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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 관련성
김 은 경
국립군산대학교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and Health Behaviors
among Adolescents
Kim, Eun Gyeong
Department of Nurs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Gunsan, Korea

Purpose: The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behaviors and Internet use
among adolescents. Methods: The study used raw data from the Korean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that was performed in 2012. Data of a total of 74,186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8.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Results: Internet use and health behavior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gender, depression, suicidal intent, parents’ educational level, cohabitation with parents at home, school location, and grade. There was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Internet use and health
behaviors in adolescents. Conclusion: Health promotion and education programs need to consider factors found
relevant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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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로 알려져 있어, 청소년 시기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만성질환
예방 및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강조되어
왔다[2]. 질병관리본부가 제2차 청소년 건강정책포럼에서 보고

건강한 생활습관은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높이며 장기적

한 바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들의 흡연 및 음주시작 평균연령이

으로는 건강수명을 보장한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약

낮아지고, 흡연 ‧ 음주 등의 사회적 일탈행위가 증가하였는데

50%를 차지하고 있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의 질병의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일탈행위는 다른 여러 가지 심각한 건강

원인 중에 불균형한 식생활, 운동부족, 흡연, 과도한 음주, 스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결식률이 증가

레스 등 건강상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습관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하고 나쁜 식습관 및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비만이 급증하

알려져 있다[1]. 청소년기는 일생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강

고 있으며 체격은 향상된 반면 신체활동 부족으로 체력은 감소

행위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기술을 습득하

하고 있다[3]. 또한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기술 및 사회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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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 관련성

급격한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및 게임중독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른 공격성 및 충동성 증가 등으로 파생되는 건강위험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실천 수준을 파악한다.

행태 및 사회문제 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4].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실

이처럼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한두 가지의 특정한 건강위험
행태만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는 다른 건강위험 행태를 같이 경
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5] 최근 발생하는 청

천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실천의 상관관계를 규
명한다.

소년들의 건강행태 및 건강문제 발생 상황을 볼 때, 청소년 건

연구방법

강증진을 위해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중재 보다 통합적으로 접
근할 필요 접근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인
터넷 사용이나 건강행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관련

1. 연구설계

요인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6-9]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국내연구에서는 흡연, 음주, 약물, 성적 행동 등

본 연구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의 원시자료를 이

의 건강위험행태가 인터넷 중독과 연관성을 나타내었다[10].

용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실천 관계를 분석하

Byeon과 Lee[11]는 청소년의 46%가 인터넷 중독예방 및 치료

여 청소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된

를 위해 상담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였고, Korea Agency for

이차분석연구이다.

Digital Opportunity and Promotion[12]도 인터넷 사용의 가
장 심각한 영향으로 청소년 중 87.2%가 수면 부족 등의 건강문

2. 연구자료 및 대상자

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만성 질병 유병률과 그로 인한 사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2년 제8차 청소년건강행태온

는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부족 등의 건강위험 행태를 청소년

라인 조사 원시자료이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표본

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질 수 있으며

크기는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이며 비례배분법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선행

(proportional allocation)을 적용하여 시 ‧ 도, 도시규모(대

연구결과를 통해 가능하다.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적

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그룹(group), 중학교는 남녀, 고등

시각에서의 접근 및 노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인터넷 사용과

학교는 남녀, 일반계/전문계에 따라 표본학교수가 배분되었

건강행태 관련성에 대한 연구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청소년의

다. 표본 추출은 2단계 집락 추출법(two-stage cluster sam-

건강행태실천을 포괄적으로 점수화하여 시행된 연구는 거의

pling)이 사용되었으며, 1차 추출은 층화(strata)별로 모집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건강행태에 따른 인

의 학교 명부를 정렬한 후 추출간격을 산정하여 계통추출법

터넷 사용 차이를 확인하고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실천 간의

(systematic sampling method)으로 표본학교가 선정되었

관련성을 규명하여 통합적인 청소년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제시

다. 2차 추출은 선정된 표본학교에서 학년별로 1개 학급을 무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개별적인 건강행

