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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 유형에 
따른 집단별 자아인식과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classify groups according to the time-use profiles of adolescents with 
chronic diseases and identify differences in self-perception and school adjustment by group.      
Methods: The study made used data from the fifth wave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Among 2,351 adolescents, 958 (40.7%) with chronic diseases were analyzed using LPA and 
MANCOVA.
Results: As a result of LPA, four group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ime-use profiles of adolescents 
with chronic diseases: media using leisure type (13.5%), private education dependent learning type 
(63.2%), self-study learning type (7.7%), and balanced leisure type (13.5%). MANCOVA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self-perception and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time-use profiles, even after controlling for demographic variables that may have an effect. 
Adolescents in the self-study learning type, specifically, tended to set a clear goal of life based on 
their self-identity and were well adapted to school life. 
Conclusion: Findings suggest that profiles of time-use may affect self-perception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with chronic diseas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t is important for 
chronically ill adolescents to have more meaningful experiences in daily life to develop resiliency. 
Therefore, various opportunities and supportive environments should be provided to adolescents 
with chronic diseases to spend their time in a healthier way, evaluating themselves positively and 
perceiving meaning in life.

Keywords: adolescents with chronic disease, time use, latent profile analysis, self-perception, 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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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서론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A sound mind in a sound 

body)’라는 말이 있듯이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은 심리사회적 

건강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진다. 아동에게 신체는 세상을 인식

하는 일차적 통로이며 영유아기에 이루어지는 학습과 발달 역

시 접촉과 탐색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각기관과 운

동능력에 문제가 없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은 발달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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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발달의 전제조건이라는 

생각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아동은 정신적으로도 건강

할 수 없고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지 못한다는 선입견을 형성

하여 질병을 가진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다. 

그리고 질병을 가진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대한 상당수의 연

구들 역시 이러한 부정적 선입견이 반영된 결핍중심 혹은 문

제 중심 시각(deficit/problem-centered perspectives)에서 이루어

져 왔다(Lavigne & Faier-Routman, 1992). 이러한 시각에서 이

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질병을 가진 아동과 질병이 없는 아동

을 비교하거나 질병의 종류 혹은 질병의 정도에 따라 아동들

의 발달 결과를 비교함으로서 질병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시키고 질병을 가진 아동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살펴

보았다(Barlow & Ellard, 2006; Roder & Boekaerts, 1999).

질병을 가진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

들은 만성질환이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

하는 청소년에게 누적된 스트레스(cumulative stressors)로 작용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Hatherill, 2007). 청소년기에는 타인과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을 인식하고 주관과 소신을 일관

성 있게 유지하며(Erikson, 1968),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직업

적성을 파악하고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야한다(Suris, 

Michaud, & Viner, 2004). 그리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

은 시기인 만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

과 이후 성인기의 성취 및 적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H. 

Lee, Son, & Hong, 2018). 그런데 천식,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비만,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은 증상과 병변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쉽게 치료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난치성 만성질환은 꾸준한 약물

치료와 더불어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통한 건강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생활양식을 변화시켜야하며 질병관리의 부담이 크다

(Hatherill, 2007). 또한 수면장애나 만성피로와 같은 문제를 야

기하여 신체능력과 수행수준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외모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학업과 학교생활, 그리고 정체성 형성과 

또래관계가 중요해지는 청소년기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Greenberg, Kazak, & Meadows, 

1989; Rhee, Wenzel, & Steeves, 2007; Suris et al., 2004; Taylor, 

Gibson, & Franck, 2008). 그래서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은 만성

질환청소년들의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자아상, 목표 설정의 

어려움, 그리고 또래관계나 학업성취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

교생활의 부적응에 대해 보고하였다(Blaiss, 2008; King et al., 

2005; Shiu, 2001).  

하지만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에 기반을 둔 많은 학자들이 

청소년의 병리적이고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

에 집중하여 강점과 자산을 탐색하고 그것을 증진시킬 수 있

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Cowen & Kilmer, 2002).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결핍중심 혹은 문제 중심 시각과 반대되는 개

념으로, 강점과 자산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다양한 시각들

(strength/asset-focused perspectives)을 포괄하는 청소년의 긍정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PYD]) 패러다임으로 불린다

(Guerra & Bradshaw, 2008). 청소년의 긍정발달을 지지하는 이

러한 관점은 모든 청소년이 성공적이고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강점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Lerner, Brentano, 

Dowling, & Anderson, 2002), 청소년기는 개개인이 가진 고유

한 특성, 재능, 기술, 그리고 관심사 등을 숙련시켜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Larson, 2000). 또한 청소년 발달의 긍정

적인 측면에 집중하면서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간과하지 않는다. 다만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그들

이 가진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여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해가

는 긍정적인 발달과정에 더 집중한다(Lerner & Benson, 2003).    

