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친구 관계에서 인기가 높아지는 것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
을 마시거나, 오토바이 헬멧을 쓰지 않는 또래 압력의 향을 더 크
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건강위험행동을 지닌 청소년이 그
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더 인기있다는 이전 연구와도 일치한다
(Valente et al., 2005). 관계 형성 이후 향 효과(사회화과정) 측면
에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친구집단에서 규범으로 인식되는 건강행
태를 많이 하므로 인기가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다. 건강행태를 반복
함으로써 인기를 얻는다고 인식함으로써 본인도 인기를 얻고자 건강
행태를 선택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어떤 건강행태를 집단 규범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건강행태
의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남학생 네트워크에서 건강위
험행동을 하는 청소년이 인기를 얻고, 또 다른 청소년이 인기를 얻기 
위해 흡연, 음주와 같은 건강위험행동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수신자효
과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다. 향효과 측면에서 흡연이 청소년들
의 인기를 증가시켰다고 본 기존 연구와도 일치된다(Lakon et al., 
2010).
   다섯째, 친구관계가 형성된 청소년은 친구관계 내 동질성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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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위 등이 건강행태의 동기로 작용하는 것과 달리, 고립된 청소년
의 경우, 건강행태에 또 다른 동기가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립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Copeland 등(2017)은 네트워크 내 구성
원들이 사회 구조의 일원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본인 스스로 네트
워크의 구성원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적 에
너지(예: 사회성)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형성된 다차원적 고립은 건강행태에 다른 동기를 제공
할 가능성이 높다. 가령, 관계의 단절로부터 오는 외로움을 달래고자 
담배를 피우거나 게임에 중독될 수도 있고, 술을 마시고 싶어도 또래
로부터 고립은 음주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기도 하며, 자발적 고립
으로 인해 건강위험행태로부터 보호될 수도 있다(Copeland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고립의 건강행태 향을 분석한 결과, 사
회 회피형 고립은 게임시간에, 사회무관심형 고립은 수면시간에, 활동
적 고립은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
구관계 내 사회적 지위를 토대로 고립유형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건강행태에 적용하면 건강행태 동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완
전 고립상태에 있는 사회회피형 고립은 관계를 형성하기 하기보다는 
외롭더라도 고독을 감내하는 경향이 크다(Asendorpf & van Aken, 
1999). 하지만 사회회피형과 같은 장기간의 고독은 높은 우울감을 나
타내며(Coplan & Bowker, 2013), 외로움에 대한 자가치료 수단으로
서 흡연, 음주 등 건강위험행동을 택하기 쉽다(Osgood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흡연이나 음주보다는 장시간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게임은 별다른 사회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흔히 취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회피형 고립 청소년이 게
임 하는 동기가 친구관계를 형성한 청소년과는 달리 외로움에 대응하
기 위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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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무관심형 고립 역시 사회회피형과 마찬가지로 관계를 형성하
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가 부족하다. 하지만 사회회피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회무관심형 고립은 친구들로부터 지명을 받는다. 즉 친구 
관계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지닌다, 사회무관심형 고립인 청소년은 
친구와의 관계형성 가능성이 열려 있어 관계 형성에 별다른 어려움 
없을 것이다. 고독감 해소를 위해 자가치료 수단으로 건강행태를 취
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건강행태를 주변 향을 덜 받으며 소신대
로 행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불건강한 또래규범과 그 향으로부
터 보호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본 연구 결과에서도 사회무관심형 
고립은 충분한 수면시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수
면시간은 건강에 이롭지만,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량 증가
와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학업부담 증가는 수면시간이 전반적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어린 학년의 경우는 원만한 교내 사회관
계로 인해 수면장애 없이 충분히 잠을 자는 경향이 높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학업성취도는 집단 
규범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친구관계 유지와 형성을 위
해서 학년의 변화에 따른 규범 변화는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수면시
간을 줄여서라도 학업성취도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이는데, 이는 기존 연구를 지지한다(Maume., 2013). 반면 사회무
관심형 고립상태인 청소년의 경우는 고학년이 된다고 해서 이러한 집
단 규범이 크게 작용하지 않고, 학교 내외 친구관계와 관련한 시간 
소모가 적어 충분한 수면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무관
심형 고립의 특성이 주변의 불건강행태(불충분한 수면시간)의 향으
로부터 보호받도록 돕는다. 
   활동적 고립유형의 청소년은 친구관계 형성을 원하지만, 동료로부
터 거부를 당하는 경향이 높다. 해당 유형의 청소년은 관계 거부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위험행동을 감수하기도 한다(Pri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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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ca, 2004). 하지만, 활동적 고립유형의 경우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동료집단 압력이 위험행동 감수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 학급 네트워크 수준에서 오토
바이 헬멧미착용은 인기 청소년의 건강위험행동으로 친구 집단 규범
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활동적 고립에 놓인 청소년은 관계 거
절을 최소화하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 또래 규범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취약한 위치가 그들의 건강행태의 동기로 작용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친구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적 관점을 바탕으로 관계수
준에서 건강행태 동질성을 파악하고, 네트워크 수준에서 건강행태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 다. 건강행태는 사회맥락에 의해 향을 받게 
되는데, 청소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청소년 친구 네트워크는 거시차
원의 사회구조와 미시차원의 개인 건강행태를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감당한다고 할 때, 네트워크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는 청소년의 
건강행태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 시켰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다
른 발달 시기보다 친구 향이 크다는 점에서 청소년에게 미치는 친
구 향이 건강행태에 어떤 기전으로 향을 주고 확산되는지를 파악
하는 것은 효과적인 청소년 건강증진 정책에 중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친구관계로부터 단절된 청소년은 외로움에 대한 대응방안, 노출
과 접근성으로부터 보호, 취약한 사회적 위치 등 또 다른 건강행태 
동기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립된 청소년의 건강
행태 동기를 바탕으로 한 보건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방법론적 함의