작위로 추출되었다. 조사대상은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

태와 관련된 개인적 성향이나 일부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

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으로 2012년도 청소년 건강행

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청소년

태 온라인 조사 응답률은 96.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행태실천을 점수화

74,18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하고 관련요인 및 인터넷 사용과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통
합적인 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

3. 분석 변수

공하고자 한다.
1) 일반적 특성

2. 연구목적

일반적 특성 변수는 성별, 우울 인지, 자살생각경험, 아버
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부모동거여부, 학교가 위치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실천

지역규모, 학교급 등이다. 우울은 최근 12개월 동안 슬픔 ․ 절

수준을 파악하고,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실천의 관련성을

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와 ‘없다’로, 자살생각경험은 최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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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와 ‘없다’로 조
사되었다.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12년 이하(고등학교
졸업 이하 또는 잘 모름), 12년 이상(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1.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실천 분포

분류하였다. 부모동거여부는 ‘양부모동거’, ‘아버지 또는 어
머니만 함께 살고 있다’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함께 살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실천 분포는 Table 1과

고 있지 않다’로 구분하였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규모는 대도

같다. 흡연은 흡연이 11.3%, 음주는 음주가 19.3%, 체중조절

시, 중소도시 ‧ 군으로 구분하였고 학교급은 중학교, 일반고 ‧

은 비만이 9.1%, 규칙운동은 운동부족 64.6%, 아침식사는 아

실업계고로 분류하였다.

침결식이 48.2%, 적정수면은 수면부족이 64.0%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시간 평균은 주중 149.0±122.64분, 주말 209.7

2) 인터넷 사용

±142.37분으로 주말이 월등히 길었으며, 인터넷 사용용도는

인터넷 사용은 주중 ‧ 주말 인터넷 이용시간과 인터넷 사용
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조사하였다.

게임이 31.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학습목적(14.5%), 정보
검색(12.2%), 만화, 소설/다운로드(9.5%), 메신저/채팅(9.4
%), MP3/음악 다운로드(5.8%), 블로그/미니홈피(4.3%), 영

3) 건강행태실천

화감상/다운로드(4.1%), 동호회/커뮤니티 이용(3.7%), 온라

본 연구에서 건강행태실천은 Alameda연구에서 제시한 7
가지 건강습관 중 흡연, 음주, 체중조절, 규칙운동, 아침식사,

인 쇼핑(2.8%), UCC/동영상 이용(0.9%), 음란물 검색/이용
(0.7%) 순이었다.

적정수면 실천을 점수화한 Health Practice Index[13]를 다
음과 같이 분류하고 최소 0에서 최대 6까지 합산점수를 산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실천 비교

하였다.
(1) 흡연: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대라도 피운 날이 0일인 경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를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

우 1점, 담배를 한 대라도 피운 날이 1일 이상인 경우 0점

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는 주중

(2) 음주: 최근 30일 동안 적어도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이 0일

인터넷 사용시간(t=6.88, p <.001), 주말 인터넷 사용시간

인 경우 1점, 적어도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이 1일 이상인

(t=22.08, p <.001), 건강행위 실천점수(t=9.22, p <.001)

경우 0점

평균이 모두 남자가 여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우울에 따
2

(3) 체중조절: 체질량 지수 25 kg/m 미만인 경우 1점, 25
2

kg/m 이상인 경우 0점

른 비교에서는 우울이 있는 경우 주중 인터넷 사용시간(t=
-9.54, p <.001), 주말 인터넷 사용시간(t=-9.45, p <.001) 평

