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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major trends of research on
social support in Korean Journal of Nursing from 2000 to 2011.
Methods: 119 papers sources, subjects, specific terms of social support, dependent
variables, and research designs were analyzed from Korean Journal of Nursing.
Results: The major subjects of research were patients (19.32%). The most specific term
of social support was social support (70.58%). The dependent variable of depression (17.64%),
behavior and role(17.64%). For research design, non-experimental studies were most popular
(90.75%), and the social support (89.07%) in independent variables was used the most.
Conclusion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experiment or intervention studies other than
descriptive studies focusing on various subjects as chronically ill patients, the old ages,
multi-cultural families, foreign workers, students and nurses and the research verifying
mediation effect and moderating effect that affect health outcome is conducted in order
to reduce depression and stress, and to enhance behavior, role, quality of life and adapt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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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88). 즉 스트레스 수준과는 관계없이 사회적
지지는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
정하므로(Patterson, 1992), 스트레스 정도와는

1. 연구의 필요성

무관하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안녕감을 증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

진시키므로 스트레스의 정도를 확실히 확인할

해서 건강 교육 및 건강행위 연구자들과 실천

수 없는 상황에 적용가능하다. 특히 사회적 지

가들은 오래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사

지의 유무나 양 등 사회적 지지를 구조적인

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의 중

특징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경우에는 사회

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적지지의 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House &

사회적 지지는 사회역학자인 Cassel(1976)

Kahn, 1985). 주 효과 모델을 지지한 연구로

의 연구로부터 출발하여 동물과 인간에 대한

Brown, Andrews, Bifulco, Adler와 Bridge

많은 연구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1989)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지지가 핵심적인 심리사회적 ‘보호(protective)’

서 사회적 지지는 관련 스트레스의 양, 형태와

요인으로 작용하며,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

는 별개로 개인들의 적응에 유익하다는 보고

는 유해한 영향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을 감소

가 있다.

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다양한

완충효과 모델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건강 결과의 발생 및 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

하에 있는 사람에서만 안녕에 관계가 있다고

있다고 하였다.

가정하는 모델이다. 사회적 지지가 거의 없거

House(1981)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4가지

나 전혀 없는 사람은 스트레스로부터 부정적

범주의 지지적 행동 또는 행위로 구분된다.

인 영향을 받는 반면, 강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4가지 범주는 공감, 애정, 신뢰 및 관심을 제

가진 사람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공하는 정서적 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직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켜 그들이 경험하게

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원조와 서비

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이 감소될 것

스를 제공하는 도구적 또는 물질적 지지, 문제

이라고 보는 것이다(Dean & Lin. 1977; House,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조언, 제안 및 정

1981). 즉 사회적 지지의 유용성은 높은 수준

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와 자기 평가에 유

의 스트레스 인자와 결합할 때 그 의미가 있

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설적 피드백,

고, 낮은 수준의 상황에서는 별 효과를 갖지

확인 및 사회적 비교들을 포함하는 평가적 지

않는다(Lee & Kim, 2000). Revenson 과

지로 구분하였다.

Majerovitz(1991)는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의 배

대상자의 건강 결과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

우자에 대한 연구에서 절친한 가족과 친구로

의 효과는 학자에 따라 이론을 달리 하고 있

부터 받았던 지지는 특히 더 심한 질환을 지

으나 일반적으로 주 효과 모델, 완충효과 모

닌 환자의 배우자들에게 유익했다고 했으므로

델, 그리고 매개효과 모델을 통하여 효과를 설

이는 완충 효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명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모델은 스트레스와

주 효과 모델은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결과변수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가 왜, 어떻게

가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주는지와 상관없이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언제나 긍정적인 건강결과와 연결된다(Vaux,

제공한다(Baron & Kenny, 1986). 이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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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건강 습관을 변화시킴

분석의 후속 연구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으로써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12년간 간호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모델이다. Kim, S. Y., Kim S. G. 와 Seo