만성질환청소년의 경우에도,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

정적인 경험과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발달 결과를 

보이는 청소년들이 있다(Spratling & Weaver, 2012). 적응은 보

호요인과 위험요인 간의 힘겨루기라고 볼 수 있는데, 만성질

환이라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가진 강점과 보호요인들을 효과

적으로 활용하여 질병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양식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한다(Atkin & Ahmad 2001; Jenson & 

Fraser, 2015). 개인이 역경에 맞닥뜨렸을 때 개인 내·외부에 있

는 보호요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역경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조절하고 완충시키며 긍정적인 결과를 도

모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

한다(Fergus & Zimmerman, 2005). 자아탄력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자아탄력

성을 개인의 능력이나 특성, 혹은 발달 결과(outcome)로 설명

하기 보다는 발달 과정(process)으로 보는 관점이 더욱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Fergus & Zimmerman, 2005).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청소년이 속한 환경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발생하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 발현된다.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들의 일상은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예측할 수 있다. 청소

년의 시간사용과 활동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생활양식뿐만 아

니라 그들이 접하는 생태학적 환경과 맥락을 파악하는데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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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제공한다(Larson & Verman, 1999). 그리고 24시간

이라는 제한된 시간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은 청소년기에 달

성해야 하는 과업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인

기로의 전환을 보다 수월하게 하는 중요한 발달적 경험이 된

다(Zick, 2010).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활시간활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특정 활동으로 보내는 시간의 양이 청소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수면

시간, 사교육시간, 게임이용시간, 친구와 보내는 시간 등이 청

소년의 스트레스, 우울, 공격성, 불안 등의 정서행동문제나 학

습, 기억, 주의력과 같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

어 이루어진 연구(S. J. Kim & Chung, 2016; J. Lee, Kang, Rhie, 

& Chae, 2013; H. Park, 2015; Ryou, 2017; Ryu & Jeong, 2001; 

J. Song et al., 2010)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들이 일상 속

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 

청소년의 평균적인 생활시간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가 많다. 구체적으로,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개인의 특성,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 소득수준, 맞

벌이 여부와 같은 가족의 특성에 따라 생활시간 활용에 차이

가 있다는 연구결과(Chin, 2008; Ha, 2017; H.-J. Park, Son, & 

Kim, 2017; Y.-J. Song, 2013)는 청소년이 가진 변화하지 않는 

특성에 따라 생활시간 활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힐 뿐 교

육적 함의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국

내에서는 아직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6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

인조사(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에 따르면 우리나라 13-19세 청소년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알

레르기비염 35.5%, 아토피성 피부염 25.1%, 비만 12.8%, 천식 

9.1%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잠재

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도입하여 만성

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유형을 탐색하고, 유형

에 따른 집단별 특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잠재프

로파일분석은 변수들의 관계를 통해 현상을 파악하는 기존

의 변수 중심적 분석방법(variable-centered analysis)과 달리, 개

인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 중심적 분석방법

(person-centered analysis)이다. 다시 말해서, 만성질환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에 대해 변수 중심적 분석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는 만성질환청소년을 동질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

타날 수 있는 생활시간 활용 양상을 포착할 수 없다. 반면에 사

람 중심적 분석방법은 모집단 내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이질

성을 허용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 집단에서 다양

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생활시간 활용유형을 추정하고, 생활시

간 활용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역시 각각의 유형

별로 다르게 작용한다는 가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Bergman & 

Magnusson, 1997). 따라서 이 연구에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도입하여 만성질환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을 살펴본다면 앞

서 지적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

년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생활시간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만성질환 청소년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간사용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생활시간 활용 유형

에 따라 청소년기에 달성해야 할 발달과업인 자아인식과 학교

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 이는 만성질환청

소년의 일상경험이 탄력성으로 작용하여 발달과업 달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만성질환청소

년을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할 때 기초가 될 만한 교육적 함의

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요컨대, 이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들의 생활

시간 활용 실태를 살펴 본 후, 잠재프로파일 분석결과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집단별 생활시간 활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

다. 그리고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들이 질병에서 기인한 일

상생활과 학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기에 이루어야할 과

업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들(Greenberg 

et al., 1989; Hatherill, 2007; King et al., 2005; Rhee et al., 2007; 

Shiu, 2001; Suris et al., 2004; Taylor et al., 2008)을 바탕으로 생

활시간 활용 유형에 따라 자아인식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시

간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Ha, 2017; Hofferth & 

Sandberg, 2001; H.-J. Park et al., 2017; Y.-J. Song, 2013)를 고려

하여 생활시간 활용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인구사회학

적 변인을 탐색하여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 유형에 따라 분류

한 집단의 수와 각 집단별 생활시간 활용 실태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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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 유형에 따라 분류

한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 유형에 따라 나눈 

집단별 자아인식과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2010-2017)에서 구

축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중학교 1학년 패널의 5차(2014)데이

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KCYPS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