(4) 규칙운동: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실천 또는 주 5

균이 유의하게 높았고 건강행위 실천점수 평균은 유의하게 낮

일 이상 중등도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경우 1점, 두 가지

았다(t=39.17, p <.001). 자살생각의 경우 자살생각경험이

조건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0점

있는 군이 주중 인터넷 사용시간(t=-10.31, p <.001), 주말

(5) 아침식사: 주 6~7일 인 경우 1점, 주 6일 미만인 경우 0점

인터넷 사용시간(t=-9.76, p <.001) 유의하게 높았고 건강행

(6) 적정수면: 하루 7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하인 경우 1점,

위 실천점수는 유의하게 낮았다(t=36.25, p <.001). 아버지

7시간 미만이거나 8시간 초과인 경우 0점

학력을 비교한 결과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주중 인
터넷 사용시간(t=-3.69, p <.001), 주말 인터넷 사용시간

4. 자료분석

(t=-9.51, p <.001) 평균이 유의하게 낮았고 건강행위 실천
점수는 유의하게 높았다(t=10.17, p <.001). 어머니 학력의

연구대상자의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실천 분포에 대해서

경우 아버지 학력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학력이 대졸 이상인

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

경우 주중 인터넷 사용시간(t=-3.01, p =.003), 주말 인터넷

과 건강행태실천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t-test, 인터넷 사

사용시간(t=-8.42, p <.001) 평균이 유의하게 낮았고 건강행

용과 건강행태실천의 상관관계는 피어슨상관계수를 이용하

위 실천점수는 유의하게 높았다(t=22.94, p <.001). 부모와

여 분석하였다.

의 동거 비교에 있어서는 양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주중 인터
넷 사용시간(t=-7.31, p <.001), 주말 인터넷 사용시간(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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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ealth Behaviors and Internet Use Characteristics

(N=74,186)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Health behaviors

Smoking

Yes
No

8,362 (11.3)
65,824 (88.7)

Drinking

Yes
No

14,323 (19.3)
59,863 (80.7)

Weight control

Yes
No

65,687 (90.9)
6,542 (9.1)

Regular exercise

Yes
No

26,251 (35.4)
47,935 (64.6)

Eating breakfast

Yes
No

35,734 (48.2)
38,452 (51.8)

Sufficient sleep

Yes
No

22,952 (36.0)
40,734 (64.0)

Time (minute)

Weekday
Weekend

149.0±122.64
209.7±142.37

Service

Learning
Information retrieval
Messenger/chatting
Game
Movie download
MP3/Music download
Animation/Story download
UCC
Association/community
E-mail
On-line shopping
Pornography retrieval
Blog/mini homepage
Others

10,787 (14.5)
9,025 (12.2)
6,989 (9.4)
23,451 (31.6)
3,052 (4.1)
7,057 (9.5)
4,268 (5.8)
673 (0.9)
2,775 (3.7)
159 (0.2)
2,054 (2.8)
531 (0.7)
3,216 (4.3)
152 (0.2)

Internet use

n (%) or M±SD

-10.74, p <.001) 평균이 유의하게 낮았고 건강행위 실천점

는 Table 3과 같다. 주중 인터넷 사용시간은 흡연을 하는 경

수는 유의하게 높았다(t=20.56, p <.001).

우(t=12.54, p <.001), 음주를 하는 경우(t=12.63, p <.001),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규모에 따른 비교에서 대도시의 경

비만인 경우(t=7.18, p <.001)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고 규칙

우 주중 인터넷 사용시간(t=-0.69, p =.492), 주말 인터넷 사

적으로 운동하는 경우(t=2.38, p <.001), 아침식사를 하는 경

용시간(t=-4.80, p <.001) 평균이 유의하게 낮았고 건강행위

우(t=12.06, p <.001), 적정수면을 취하는 경우(t=8.50, p <

실천점수는 유의하게 높았다(t=4.61, p <.001). 학교급에 따

.001) 평균이 유의하게 낮았다. 주말인터넷 사용시간 역시 흡

른 비교를 보면 중학교의 경우 주중 인터넷 사용시간(t=-3.00,

연을 하는 경우(t=15.57, p <.001), 음주를 하는 경우(t=

p =.003), 주말 인터넷 사용시간(t=-14.89, p <.001) 평균이

15.51, p <.001), 비만인 경우(t=15.21, p <.001) 평균이 유

유의하게 낮았고 건강행위 실천점수는 유의하게 높았다(t=

의하게 높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경우(t=5.31, p <.001),

79.98, p <.001).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t=16.10, p <.001), 적정수면을 취하
는 경우(t=14.85, p <.001) 평균이 유의하게 낮았다.