   본 연구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맥
락과 그 맥락 내의 인식된 규범을 설명하고, 친구관계와 건강행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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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 다. 기존의 네트워크 연구들은 
청소년의 건강행태와 관련하여 친구관계 네트워크를 고정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도, 중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Seo & Huang, 2012; 
Ennett et al., 2006; Haynie, 2001).
   본 연구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 분야의 최신 방법인 ERGM을 적용함으
로써 친구들이 건강행태에 미치는 메커니즘과 친구관계 형성과 건강행태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 다. ERGM을 통해 기존의 사회연결망 분석의 통
계적 한계인 개인 간의 상호의존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 내생적 구
조변수들(호혜성, 폐쇄성, 인기도, 확산경향 등)을 모형에 반 함으로
써 개인 간 상호의존성을 통제하 고, 사회 관계와 건강행태 결과를 
동시에 예측할 수 있었다. 이전의 고정된 사회 네트워크 모형은 친구
관계 모양이 건강행동에 미치는 향만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면, ERGM을 활용하여 더욱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네트워크를 이해
할 수 있었다. 친구관계는 관계형성, 유지, 변경 등의 변화가 끊임없
이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관계의 역동성을 반 하여 건강행태가 친
구관계 형성에 어떻게 향을 주는지 이전 방법보다 더 실제와 가깝
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Lambert et al., 2016; Tsai et al., 2016; 
Wang et al., 2016; Schaefer et al., 2014; De la Haye et al., 
2010). 청소년 친구관계에 의한 사회 맥락적 특성과 건강행태 관련성
을 정교화하기 위해서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적 수준(dyadic level)
에서 어떠한 건강행태가 동질적인지를 파악하고(동종효과), 네트워크 
수준(network level)에서 특정 건강행태 속성을 지닌 청소년이 네트
워크 내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즉, 인기)를 나타내는지(수신자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네트워크에 어떠한 건
강행태 규범이 존재하는지, 건강행태의 확산경향성을 파악하는 등 다
양한 건강행태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와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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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관계 형성뿐 아니라, 고립된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
함으로써, 친구관계와 건강행태의 이해 폭을 확장하고자 했다. 특히,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청소년이 고립되었다고 정의하고, 고립의 정의
를 네트워크 구조 내 위치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의하 다. 즉, 사회 
네트워크 분석의 연결정도 값(in-degree와 out-degree)을 조합하여 
다차원적 고립 유형을 구성하 다. 학급 내 완전한 고립(사회회피형 
고립), 학급 친구들은 친구로 지명하지만 자신은 아무도 친구로 지명
을 하지 않는 고립(사회무관심형 고립), 친구를 지명하지만, 아무에게
도 친구로 지명받지 못한 고립(활동적 고립)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의
는 연결을 기본으로 하는 네트워크 구조에서 고립을 보다 다차원적으
로 정의한 것으로, 본 연구는 다차원적 고립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완
전고립과 같은 제한된 정의나 정서적 측면의 외로움을 고립의 개념으
로 혼재되어 사용한 기존 연구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친구관계 
내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고립을 정의하고 측정할 수 있었
다. 또한, 다차원적 고립 유형을 활용함으로써 고립에 따른 건강행태
의 동기를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 파악에 기여할 수 있었다.