연구 출처, 연구 대상자, 사회적 지지의 구체

(2011)는 배우자 사별로 인해 우울이라는 심

적 개념, 사회적 지지가 독립변수, 완충 변수,

리적 위험상황에 처한 노인을 중심으로 이러

매개변수 중 어느 변수로 사용되었는지, 종속

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변수, 그리고 연구 설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특성, 즉, 노인의 적응유연성과 배우자 사별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추가 분석하였

노인의 우울간의 관계에서 우울이 노년기 삶

으며, 이전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건강 관

의 질을 결정하는 적응유연성에 부정적 영향

련 요소들과의 유의한 관계를 확인하고 추후

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배우자 사별

사회적 지지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

노인의 우울증의 위험성을 증명하였다. 또한

되었다.

우울이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키고, 이것이 다
시 적응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

2. 연구 목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국내의 많은 간호연구자들이 사회적 지지의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 동

구체적 용어로서 사회적 지지, 가족/배우자지

안 대한간호학회지 및 7개의 분과 학회와 한

지, 지지간호 등을 사용하여 삶의 질, 우울, 스

국 보건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트레스 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

사회적 지지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추후 사

양한 대상자에게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

회적 지지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

다(Lee & kim, 2000). 국내 간호학회지의 사

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회적 지지논문을 분석한 선행 연구는 1990년

• 2000-2011년의 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부터 1999년까지의 사회적지지의 효과 모델

의 출처, 연구 대상자, 사회적 지지의 구

및 통계분석방법에 관한 국내간호논문 분석

체적 개념(용어), 사용된 변수, 종속 변수,

(Lee & kim, 2000) 단 한편뿐이다. 주요어별

연구 설계를 분석한다.
• 2000-2011년의 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로 발표되는 논문들을 분석한 국내 사례들(Ko

의 사회적 지지의 구체적 개념, 사용된 변

et al., 2010; Lee & Choi, 2012; Lee, 2012;

수, 종속 변수, 연구 설계를 선행 연구 분

Yoo, 2013; Park, Y. J., Park, S. H. & Kang,

석 결과와 비교한다.

2013; Byun, 2011; Cho & Yoon, 2010)이 있
으며, 공표된 논문들을 분석하는 것은 특정 연
구주제의 최신 동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매

Ⅱ. 연구 방법

우 유익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간호학이
학문으로서의 지식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선행연구들을 분석, 종합하여 이

1. 연구대상 논문의 선정

를 바탕으로 축적된 지식을 확인하고 추후 연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 동

구와 지식체의 생성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

안 대한간호학회지 및 7개의 분과 학회지(성

우 중요하다(Kim et al, 2004).
이에 본 연구는 이전의 사회적 지지 논문

인간호학회지, 정신간호학회지, 아동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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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기본간호학회지, 간호행
정학회지, 지역사회간호학회지)와 한국 보건간
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대한간호

1. 논문의 출처

학회 각 학회지 DB를 검색하여 논문의 주요
용어로 ‘지지(support)’ 라는 용어가 포함된 논
문 121개를 일차로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1)사회적 지지가 독립변수 또
는 제3의 변수(완충변수, 매개변수)로 쓰인 논
문 2)양적 연구 논문, 3)종속 변수가 건강결과
(health outcomes)인 논문에 적합한 총 119편
을 선정하였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해당된 논문은 총
119편으로, 대상 논문의 연구 출처는 대한간
호학회지가 29편(24.36%)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정신간호학회지 17편(14.28%), 아동
간호학회지 14편(11.76%), 성인간호학회지 14
편(11.76%),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편(10.92%),
기본간호학회지 12편(10.08%), 여성건강간호
학회지 8편(6.72%), 한국 보건간호학회지 7편
(5.88%),

2. 대상 연구논문의 분석 기준

간호행정학회지 5편(4.20%)이었다

(Table 1).
최종 선정된 119편의 연구 논문 분석기준은

2. 연구 대상자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출처, 2) 논문의 연구 대상자, 3)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지지의 구체적 용어,
4) 서론부분(연구문제, 가설)에서 사회적 지지
가 독립변수, 완충변수 또는 매개변수 중 어느
변수로 사용되었는지 5) 종속 변수, 6) 연구
설계.