3.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실천 관계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실천점수의 상관관계는 피어슨상
관계수를 구하였다. 주중 인터넷 사용시간과 건강행태실천점

인터넷 사용시간을 건강행태실천여부에 따라 비교한 결과

수(r=-.11, p <.001), 주말 인터넷 사용시간과 건강행태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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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alth Behaviors and Internet Us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74,186)

Internet use time (minute)
Variables

Categories

n (%)

Weekday
M±SD

Health Practice Index

Weekend
t (p)

M±SD

t (p)

M±SD

t (p)

Gender

Male
Female

38,221 (51.5) 154.7±128.89
35,965 (48.5) 142.1±120.98

6.88
(＜.001)

223.5±146.25
180.1±135.51

22.08
(＜.001)

4.1±1.72
3.9±1.68

9.22
(＜.001)

Depression

Yes
No

22,745 (30.7) 163.0±141.20
51,441 (69.3) 144.4±118.79

-9.54
(＜.001)

222.1±159.10
202.0±137.14

-9.45
(＜.001)

3.5±1.82
4.3±1.59

39.17
(＜.001)

Suicidal
intent

Yes
No

13,635 (18.4) 169.6±154.38
60,551 (81.6) 145.6±118.69

-10.31
(＜.001)

228.2±168.90
203.5±137.89

-9.76
(＜.001)

3.3±1.82
4.2±1.63

36.25
(＜.001)

Father's
education
(year)

≤12
＞12

32,212 (45.3) 144.3±121.47
38,915 (54.7) 150.8±122.36

-3.69
(＜.001)

196.0±133,52
214.2±146.26

-9.51
(＜.001)

4.3±1.59
3.9±1.75

10.17
(＜.001)

Mother's
education
(year)

≤12
＞12

25,507 (35.8) 144.4±123.15
45,792 (64.2) 149.9±121.36

-3.01
(.003)

194.9±134.23
211.6±143.43

-8.42
(＜.001)

4.4±1.55
3.9±1.74

22.94
(＜.001)

Cohabitant

Both-parent
Single-parent or
none-parent

60,490 (87.7) 144.8±119.29
8,500 (12.3) 164.6±133.71

-7.31
(＜.001)

201.4±136.96
233.2±155.93

-10.74
(＜.001)

4.2±1.64
3.6±1.81

20.56
(＜.001)

City scale

Big
Middle or small

33,568 (45.2) 149.1±124.46
40,618 (54.8) 150.4±127.36

-0.69
(.492)

202.6±139.03
211.8±147.68

-4.80
(＜.001)

4.1±1.68
4.0±1.72

4.61
(＜.001)

School
grade

Middle school
High school or
vocational high
school

37,297 (50.3) 147.7±121.96
36,889 (49.7) 153.1±131.08

-3.00
(.003)

196.0±136.42
225.0±152.83

-14.89
(＜.001)

4.8±1.28
3.0±1.72

79.98
(＜.001)

Table 3. Internet Use Time by Health Behaviors

(N=74,186)
Internet use time (minute)

Variables

Categories

Weekday

Weekend

M±SD

t

p

M±SD

t

p

Smoking

Yes
No

174.1±156.89
144.7±117.95

12.54

＜.001

241.4±175.27
201.2±136.09

15.57

＜.001

Drinking

Yes
No

169.1±147.80
143.3±117.08

12.63

＜.001

233.9±167.90
199.4±134.42

15.51

＜.001

Weight control

Yes
No

145.4±118.43
166.2±139.65

7.18

＜.001

200.5±136.23
248.1±161.29

15.21

＜.001

Regular exercise

Yes
No

147.8±124.04
152.1±128.22

2.38

.017

203.0±136.60
213.2±151.94

5.31

＜.001

Eating breakfast

Yes
No

141.5±119.80
163.7±134.75

12.06

＜.001

196.2±134.92
228.1±156.61

16.10

＜.001

Sufficient sleep

Yes
No

139.8±108.25
154.9±129.80

8.50

＜.001

191.9±127.18
220.9±149.90

14.8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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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of Health Practice Index and Internet Use Time
Variables