3. 보건 정책적 함의

   다수의 청소년은 대부분의 일상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청소
년들은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교육을 습득하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입시 중심의 국내 교육 현장의 특성상 많은 시간
을 보건교육에 할애하기 어렵다. 특히 대다수의 학교기반 보건교육이 
전문가 주도 아래 지식기반, 대규모 강의, 단면적이고 단기적으로 시
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건강 결과 평가 부재로 
인하여 근거 중심 정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Park, 2006). 현실에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지속적인 학교기반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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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 청소년과 건강행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건강행태에 대한 역학이나 통계적 접근뿐 아니라 관계 수준
을 관측할 수 있는 사회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건강행태를 둘러싼 사
회 맥락적 이해가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청
소년 건강행태에서 친구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의 또래 
관계는 청소년 건강증진 정책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핵심요소이다. 효
과적인 청소년 건강증진 정책 마련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
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구 관계 수준을 반 한 청소년 건강증진 중재 방안 개발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성별이나 학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양
한 건강행태에 따른 동종효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원적 관계 수준
에서 청소년의 건강행태에 대한 동질성은 관계 형성을 촉진하지만, 
네트워크 전체에서 볼 때는 건강행태 속성에 따라 이질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즉 관계 수준에서 건강행태의 동질성이 상반된 건강행태에 
대한 수용 수준을 낮추고 전환을 어렵게 함으로써 건강불평등을 심화
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Seffrin, 2012). 관계적 수준에서 건강행태
를 관측하지 않는다면 중재를 통한 네트워크의 자원 재분배의 잠재력
을 놓치고 만다(Shiell et al., 2018). 기존의 청소년 건강증진 중재 
방안들이 개인 수준 요인에 기반하고 개인 차원의 변화를 목표로 하

다면, 관계 수준에서는 중재 방안은 건강지향적 규범을 목표로 전
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가령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대
중문화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건강지향적 규범을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효과적일 수 있다(Valente et al., 2005).     
   둘째, 청소년의 친구 네트워크 정보를 활용하여 건강증진 프로그
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성별이나 학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건강행태 속성을 지닌 청소년이 친구 네트워크에서 인
기가 있다는 수신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친구관계에서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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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위가 주변 향력이 크다는 점을 유념할 때, 본 연구 결과
는 친구 네트워크 지위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청소년을 선별하여 보
건교육 후 또래교육사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또래지도자 중심의 보건
교육 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건강행태에 대한 수신
자효과는 건강증진행동 뿐 아니라 건강에 부정적인 향을 주는 건강
위험행동과 좌식행동에서도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또래지도자 교
육을 개발하고 수행해야 한다. 네트워크 중재를 고려한 또래지도자 
보건교육일지라도 기존에는 인기 있는 청소년의 건강행태 속성에 대
한 사전조사 없이 인기 여부로 또래지도자로 선정하여 활용하는데 그
쳤다(Valente, 2009). 이제는 또래지도자 선정과 교육에 있어 인기뿐 
아니라 그들의 건강행태 속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정된 청소년들이 
우선하여 건강지향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
다 정교한 보건교육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 친구 네트워크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에 있어 
성별과 학년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건강행태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남학생끼리의 네트워크에서는 흡연, 음주, 수면시간에 있어 
동종효과와 수신자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확산경향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대표적인 건강위험행동으로 여겨지는 흡연, 음주의 경우 여학생
이나 이성 간 친구관계보다는 확산경향이 예상되는 남학생 간 친구관
계에서의 건강위험행동에 대한 개입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신체활동에 대한 확산경향은 중학교 2학년 집단에서 나타
났지만 게임시간에 대한 확산경향은 고등학교 1학년 집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학년이 증가하면서 감소하고,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신체활동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
이 있다. 중학교 2학년의 신체활동 확산경향을 연장하고 고등학교 1
학년의 게임활동 확산을 방지하기 하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부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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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까지 신체활동 활성을 위한 중재 방안을 마련하고 집중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 건강증진 정책 형성에 있어 친구 관계로부터 고립된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청소년들과는 다른 건
강행태 동기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회
피형 고립인 청소년은 게임을 오래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관계 회피
로 인한 외로움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장시간 게임을 하는 경향을 보
인다고 할 수 있다.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립된 청소년에게 
사회성 개발을 위한 학교와 제도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Asendorpf 
& van Aken, 1999). 활동적 고립인 청소년의 경우 오토바이 헬멧미
착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를 통해 친구들에게 관심을 받고 친구 집
단에 소속되기 위해서 혹은 관계 거절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 대응하
기 위해서 위험 감수를 마다하지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
전예방을 위해서 활동적 고립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계향상 기술을 
훈련하고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상담, 교육, 환
경 제공이 도움이 될 것이다(Prinstein & Greca, 2004). 청소년들은 
학교 내 친구관계가 아니더라도 외부친구들을 통해 흡연, 음주, 오토
바이 헬멧 미착용, 신체활동, 수면시간 등과 같은 건강행태의 향을 
받는다. 특히 외부친구의 부정적 건강 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학
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단위에서 청소년 건강행태에 대한 모니터링, 
건강지향적 환경 마련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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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한계와 의의