공하는 전국학교 일람표를 표본틀로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으로 추출한 초등학교 1학

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3개 중다 패널을 대상으

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적 조사한 자료로서 한국 아동 ·

청소년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되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에 유용하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청소년들이 고등학

교 2학년일 때 수집된 5차 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시간은 누

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는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선택하고 그 활동으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생활양식을 파악하는데 도움

이 된다. 청소년기의 생활양식은 그 시기에 달성해야 하는 과

업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아인식과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고

등학교 2학년은 청소년기에 획득해야 할 자아정체감과 진로

정체감을 어느 정도 공고화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자아존중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우

리나라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경우에 입시와 진로

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고, 학업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내는 시

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에게는 스트레

스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5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 총 2,351명

(남자청소년 1,176명, 여자청소년 1,175명)중 만성질환을 가

진 청소년 958명(전체 청소년의 40.7%)이다. Table 1에 제시하

였듯이 그 중 남자청소년은 511명(53.3%)이고 여자청소년은 

447명(46.7%)이다. 질병유형에 따르면 비염을 가진 청소년이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Variable Group N (%)

Gender

Boy  511 (53.3)

Girl  447 (46.7)

Total  958 (100.0)

Type of chronic diseases

Asthma  76 (7.9)

Rhinitis 656 (68.5)

Atopic dermatitis 225 (23.5)

Obesity 260 (27.1)

Heart disease  16 (1.7)

Diabetes  7 (0.7)

etc 97 (10.1)

Total(multiple responds) 1,337 (139.6)

More than 2 diseases 278 (29.0)/958 (100.0)

Extent of chronic diseases

Never disturbed 267 (27.9)

Having some difficulties 498 (52.0)

A lot of difficulties 193 (20.1)

Total 95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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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명(68.5%)으로 가장 많았고, 비만 260명(27.1%), 아토피성

피부염 225명(23.5%), 기타 97명(10.1%), 천식 76명(7.9%), 심

장병 16명(1.7%), 당뇨병 7명(0.7%)이다. 이중 두 가지 이상

의 질병을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278명으로 질병을 

가진 전체 청소년 중 29.0%였다. 자신이 가진 질병이 학업이

나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498명

(52.0%)이 질병이 학업이나 생활에 약간의 어려움을 준다고 

응답하였고, 267명(27.9%)이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193명

(20.1%)이 매우 많은 어려움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연구도구 

청소년의 만성질환

청소년의 만성질환은 4차 년도에 청소년용 설문지를 통해 조

사되었다. 천식,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비만, 심장질환, 당뇨

병, 기타질환에 대해 각각 ‘질병이 있다’, ‘질병이 없다’로 응답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지 이상의 항목에 질병이 있다고 응

답한 청소년을 추출하였다.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질병이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는지를 추가로 

물어보았는데, ‘전혀 없다’, ‘약간’, ‘많이’의 3범주로 답하도록 

하였다. 이는 질병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전혀 없다’는 ‘경증’, ‘약간’은 ‘중등증’, ‘많이’는 ‘중증’으로 재 

범주화하여 활용하였다. 질병의 중증도나 상태는 질병의 유

무보다도 청소년의 적응(Eiser, 1990)이나 발달 결과(La Greca, 

1990)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질

병의 정도를 반영하였다. 

청소년의 생활시간

KCYPS 5차년도 조사는 청소년의 취침시간, 기상시간, 학원/

과외시간, 학교숙제시간, 학원/과외숙제시간, 기타공부시간, 

독서시간, 컴퓨터/게임기 오락시간, TV/비디오 시청시간, 친

구들과 노는 시간에 대한 열 가지 생활시간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열 가지 생활시간을 바탕으로 여섯 가

지 범주의 시간으로 재분류한 후, 생활시간에 따른 집단유형

을 분류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

째로 취침시간과 기상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수면시간을 계산

하였고, 두 번째로 학원/과외시간, 학원/과외숙제시간으로 사

교육시간을 계산하였다. 세 번째로 학교숙제시간, 기타공부시

간으로 개인공부시간을 계산하였다. 네 번째는 독서시간 변수

를 그대로 활용하고, 다섯 번째는 매체이용시간으로 컴퓨터/

게임기 오락시간과 TV/비디오 시청시간을 더하여 변수를 생

성하였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이 여섯 범주의 시간은 모두 주중, 주말 시간으로 

각각 두 개의 시간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총 열두 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고, 분 단위로 코딩하였다.  

자아인식

자신에 대한 인식은 인지적인 지각과 평가를 포괄한다. 이 연

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인지적인 자각을 의미하는 자아정체감

과 진로정체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자아존

중감으로 자아인식 수준을 살펴보았다. 