연구대상자 분석 결과, 만성 질환자 23편
(19.3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인 21
편(17.64%), 가족 11편(9.24%%), 어머니 9편
(7.56%%), 중고등학생 9편(7.56%%), 간호사
8편(6.72%), 성인여성 8편(6.72%), 임산부 7편

<Table 1> The Published Articles on Journal of Korean Nursing from 2000~2011
Journal Name

n

Percentag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

24.36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7

14.28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14

11.76

Journal of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4

11.76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3

10.92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s of Nursing

12

10.08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oman Health of Nursing

8

6.72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ublic Health Nursing

7

5.88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5

4.20

119

100%

Total: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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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Subjects
The Subjects

n

Percentage(%)

Chronic illness

23

19.32%

Old man

21

17.64%

Family

11

9.24%

Mother

9

7.5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9

7.56%

Nurse

8

6.72%

Women

8

6.72%

Maternity

7

5.88%

Coed

5

4.20%

Man

4

3.36%

Immigrant woman

2

1.68%

Undergraduate

2

1.68%

Elementary

2

1.68%

Unwed Mothers

2

1.68%

Foreign Workers

2

1.68%

International married man

1

0.84%

Homeless

1

0.84%

Adult students

1

0.84%

Koreans living in the Philippines

1

0.84%

Total

119

100%

(5.88%), 여대생 5편(4.20%), 성인 남성 4편

회적 지지가 84편(70.58%)으로 가장 많았고,

(3.36%), 결혼이주여성 2편(1.68%), 대학생 2

가족 지지 15편(12.60%), 배우자 지지 5편

편(1.68%), 초등학생 2편(1.68%), 미혼모 2편

(4.20%), 지지 간호 3편(2.52%), 모유수유 지지

(1.68%), 외국인 노동자 2편(1.68%), 국제결혼

1편(0.84%), 가족, 친구 및 의료인 지지 1편

한 남성 1편(0.84%), 노숙자 1편(0.84%), 성인

(0.84%), 가족, 친구 및 교사 지지 1편(0.84%),

수험생 1편(0.84%), 필리핀 거주한국인 1편

지원 서비스 1편(0.84%), 가족과 의료인 지지

(0.84%)으로 나타났다(Table 2).

1편(0.84%), 지지교육 1편(0.84%), 분만지지 1
편(0.84%), 개인자원지지 1편(0.84%), 정서정
보적 지지 1편(0.84%), 상사지지 1편(0.84%),

3. 사회적 지지의 구체적 용어

정보사회적 지지 1편(0.84%), 부모와 교사 지
사회적 지지의 구체적 용어 분석 결과, 사

지 1편(0.8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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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Specific Terms of Social Support
Variables

n

Percentage (%)

Social Support

84

70.58%

Family Support

15

12.60%

Spouse support

5

4.20%

Nursing support

3

2.52%

Breast feeding support

1

0.84%

Family, friends and medical support

1

0.84%

Family, friends and teachers support

1

0.84%

Support services

1

0.84%

Family and medical support

1

0.84%

Support education

1

0.84%

Labor support

1

0.84%

Personal resources support

1

0.84%

Emotional and information support

1

0.84%

Firm support

1

0.84%

Information and social support

1

0.84%

Parents and teachers support

1

0.84%

119

99.98%

Total

(0.84%), 자아정체감 1편(0.84%), 심혈관계 위

4. 종속 변수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의 종속 변수 분
석 결과, 우울 21편(17.64%), 행위 및 역할이
21편(17.64%), 삶의 질 13편(10.92%), 스트레

험요인 1편(0.84%) 순으로 사용되었다(Table 4).