 

1)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단면조사 자료 활용의 한계가 있다. 전국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대규모 사회연결망 연구이지만, 단면 연구로 인하여 동종효과
가 선택효과인지, 사회화( 향)의 결과인지를 알 수 없다. 이는 건강에 
미치는 네트워크의 향의 방향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 해석이 쉽
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관계 수준의 건강행태 동질성 여부를 
통해 건강불평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 고, 수신자효과와 함께 확산
경향을 파악하는데 문제 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 활용된 네트워크 자료는 친한 친구를 지명하고자 할 때 
최대 7명까지로 제한을 두었다. 지명 친구 수를 제한하 지만, 유사 연
구들을 보면 적으면 5명 이내로 지명 친구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
았다. 
   친구 네트워크를 학급 내 친구로 제한을 두었다. 가장 이상적이라면 
최대 7명까지 지명한 친구 개개의 네트워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겠지
만, 학교 밖 친구들까지 현실적으로 조사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대부분
의 청소년이 같은 학교, 학급에서 또래들과 친 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
기 때문에 학급에서의 친구 관계 결여는 친구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
우로 여길 수 있다. 또한 자아중심적 네트워크 방식으로 조사한 자료이
긴 하지만 ‘학교 외 친구’와 관련 정보(성별, 학업성취도 등)를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에 포함했다.
   본 논문에서 분석된 자료는 건강행태나 사회적 네트워크 자체를 
연구하기 위해 고안된 자료이기보다는 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이기 때
문에 건강행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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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된 음주 경험,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을 조사할 때, 음주 경
험이 평생 2회 이상인 경우,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은 평생 중 경험 
여부로 조작적 정의를 제한함으로써 연구 결과 해석에 일부 제약이 
따른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청소년 친구관계 네트워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전국 단
위의 대표성이 있는 국내 최초 청소년 건강행태 연구이다. 기존의 사
회네트워크 분석과 달리 네트워크의 역동성을 반 한 최신분석 기법
을 본 연구에 적용하 다. 또한 친구 네트워크 연결정도를 적용하여 
고립의 의미를 객관화하고 구조화함으로써 고립된 구조에 있는 청소
년의 건강행태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켰다. 개인수준 뿐 아니라 
이원적, 네트워크 수준에서 친구관계에 대한 고려를 통해 보다 효과
적인 청소년 건강행태 정책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건강위험행동(흡연, 음주, 오토바이 
헬멧미착용), 좌식행동(스마트폰시간, 게임시간), 건강증진행동(신체활
동, 수면시간)과 같은 다양한 건강행태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분석 모
형에 적용하 다. 본 연구에 포함된 건강행태 변수들은 건강증진행동
과 같이 건강에 긍정적 향을 미치는 건강행태 변수들도 있지만, 건
강위험행동이나 좌식행동같이 부정적 향을 미치는 건강행태 변수들
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기 친구관계의 건강행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고립감, 외로움 등은 정서적 속성에 속해 성별에 따른 
편향이 내포될 수 있다. 그렇지만 본 모형에서는 고립 유형을 네트워
크의 구조적 속성에 의해 구성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된 변수를 
적용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하 다. 또한 다차원적 고립 유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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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된 청소년이 관계가 형성된 청소년과 다른 건강행태 동기를 파악
을 가능하게 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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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흡연

ALL BOY-BOY GIRL-GIRL BOY-GIRL 고립 비고립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적색 : 흡연
  흰색 : 비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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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음주

ALL BOY-BOY GIRL-GIRL BOY-GIRL 고립 비고립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주황색 : 음주경험 2회이상
  흰색   : 음주경험 2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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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ALL BOY-BOY GIRL-GIRL BOY-GIRL 고립 비고립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노랑색 : 헬멧 미착용
  흰색 : 헬멧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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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스마트폰 사용 시간

ALL BOY-BOY GIRL-GIRL BOY-GIRL 고립 비고립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녹색 :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 사용 
  흰색 : 하루 4시간 이하 스마트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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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게임 시간

ALL BOY-BOY GIRL-GIRL BOY-GIRL 고립 비고립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청색 : 하루 2시간이상 게임
  흰색 : 하루 2시간미만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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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신체 활동