KCYPS에서 자아정체감은 H.-O. Song (2008)이 개발한 척

도를 수정 · 보완하여 측정하였고 뚜렷한 삶의 목표, 주관과 

소신에 대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정체감은 Kong 

(2008)가 개발한 척도로 측정하였고 미래에 하고 싶은 일, 직

업적성파악 등에 대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965)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고, 총 10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

어있다. 부정적 자존감의 5개 문항은 역산처리 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아인식 척도

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전체 .887이며 하위요인별로

는 자아정체감 .667, 진로정체감 .882, 자아존중감 .840로 양호

한 수준이었다.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Min (1991)가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척도를 

수정 ·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은 학습

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이며 각 5문항씩 4점 리커

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다. 학습활동은 학교에서 수

업이나 학습과 관련된 활동에 잘 참여하는지에 관련된 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고, 학교규칙은 학교에서의 규칙을 잘 준수하

는지,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는 학교에서 친구나 교사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

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도록 

점수는 역산처리 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전체 .861, 하위요인별로는 학습활동 .784, 학교규칙 .747, 교

우관계 .613, 교사관계 .788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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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PASW 18 (SPSS Inc., 

Chicago, IL) 프로그램과 Mplus 7 (Muthén & Muthén, 1998–

200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PASW 18을 사용하여 연

구대상 청소년의 구성과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을 구하였고,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에 대한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으며 주중과 주

말의 시간사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자아인식과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

하기 위해서 Cronbach’s α를 계산하였다. 또한 집단별로 생활

시간 활용과 사회인구학적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

차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의 결과에서 각 

집단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에 사후검증으

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

과로 분류된 집단별로 자아인식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질병의 정도, 연간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를 실시하였다. 

Mplus 7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 유형에 따

른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위해 사용하였고, 데이터의 결측값

은 완전정보최대우도값(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으로 추정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군집분석과 마

찬가지로 비슷한 값을 갖는 집단을 분류하지만, 군집분석에

서는 연구자가 임의로 집단의 수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통계

적인 절차를 통해 집단의 수를 결정한다(Pastor, Barron, Miller, 

& Davis, 2007). 최종모형을 평가하여 집단의 수를 결정할 때

에는 통계처리과정을 통해 제시된 정보기준지수, 적합도 지

수, 분류의 질 등을 참고한다. 먼저 정보기준지수(Information 

Criterion Index)인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Akaike, 

1974)와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Schwarz, 1978)

를 살펴볼 수 있는데, AIC와 BIC의 값은 작아질수록 간명하

고 적합한 모형임을 의미한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그렇지만 AIC와 BIC의 값은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할

수록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지수

도 함께 고려하여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 (H.-J. Park, 

Ha, & Park, 2011). 다른 적합도지수로 주로 Entropy값을 살

펴보는데, Entropy값은 개인을 특정한 잠재집단으로 분류하

는 것의 사후확률을 바탕으로 집단 구분의 정확도를 나타낸

다. Entropy값은 0부터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각 개인이 완

벽하게 같은 집단으로 분류되면 1의 값을 갖고 반대로 매번 다

른 집단에 분류될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1에 가까

울수록 계층분류에 오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Muthén & 

Muthén, 2000), 0.8이상이면 좋은 분류라고 평가한다(Clark, 

2010). 또한 LMR (Lo-Mendell-Rubin)과 ALMR (adjusted-Lo-

Mendell-Rubin) 적합도 지수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k개의 

집단을 가진 모형의 적합도가 k-1개의 집단을 가진 모형에 비

해 나은지를 검증한다. 만약 LMR의 p-value가 유의하지 않으

면 집단이 k개인 모형이 k-1개 집단의 모형보다 더 낫다고 말

할 수 없다(Lo, Mendell, & Rubin, 2001). 마지막으로 잠재집단

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형적합지수뿐만 아니라 각 계층

의 유용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 즉, 각 잠재집단이 개인의 행동

변화를 유형화 하여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연구자가 고려

하여 판단해야 한다. 판단기준으로는 계층을 구성하는 개인의 

수가 적절한지, 계층의 변화가 그래프상에서 잘 구분되는지, 

다른 변수에 의해서 계층의 차이가 설명되는 것은 아닌지 등

을 고려하여 최적의 모형을 결정해야 한다(Muthén & Muthén, 

2000). 구체적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수는 잠재계층분

류율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각 계층의 분류율이 1% 이하

로 나타나면 해당 분류는 실재적 유의성이 없으므로 각 계층

의 분류율이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Jung & 

Wickrama, 2008). 