Categories

HPI

HPI

Internet use time
Weekday

Weekend

1
.61*

1

1

Internet use time

Weekday
Weekend

-.11*
-.15*

*p＜.01 by Pearson Correlation; HPI=Health practice index.

점수(r=-.15, p <.001)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통

분 이상의 운동을 주당 3일 이상 한 고등학생의 비율이 미국

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이 55.3%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28.5%로 가장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8]. 미국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

논

의

동 실천율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한
규칙적인 신체활동에 대한 권장기준을 마련하고 실천율을 높

청소년기는 건강 관련 생활습관이 만들어지는 시기로 이

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건강

때 형성된 습관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

에 대한 영향 뿐 만 아니라 음주와 마리화나, 마약 등의 불법

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실천 관련성을 분석하

약물 남용의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흡연청소년의 경우

여 포괄적인 예방 및 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흡연무경험자에 비해 음주율, 흡입제, 살빼는 약 등의 비의료

제공하고자 실시되었으며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적 약물 복용 경험률, 성경험률, 아침결식을 비롯한 바람직하

같다.

지 못한 식습관 행태,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

먼저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실천분포를 살펴보면 인터넷

사고 및 자살시도 경험률이 높은 등 생활 전반적으로 부정적

사용시간 평균은 주중보다 주말인터넷 사용시간 평균이 더 높

인 측면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15] 청소년 흡연율

았고 인터넷 사용용도는 게임이 가장 많았는데 청소년 여가시

을 낮추기 위한 사업은 학교보건정책에서 최우선시 해야 하며

간에 대한 국제비교에서도 휴일에는 컴퓨터 사용과 TV 시청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증가하며 청소년 컴퓨터 게임 이용시간은 영국의 8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실천 비교에서

핀란드의 5배, 미국의 2배 수준으로 보고된 바 있다[14]. 건강

는 남자인 경우, 우울이 있는 경우, 자살생각경험이 있는 경

행태별 실천은 체중조절, 금연, 금주, 아침식사, 적정수면, 규

우, 아버지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어머니 학력이 고졸 이

칙운동 순으로 나타났으며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자료(2013)

하인 경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주중 ‧ 주말 인터넷 사

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개선되

용시간 평균은 높았고 건강행위 실천점수는 낮게 나타났는데

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아침식사결식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건강행태실천의 경우 성별, 우울과 관

로 나타났다[15].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결식은 우리나라뿐만

계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9]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인

아니라 세계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미국의 경우에 세

터넷 사용시간이 길고, 온라인게임과 성적인 사이트를 더 즐

계에서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들과 장거리 통학

기며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 우울성향, 자살표현을 한 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아침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이

생,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이

후 미국 전역의 상설 프로그램으로 확립하였다[16]. 적정수면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20]. 건강행동실

의 경우 미국수면재단(NSF)은 청소년들을 수면 장애 위험에

천점수는 남학생이 더 높았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고등

가장 크게 노출된 집단으로 분류하고 생물학, 보건 등 기존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한 연구[21]에서는 남학생이 약간 높

학교 커리큘럼에 청소년 수면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고 오전

게 나타났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9시 이전 고등학교 수업 금지 추진[17] 등을 제안한 바 있고 우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22], Song[23]이 성인을

리나라에서도 최근 ‘오전 9시 등교’가 추진되어 확대되고 있

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건강

다. 규칙운동의 경우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조사에서 30

행태실천점수는 여자의 점수가 남자의 점수보다 높았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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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들의 결과가 일관되지는 않은 것은 건강행태에 대한 하

주중, 주말 인터넷 사용시간과 건강행태실천점수는 약한

위종속변수들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추후 연구가 필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건강증진 생활양식점수

요할 것으로 본다.