5. 연구 설계 및 사회적 지지의 사용된 변수

스 10편(8.4%), 적응 8편(6.72%), 건강상태 8

연구 설계 분석결과, 비 실험 연구가 90.75%

편(6.72%), 부담감 6편(5.04%), 존중감 4편

(108편), 실험 및 유사 실험연구가 9.24%(11

(3.36%), 소외/외로움 4편(3.36%), 피로/소진 3

편)으로 나타났다.

편(2.52%), 만족 3편(2.52%), 일반적 특성 3편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변수로서 사용 되었

(2.52%), 음주/흡연 2편(1.68%), 대응/대처 2편

는지 분석한 결과, 106편(89.07%)의 논문에서

(1.68%), 건강증진 2편(1.68%), 자살 생각 1편

사회적 지지가 독립 변수(주 효과)로 사용되었

(0.84%), 자가 간호 1편(0.84%), 중독 1편

고, 매개 변수는 10편(8.40%), 완충 변수는 2

(0.84%), 희망 1편(0.84%), 부모이혼신념 1편

편(1.24%), 주 효과와 완충효과가 같이 사용된

(0.84%), 결혼 안정성 1편(0.84%), 여가활동 1편

논문이 1편(0.8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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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Dependent Variable
Variables

n

Percentage (%)

Depression

21

17.64%

Actions and roles

21

17.64%

Quality of Life

13

10.92%

Stress

10

8.40%

Adaptation

8

6.72%

Health status

8

6.72%

Pressure

6

5.04%

Esteem

4

3.36%

Alienation / loneliness

4

3.36%

Fatigue / exhaustion

3

2.52%

Satisfaction

3

2.52%

General characteristics

3

2.52%

Drinking/smoking

2

1.68%

Support /coping

2

1.68%

Health promotion

2

1.68%

Suicidal thoughts

1

0.84%

Self Care

1

0.84%

Addiction

1

0.84%

Hope

1

0.84%

Divorced parents beliefs

1

0.84%

Marital stability

1

0.84%

Leisure activities

1

0.84%

Ego identity

1

0.84%

Cardiovascular risk factors

1

0.84%

Total

119

Ⅳ. 논 의

100%

적 지지와 건강 관련 요소들과의 유의한 관계
를 확인하고 추후 사회적 지지 연구의 방향을

본 연구는 최근 12년간 대한간호학회지 및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7개의 분과 학회와 한국 보건간호학회지에 게

본 연구결과,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해당

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이전의 연구에서 사회

된 논문은 총 119편으로, 대상 논문의 연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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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는 대한간호학회지가 29편(24.36%)으로 가

1990-1999년까지 57편의 사회적 지지 논문 분

장 많았고, 그다음이 정신간호학회지 17편

석에서 사회적 지지의 구체적 용어는 사회적

(14.28%), 아동간호학회지 14편(11.76%), 성인

지지가 26편(45.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간호학회지 14편(11.76%),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이 가족 및 배우자 지지 20편(35.09%), 지지

13편(10.92%), 기본간호학회지 12편(10.08%),

간호 3편(5.26%), 사회적 지지모임 2편(3.51%)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편(6.72%), 한국보건간호

이었으며, 그 외 지지적 간호중재, 지지적 간

학회지 7편(5.88%), 간호행정학회지 5편(4.20%)

호교육, 지지적 접촉, 사회적 지지요법, 인지

이었다(Table 1). 이는 Lee와 Kim(2000)의 대

적 사회지지, 분만지지가 각각 1편(1.75%)이

한간호학회지 1990-1999년 분석 연구 57편보

었다. 본 연구 결과와 비교 해볼 때, 사회적

다 2배가량 더 많다.

지지를 구체적 용어로 사용한 연구가 전체의

연구대상자로는 만성질환자와 노인 등이 주

45.61%에서 70.58%로 현저히 증가한 반면,

를 이루고 있었으나, Lee와 Kim(2000)의 대한

가족 및 배우자 지지는 35.09%에서 16.80%로

간호학회지 1990-1999년 분석 연구와 비교해

현저히 감소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새로

볼 때, 만성질환자 연구는 27편(47.37%)에서

운 사회적지지의 구체적 용어로 정보사회적

23편(19.32%)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노인

지지와 정서정보적 지지의 개념이 사용되었음

11편(19.30%)에서 21편(17.64%), 가족 5편

을 볼 수 있다.