연구결과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 실태 
(연구문제 1)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 실태는 Table 2와 같

다. 생활시간 가운데 수면시간(주중: 357분, 주말: 487분)이 가

장 길고 독서시간(주중: 59분, 주말: 69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주중에는 학원이나 과외로 보

내는 사교육 시간이 173분으로 가장 많았고, 혼자 공부하는시

간(137분), TV시청이나 온라인게임과 같은 미디어 이용시간

(117분), 친구와 만나서 함께 보내는 시간(99분), 독서시간(44

분) 순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미디어 이용시간(242분)이 가

장 길었고, 사교육 시간(235분), 혼자 공부하는 시간(119분), 친

구와 보내는 시간(112분), 독서시간(약 46분)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생활시간은 주중과 주말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주말

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욱 길게 나타났다. 이는 주중에는 학교

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주말에 비해 가용할 수 있

는 시간이 더 적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수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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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말이 주중에 비해 약 130분 정도 길었고(t = -38.141, p < 

.001), 학원이나 과외로 보내는 사교육 시간은 주말에 약 61분

정도 길었다(t = -8.586, p < .001).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주중

보다 주말에 약 47분정도 더 할애하였고(t = -10.911, p < .001), 

독서시간은 6가지 생활시간 하위 영역 중 가장 적은 시간을 할

애하는 영역이었지만 주말이 약 10분정도 길게 나타났다(t = 

-7.183, p < .001). TV나 컴퓨터와 같은 미디어는 주말에 약 125

분 정도 더 사용하였으며(t = -34.158, p < .001), 마지막으로 친

구와 만나서 함께 노는 시간은 주말에 약 73분정도 더 많은 것

(t = -15.469, p < .001)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 유
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의 구성과 생활시간 
활용 실태 (연구문제 2)

 생활시간 활용을 기준으로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생활시

간 활용 유형을 잘 설명하는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

여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모형비교는 AIC, ABIC, 

Entropy, ALMR과 같은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고, 잠재집단 

수가 2개인 모형부터 5개인 모형까지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

였다. Table 3에 제시하였듯이 집단의 수가 2개인 모형부터 5

개인 모형으로 변화하면서 AIC와 BIC의 값이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모형에서 잠재계층분류

율이 1%이상 되어야 한다는 기준 (Jung & Wickrama, 2008)에 

부합하였다. 다만 k개 집단인 모형이 k-1개의 모형에 비해 유

의하게 좋은지를 나타내는 ALMR값을 살펴본 결과, 집단이 4

개에서 5개로 변화할 때에는 ALMR의 우도비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집단이 4개인 모형이 5개인 모

형에 비해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 유형을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결과 최종적으

로 집단이 4개인 모형을 채택하였고, Entropy역시 높은 수준 

(Entropy = 0.804)이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네 잠재집단의 생활시간 활용 양상은 

Figure 1과 같다. 첫 번째 집단의 경우, 수면시간과 매체이용시

간이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가장 길고 사교육 공부시간, 개

인공부 시간이 가장 짧다. 두 번째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학

원과 과외로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길다는 특징이 두드러지고, 

세 번째 집단은 수면시간, 매체이용시간, 친구만남시간이 가

장 짧고 개인공부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집단은 독서시간과 친구만남시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길

게 나타났다. 이러한 생활시간 사용 패턴에 맞게 집단 1은 ‘매

체중심 여가형(media using leisure type)’, 집단 2는 ‘사교육의존 

학습형(private education dependant learning type)’, 집단 3은 ‘자

율 학습형(self-study learning type)’, 마지막으로 집단 4는 ‘균형 

잡힌 여가형(balanced leisure type)’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질병

청소년 가운데 ‘사교육의존 학습형’ 청소년이 63.2%로 가장 

많았고, ‘매체중심 여가형’ 청소년이 15.6%, ‘균형 잡힌 여가

형’ 청소년이 13.5%, ‘자율 학습형’ 청소년이 7.7% 순이었다.   

Table 2
Time-Use of Adolescents with Chronic Diseases

Min. Max. M (SD) t
Sleep Weekdays 180 570 357.27 (71.65) -38.141***

Weekend 240 890 487.63 (99.17)
Private education Weekdays  10 420 173.99 (85.94) -8.586***

Weekend  30 720 235.26 (128.32)
Self study Weekdays  10 480 137.27 (85.44) -10.911***

Weekend  10 720 184.70 (119.59)
Reading Weekdays  10 300  59.62 (44.64) -7.183***

Weekend  10 300  69.88 (46.76)
Media use Weekdays   1 480 117.65 (83.56) -34.158***

Weekend  10 840 242.28 (127.56)
Meeting friends Weekdays   1 480  99.18 (73.59) -15.469***

Weekend  30 720 172.60 (112.86)
Note. N = 958; Unit: Minutes.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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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 유
형에 따른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문제3)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생활시간자료를 바탕으로 도출한 

네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성

별, 질병정도, 거주 지역, 가족형태, 부모의 맞벌이여부, 부모

의 직업수준에 따른 교차분석과 연간 가구소득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질병정도(χ2= 17.093 p < .01), 