가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경향성이 높다고 보고된 선행연구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규모에 따른 비교에서 대도시가 주

와[29]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자 일수록

중, 주말 인터넷 사용시간 평균이 낮았고 건강행위 실천점수

건강 생활습관이 나빠져 청소년의 생활양식에 인터넷 중독이

는 높았는데 그리스의 경우도 대도시가 작은 도시에 비해 상

부정적인 방향으로 연관되어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습

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사용한다고 보고[24]된 바 있고 우리나

관이 컴퓨터 중독 경향에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와도

라에서도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일치하는 결과이다[30].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25]. 건강행위실천의 경우 Park

본 연구결과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는 상관관계가 있으므

[26]의 연구에서 군 지역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평생흡

로 청소년 건강증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되

연율, 평생 음주율, 현재 음주율 등이 유의하게 더 높았고 대

며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성별, 우울 등의 정신적 요인, 가

도시 지역 청소년들은 고강도운동 미실천율, 중등도 운동 미

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요인, 학교와 관련된 환경요인이 재

실천율, 비만율, 수면불충분 비율등이 군 지역과 중소도시 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단면적 연구로 인

역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된 바가 있다. 따라서

터넷사용과 다른 건강행동과의 전후관계나 원인적 인과성은

지역규모에 따라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실천양상이 다르게

알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청소년을 위한 건강

청소년 인터넷사용과 건강행동실천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교급에서는

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중학교의 경우 주중, 주말 인터넷 사용시간 평균이 낮았고 건

결론 및 제언

강행위 실천점수는 높았다. 우리나라 입시위주교육의 현실에
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체활동을 하는 체육시간이 줄어들고
보건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청소년기의 대부분의 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실천 관계를

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

분석하여 청소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

기술을 배우고 지속할 수 있는 개인 건강기술 역량 개발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된 이차분석연구이다.

해 국가정책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는 성별, 우울,

건강행태실천에 따른 인터넷 사용비교에서 주중, 주말 인

자살생각경험,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부모와 동거, 학교

터넷 사용시간 평균은 흡연을 하는 경우, 음주를 하는 경우,

가 위치한 지역의 규모, 학교급 등의 요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

비만인 경우 높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경우, 아침식사를

를 보였고 인터넷 사용시간과 건강행태실천은 음의 상관관계

하는 경우, 적정수면을 취하는 경우 낮았다. 흡연과 음주의 경

를 나타내었다.

우 인터넷 중독군은 약물에 쉽게 노출되고, 문제음주가 많으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실천과 관련된 요인은 청소년의 건

며, 흡연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19,27]과

강증진을 위한 지침 마련 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므로, 음주와 흡연에 대하여 인터

청소년의 건강습관은 청소년 개인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기

넷 중독을 포함한 포괄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비만과 규칙

어렵고,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가정 ‧ 학교 ‧ 지역사회의 체계

적인 운동과 관련해서 컴퓨터 이용시간과 청소년 비만에 대한

적인 협력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에 대

연구결과 컴퓨터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비만의 위험도가 커

한 통합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활동은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습관실천을 위해서는 사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28]. 아침식사와 적정수면과

회환경 맥락을 고려한 건강정책과 가족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관련해서 과도한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수면부족으로 아침에

취약 가족의 청소년에 대한 학교보건 및 지역사회차원에서의

늦게 일어나게 되어 아침식사를 거르는 습관이 생긴다고 하였

통합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에

는데[20] 본 연구에서도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경

는 개별적인 행태별 접근보다는 전체를 포괄하는 접근전략이

우, 적정수면을 취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사용시간이 유의하

효과적이다. 청소년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

게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및 정부가 연대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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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고 상호 연계된 중재전략을 계획하여 실천해야 하
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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