(8.77%)에서 가족 11편(9.24%), 어머니 4편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의 종속 변수 분

(7.01%)에서 9편(7.56%), 임산부 4편(7.01%)

석 결과, 우울 21편(17.64%), 행위 및 역할이

에서 7편(5.88%), 청소년 4편(7.01%)에서 9편

21편(17.64%), 삶의 질 13편(10.92%), 스트레

(7.56%)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간

스 10편(8.4%), 적응, 건강상태, 부담감, 존중

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편(1.75%)에서 8

감, 소외/외로움, 피로/소진, 만족, 일반적 특성,

편(6.72%)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음주/흡연, 대응/대처, 건강증진, 자살 생각, 자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중요성과 고객만족에

가 간호, 중독, 희망, 부모 이혼신념, 결혼 안

대한 병원 간의 경쟁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

정성, 여가활동, 자아정체감, 심혈관계 위험요

서 간호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병원의 요구는

인 순으로 사용되었다. Lee와 Kim(2000)의 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간호사의 우

석에서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종속변수로서

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마련

삶의 질이 17.54%(10편)로 가장 많이 사용되

이 시급하다는 Kim 와 Kim(2011)의 의견과

었던 것과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이

일치한다. 그 외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

10.92%(13편)로 감소한 반면, Lee와 Kim(2000)

자, 국제 결혼자, 노숙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의 분석에서 우울 3.50%(2편), 고독감 1.75%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편), 절망감 1.75%(1편)로 사용하였던 종속

사회적 지지의 구체적 용어 분석 결과, 사

변수가 본 연구에서는 행위 및 역할 17.64%

회적 지지가 84편(70.58%)으로 연구의 대부분

(22편)와 더불어 우울이 17.64%(22편)로 가장

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가족 및 배우자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RISS DB를 통

지지 20편(16.80%), 지지 간호 3편(2.52%), 그

해 조사한 1990-1999년 국내 학술지의 우울에

외 정서정보적 지지, 정보사회적 지지 등이 각

관한 연구 1277편에 비해 2000-2011년 국내

각 1편(0.84%)씩 이었다. Lee와 Kim(2000)의

학술지의 우울에 관한 연구 5481편으로 4.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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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결과와 유사하여 그 당시의 추세에 따

편(1.24%), 주효과와 완충효과가 같이 사용된

른 결과로 생각된다.

논문이 1편(0.84%)이었다. Lee와 Kim(2000)의

연구 설계 분석 결과, 비 실험 연구가 90.75%

분석 결과 87.72%의 논문에서는 사회적 지지

(108편), 실험 및 유사 실험연구가 9.24%(11편)

가 독립변수(주효과)로 사용되었고, 완충변수

로 나타났다. Lee와 Kim(2000)의 1990-1999년

가 7.02%, 매개변수는 5.26% 이었다. 본 연구

대한간호학지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비 실험

결과와 비교하면 사회적 지지의 독립변수로의

연구가 84.22%에서 93.10%로 증가하였다. 반

비중은 유사하였고, 완충 변수는 7.02%에서

면 실험 및 유사 실험 연구가 15.78%에서

1.24%로 감소하였고, 매개변수는 5.26%에서

9.24%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동향

8.40%로 증가하였다. 여전히 국내 간호 연구

분석연구와 비교해 볼 때, Lee(2012)의 2002-

자들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건강관련

2011년 간호사의 스트레스에 관한 국외 연구

변수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직접적인

동향 분석에서 분석된 53편중 비 실험 연구가

영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사회적 지

67.8%, 실험연구 13.2%, 질적 연구 13.2%로

지를 완충 변수나 매개변수로 검증한 연구는

실험연구의 비중이 다소 높았다. 또한 Yoo

적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지지가 왜, 어떻게

(2013)의 1981-2012년 영적 간호에 관한 국내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연구동향 분석에서도 양적연구 169편중 실험