거주 지역(χ2 = 14.390, p < .01), 가족형태(χ2= 18.001, p < .01), 

아버지의 직업수준(χ2 = 20.189, p < .01), 어머니의 직업수준   

(χ2 = 17.406, p < .01), 연간가구소득(F = 16.474, p < .001) 에서 

Table 3
Fit Indices for the LPA Solutions 

No. of classes AIC ABIC Entropy ALMR LR test p-value
N (%)

1 2 3 4 5
2 89308.165 89370.654 0.781 0.0000 751

(.78)
207
(.22)

3 88918.011 89002.455 0.797 0.0137 687
(.72)

119
(.12)

152
(.16)

4 88628.091 88734.490 0.804 0.0001 146 
(.15)

629 
(.66)

70 
(.07)

113 
(.12)

5 88477.792 88606.147 0.804 0.2547 136
(.14)

593
(.62)

69
(.07)

108
(.11)

52
(.05)

Note. N = 958.
 

Figure 1. Time use profiles of adolescents with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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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율학습 형’ 집단에 질병이 일상생

활이나 학교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증 

청소년과 질병의 정도가 심각한 중증 청소년의 비율이 동시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율학습 형’ 집단을 제외하고 질

병의 정도가 심각한 중증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집단은 ‘균형 

잡힌 여가형’이었는데, 이 집단 역시 독서시간이 길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질병의 중증도가 심한 청소년들은 주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등의 정적인 활동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는 지역에 따라서는 ‘자율 학습형’과 ‘균형 

잡힌 여가형’ 집단에 중소도시(읍/면)에 사는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매체중심 여가형’과 ‘사교육의존 학습

형’ 집단에 도시에 사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

형태는 ‘사교육의존 학습형’과 ‘자율 학습형’ 집단에 양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고, ‘매체중심 여가형’과 ‘균형 

잡힌 여가형’ 집단에는 한부모나 조부모가 함께 사는 청소년

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수준과 관련해

서는 ‘자율 학습형’을 제외한 세 집단에서는 주로 2직능에 종

사하는 부모님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자율 학습형’에는 1직능

과 3직능 수준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진 청소년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간가

구소득은 ‘자율 학습형’이 가장 높고, ‘사교육의존 학습형’, ‘매

체중심 여가형’, ‘균형잡힌 여가형’ 순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생활시간사용에 따라 분류한 집

단 별 인구사회학적 차이를 요약하면, 학습형(사교육 의존 학

습형, 자율 학습형)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은 양부모와 함께 살

며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by Time-Use Profiles 

Media using
leisure 

(n = 146)

Private education 
dependant learning 

(n = 629)

Self-study 
learning 

(n = 70)

Balanced leisure

(n = 113) χ2 (df ), F (df )
Gender Male  87 (59.6) 330 (52.5) 29 (41.4) 65 (57.5) 7.269 (3)

Female  59 (40.4) 299 (47.5) 41 (58.6) 48 (42.5)
Degree of 
disturbance 

None 41 (28.1) 174 (27.7) 16 (22.9) 36 (31.9) 17.093 (6)**
Somewhat 83 (56.8) 338 (53.7) 31 (44.3) 46 (40.7)
Significantly 22 (15.1) 117 (18.6) 23 (32.9) 31 (27.4)

Region Rural  15 (10.8)  74 (12.1) 12 (17.6) 27 (24.8) 14.390 (3)**
Urban 124 (89.2) 537 (87.9) 56 (82.4) 82 (75.2)

Family structure Parents 108 (77.7) 516 (84.6) 62 (91.2) 80 (73.4) 18.001 (6)**
Single-parent  17 (12.2)  52 (8.5)  3 (4.4) 11 (10.1)
Large family  14 (10.1)  42 (6.9)  3 (4.4) 18 (16.5)

Parental
working type

Single-income  38 (31.4) 182(33.1) 14 (22.2) 20 (22.5) 6.437 (3)
Double-income  83 (68.6) 368 (66.9) 49 (77.8) 69 (77.5)

Father’s work
functional level1)

1 level  11 (7.6)  44 (7.1)  6 (8.6)  7 (6.3) 20.189 (6)**
2 level 117 (81.3) 447 (71.7) 41 (58.6) 91( 81.3)
3 level  16 (11.1) 132 (21.2) 23 (32.9) 14 (12.5)

Mother’s work
functional level1)

1 level  12 (8.4)  41 (6.6)  9 (13.6) 10 (9.1) 17.404 (6)** 
2 level 116 (81.1) 477 (76.4) 38 (57.6) 84 (76.4)
3 level  15 (10.5) 106 (17.0) 19 (28.8) 16 (14.5)

Annual family income2) 3908.00a
(1938.24)

4947.40b
(2614.20)

6011.21c
(2993.40)

3839.95a
(2219.66)

16.474 (3)***

Note. Unit: N (%), M (SD); 1) The functional level of jobs was re-categorized as proposed by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2) unit: ten thousand won, a, b, c: post-hoc (sheffé).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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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 유
형에 따른 집단별 자아인식과 학교생활적응
의 차이 (연구문제 4)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 유형에 