ALL BOY-BOY GIRL-GIRL BOY-GIRL 고립 비고립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청색 : 주 5회 이상 신체활동
  흰색 : 주 5회 미만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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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주중 수면시간

ALL BOY-BOY GIRL-GIRL BOY-GIRL 고립 비고립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갈색 : 주중 하루 7시간 이상 수면
  흰색 : 주중 하루 7시간 이하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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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friendship and 

health behavior among adolescents

Sarang Jang

Department of Health Care Management and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health behavior is 
that health risk behaviors increase but health promotion 
behaviors decrease. While the age at onset of smoking and 
drinking increases with age and increases with age, the rate 
of physical activity and sleep time decrease with age (KCDC, 
2017). Adolescents are more likely to form health lifestyles 
and health behaviors that are formed during adolescence 
have a continuing impact on adult health. Soci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is achieved through constant interactions with 
the social context, among which friendship is one of the 
main sources of development. Friendship in adolescence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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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sides in the influence on health behavior. Friendship 
helps improve health by sharing and spreading health life, 
but it may cause unhealthy behaviors due to the fact that 
unique norms formed by friends are not in line with health - 
oriented norms.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adolescent health behavior and establish an effective health 
polic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not only the adolescent 
individual bu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iendship 
and the health behavior.

In this study, homophily and receiver effect (popularity) 
were examined in various health behaviors (smoking, 
drinking, motorcycle helmet non-use, smartphone time, game 
time, physical activity, sleeping time) We will examine the 
diffusion tendency in which effects occur at the same time. 
We also want to explore how isolated friendships affect 
health behaviors. In order to formulate this, we examine 
what type of health behaviors have similar effects and 
network status. We also investigate the effect of 
multidimensional isolation types (socially avoidant, socially 
disinterested, actively isolated) on health behaviors in the 
network structure.

To do this, I reconstructed the friendship data in the class 
of '2016 Korea Childhood Happiness Index' and used network 
data for 3,703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riendship formation and 
health behavior, ERGM analysis method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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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dependency in the network was applied to this study. In 
order to understand the effect of health behavior on isolation 
typ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segmenting isolation type based on degree of connection 
obtained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friendship and 
health behaviors. In addition, a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by disaggregating the type of isolation based on 
the degree of connection (degrees) obtain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network to determine the impact of health 
behaviors resulting from the type of isolation.

   The diffusion tendency in which the homophily and the 
receiver effect (popularity) occur simultaneously in the 
formation of the friendship is found in the following health 
behavior. In the whole friendship network, there is 
motorcycle helmet non-use. In boys' network, they are 
smoking, drinking, sleeping time, sleeping time in girls' 
networks, in boys' - girls' In the grade network, the 
spreading tendency was observed in game time and in non - 
isolated network in smartphone use time.
   The effect of isolation type on health behavior is as 
follows. Socially avoidant isolation increased the game time 
for all, boys,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increased the 
tendency to sleep for 7 hours only for boys and high school 
students. Socially disinterested isolation was decreased in the 
number of physical activity only for female students, and for 
all high school students, weekday sleep time increased. 
Actively isolation increased the experience of not w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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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cycle helmets in all, boys, and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 other hand, emotional loneliness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subgroups, but increased smoking, physical 
activity, sleeping time, and decreased motorcycle helmet 
non-use.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ubgroups, it has been shown that friends in the same clas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ertain health behaviors such 
as drinking, smartphone use time, game time, and physical 
activity. Also, it was found that the tendency of health risk 
behaviors to increase as the friendships with adolescents who 
do not attend the same school are increased.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health behaviors 
diffused throughout the adolescent 's friendship network were 
not consistently health-oriented when the homophily and 
receiver effect were examined. Also, it was found that the 
motivation of health behaviors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isolated youth.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can not clearly 
distinguish whether it was influenced by health behaviors 
before friendship formation or was influenced by health 
behavior after relationship formation because it is cross 
sectional study data. Howev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only study in Korea that has representative on 
the relation of friendship and health behavior on the basis of 
nationwide friendship network data within the class. In 
addition, it helped to overcom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using isolation with mixed emotional loneliness or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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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ion, an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isolation and health behavior by applying 
network 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otivation of health behaviors at the level of relationship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of friends and adolescents 
with isolated friendships and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establishing priorities and strategies of health behavior 
intervention programs using friendships to provide.

Keywords : Adolescence, Friendship, 

   Health behavior, Social isolation, Homophily,     

  Popularity, ERGM, Social network analysis 

Student Number : 2009-3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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