제공하는 매개변수 사용 비중은 선행 연구에

연구가 14.79%, 비 실험 연구가 85.20%로 나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여전히

타났다. 본 연구 설계 결과보다 실험 연구의 비

낮았고, 또한 사회적 지지가 어떤 조건하에서

율이 더 높았음을 볼 수 있다. 다른 동향 분석

건강관련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

연구에서는 실험연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하는 완충 변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추세이나, 사회적지지 동향분석 연구에서는 실

앞으로 사회적지지 연구의 방향은 평균수명

험연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비 실험 연구의 비

증가에 따른 만성 질환자와 노인, 현대 사회가

중이 높아져 비실험 연구 한쪽으로의 쏠림 현

정보화시대로 접어든 이후 나라와 나라 간에

상이 심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문화 혼재

설계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건강을 유지하고

로 발생하는 다민족·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스트레스의 해로운 영향

자, 학생, 간호사 등 다양한 대상자를 중심으

들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로 우울 및 스트레스 감소와 행위 및 역할, 삶

특히 증가된 사회적 지지는 사망률의 감소와

의 질과 적응 등을 높일 수 있는 실험 연구나

정신적 육체적 질병의 발생에 관련되었다. 사

중재 연구가 필요하며,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

회적 지지의 상관관계 설계에서 얻어진 자료를

치는 매개효과와 건강관련변수에 영향을 미치

타당화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실험

는 완충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계연구가 요청된다는 Kim, Cho, Yoo, Kang

사료된다.

와 Choi(1996)의 보고와 상충된 결과이다.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변수로서 사용되었는
지 분석한 결과, 106편(89.07%)의 논문에서

Ⅴ. 결론 및 제언

사회적 지지가 독립 변수(주효과)로 사용되었
고, 매개 변수는 10편(8.40%), 완충 변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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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간호과학논집 제20권 1호, 2015년

안 대한간호학회지 및 7개 분과학회지와 한국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보건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119편을 선

Rural Health Nursing, 6(2), 69-77.

정하여 분석하였다.

Cassel, J. (1976).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본 연구 결과, 연구에 사용된 대상자는 환

Environment to Host Resistance. American

자 대상이 19.32%, 사회적 지지의 구체적 용

Journal of Epidemiology, 104, 107-123.

어는 사회적지지가 70.58%, 연구의 종속 변수

Cho, H. H. & Yoon, J. W. (2010). Trends in

로는 우울 17.64%, 행위 및 역할이 17.64%로

Research on Children with Cancer and

가장 많았고, 비 실험 연구가 90.75%로 대부

Their Families in Korea. Journal of

분을 차지하였으며,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변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6(1),

수로서 사용 되었는지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

73-83.

지를 독립 변수(주효과)로 사용한 논문이

Dean. A. & Lin. (1977). The stress 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Nervous

89.07%이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사회적 지지 연구의 방

and Mental Disease, 165, 403-417.

향은 만성 질환자와 노인, 다문화 가족, 외국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인 근로자, 학생, 간호사 등 다양한 대상자를

Support. Reading, Mass: Addison Wesley.

중심으로 우울과 스트레스는 감소시키고, 행

Kim, E. S., Kim, G. S., Kim, D. R., Kim, E.

위 및 역할, 삶의 질, 적응 등을 높일 수 있도

J., Sung, K. M., Shin, H. K., et al. (2004).

록 서술 연구 이외의 실험 연구나 중재 연구

Trends of nursing science inquiry in

가 필요하며,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doctoral dissertations. Journal of Korean

효과와 완충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진행을 제

Academy Nursing, 34 (2), 315-323.

언한다.

Kim, H. J. & Kim, J. H. (2011). Emotional Labor,
Social Support, and Depressive Symptoms
of Clinical Nurses in a Provinc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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