따른 집달별로 자아인식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보았다. 연구문제 3에서 네 집단별로 인구사회학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를 통제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변량을 투입할 수 있는 다변량공분산분

석(MANCOVA)를 실시하였다. 공변량으로 질병정도와 연간

가구소득을 투입하였는데, 연간가구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

한 이유는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던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사는 

지역(r = .078, p < .05), 아버지의 직업지위(r = .217, p < .001), 

어머니의 직업지위(r = .163, p < .001), 가족구조(r = -0210, p < 

.001)와 모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선 다변량공분산분석의 기본 가정인 종속변수의 공분산

행렬에 대한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ox’s test 결과를 

살펴보았고, 분산이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 = 1.005, p = 

.467). 그리고 다변량공분산분석의 결과, 만성질환을 가진 청

소년의 생활시간 활용 유형에 따라 나눈 네 집단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illai’s Trace = .112, p < .001), Table 

5와 같이 자아정체감(F = 3.988, p < .01), 진로정체감(F = 4.585, 

p < .01),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네 하위영역인 학습활동(F = 

27.044, p < .001), 학교규칙(F = 7.279, p < .001), 교우관계(F = 

4.019, p < .01), 교사관계(F = 3.401,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후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자아 인식의 하위 

영역인 자아정체감은 ‘자율 학습형’ 집단이 ‘매체중심 여가형’

과 ‘사교육의존 학습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진로정체

감은 ‘자율 학습형’집단이 ‘매체중심 여가형’과 ‘균형 잡힌 여

가형’에 비해 높았다.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영역인 학습영역

의 점수는 ‘매체중심 여가형’과 ‘균형잡힌 여가형’에 비해 ‘사

교육의존 학습형’이 약간 높고 ‘자율 학습형’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규칙, 교우관계에서는  ‘자율 학습형’ 

집단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교사관계는 ‘자율 학습형’ 집단이 ‘사교육의존 학습형’과 ‘균형 

잡힌 여가형’에 비해 높았다.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 유형에 

따라 나눈 집단별로 자아인식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KCYPS의 중1 코호트 5차 년도 데

이터에서 청소년의 생활시간(취침시간, 사교육시간, 개인공

부시간, 독서시간, 매체이용시간, 친구만남 시간)을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

해 도출된 집단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 본 후에 차이

가 있었던 질병정도와 가구소득을 통제하여 자아인식과 학교

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들은 주중에는 주로 학업과 

관련된 활동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사교육

을 통한 학습활동과 컴퓨터이용이나 TV시청과 같은 매체이

Table 5
Differences in Self-Perception and School Adjustment Among Time-use Profiles per Group 

Media using
leisure 

(n = 146)

Private education 
dependant learning

 
(n = 629)

Self-study 
learning 

(n = 70)

Balanced leisure

(n = 113) F (df )
Self-
perception

Self-esteem 2.96 (.04) 2.97 (.02) 3.05 (.06) 2.94 (.04)   .902 (3)
Self-identity 2.65 (.03)a 2.67 (.02)a 2.84 (.05)b 2.68 (.04)ab  3.988 (3)**
Career-identity 2.88 (.05)a 3.00 (.02)ab 3.19 (.07)b 2.93 (.06)a  4.585 (3)**

School
adjustment

Study 2.54 (.04)a 2.80 (.02)b 3.13 (.06)c 2.55 (.05)a 27.044 (3)***
Rules 2.91 (.04)a 3.01 (.02)a 3.21 (.06)b 2.91 (.05)a  7.279 (3)***
Friendships 3.10 (.03)a 3.16 (.02)a 3.29 (.04)b 3.14 (.04)a  4.019 (3)**
Teacher 2.90 (.05)ab 2.87 (.02)a 3.10 (.07)b 2.85 (.06)a  3.401 (3)*

Note. Covariance: diseases degree of disturbance and annual family income. a, b, c: post-hoc (Sheffé).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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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에 다니는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 사교

육으로 보내는 시간에 비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길게 나

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H.-J. Park et al. 2017; K. H. Kim & Lee, 

2006)로,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학원이

나 과외로 보내는 사교육 시간이 꽤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주말에는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미디어 이용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신체활동

으로 보내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컴퓨터 게임으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Ha, 2017; K. H. Kim & 

Lee, 2006)들과 같은 결과이다.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수면부족과 

만성피로로 인해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건강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또래 관계는 정서적 지지를 제

공하는 중요한 보호요인(Stanton & Revenson, 2011)이 되기 때

문에, 컴퓨터 게임이나 TV시청과 같은 활동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신체활동이나 친구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즉, 만성질환 청소년이 보다 건강한 방

식으로 또래와 함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생

활시간 활용 유형은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네 가지 유형은 크

게 두 가지로 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학업이나 학습과 관련된 시간에 더 많이 할애하는 학습형과 여

가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여가형이 있다. 학습형은 

다시 학원이나 과외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교육의존 학습형

(private education dependant learning type)’과 개인공부시간이 길

게 나타난 ‘자율 학습형(self-study learning type)’으로 분류되고, 

여가형은 컴퓨터이용 시간이나 TV시청과 같은 매체이용 시간

이 긴 ‘매체중심 여가형(media using leisure type)’과 독서시간, 매

체이용시간, 친구만남 시간이 고르게 많았던 ‘균형 잡힌 여가

형(balanced leisure type)’으로 분류된다. 집단별 비율을 살펴보

면, ‘사교육의존 학습형’ 에 분류된 청소년이 63.2%로 가장 많

았고, ‘매체중심 여가형’에 15.6%, ‘균형 잡힌 여가형’에 13.5%, 

그리고 ‘자율 학습형’에 7.7%의 청소년이 분류되었다. 

이 결과는 고등학교 3학년의 방과후 시간을 유형화 한 선

행연구(H.-J. Park et al., 2017)에서 여가활동으로 시간을 보내

는 청소년에 비해 학습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이다. 만성질환청소년들의 

생활시간 활용 유형이 일반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은 만성질환청소년들의 탄력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청소년은 자기주도적으로 혼자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유형에 분류된 청소년의 비율이 사교육으로 시

간을 보내는 유형에 분류된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H.-

J. Park et al., 2017)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상

당수의 청소년이 학원에 가거나 과외 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

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 유형에 따라 

나눈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학습형으로 분

류된 청소년들이 양부모와 함께 살며 부모의 직업수준이 높고 

연간가구소득이 높은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시간활용

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Ha, 2017; Larson & Verma, 

1989; H.-J. Park et al., 2017; Y-J. Song, 2013)와 비슷한 결과이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나타난 시간사용의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어떠한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즉, 

학습형에 속한 청소년들이 여가형에 속한 청소년들에 비해 시

간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지만 학습형에 속

한 청소년들이 여가형에 속한 청소년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

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학습형에 속한 질병청

소년들이 여가형에 속한 청소년들에 비해 긍정적인 지지체계

와 보호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율학습 

형’ 집단에는 질병이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증 청소년과 질병이 주는 지장이 많

다고 응답한 중증 청소년의 비율이 동시에 높게 나타난 것으

로 보아 만성질환에서 비롯된 개인내적인 특성보다는 환경에

서 비롯된 외적인 특성들이 생활시간을 활용하는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학습형 청소년들은 만성질환이라는 두드러지는 위

험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위해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진로에 집중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 유형에 따

라 나눈 집단별 자아인식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본 결과 ‘자율학습형’에 속한 청소년들이 다른 세 집단에 속

한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에 대한 주관과 소신을 바탕으로 뚜

렷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였

으며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시간 활용 양상에 따라 자아인식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

다는 이러한 결과는 질병이 주는 어려움의 정도와 연간가구소

득에 따른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즉, 만성질환청소년들의 자아인식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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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을만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생활시

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자아인식과 학교생활적응 수

준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일상의 소소한 경험들로부터 발현된

다(Masten, 2001). Masten (2001)은 이를 일상의 마술(ordinary 

magic)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만성질환청소년들

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어떤 경험을 하는지가 

탄력성의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학업

과 관련된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만성질환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만성질환청소년들에 비해 안정적으로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확립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

다는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과업을 달성하

는데 어려움을 가진 만성질환청소년들이 학업보다는 여가활

동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여가활

동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성질환청소년들을 비난하거나 

억지로 학업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시키기 보다는, 그들이 자

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 대해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분명한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갖는 것은 자

아탄력성을 촉진시키는 보호요인이 된다(Albrecht & Devlieger, 

1998; B. Lee, Park, & Lee, 2013). 자아탄력성이 높은 만성질환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질병에 대한 태도가 비

교적 긍정적이고 질병을 잘 관리하며, 자존감이 높고 좋은 또

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Jaser & White, 2011; B. 

Lee, Park, & Lee, 2013; Yi-Frazier et al., 2010). 따라서 만성질환

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등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들이 질병을 더욱 잘 통제하고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심리사회적인 건강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Jaser & White, 2011; Yi-Frazier, et al., 2010). 

청소년의 발달은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층위의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Bronfenbrenner & 

Morris, 1998). 그 중에서도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며, 가정에서 부모와의 

맺는 관계는 청소년의 행동과 적응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Granic, Dishion, & Hollenstein, 2003). 이 연구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만성질환청소년

들이 만성질환이라는 두드러지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학업을 위해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진로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청소년기에 달성해야 할 긍정적인 

발달과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소년 개인

이 가진 강점과 탄력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속한 맥

락에 가용할 만한 자원이 있거나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지지

를 받았을 때 발휘되고 촉진될 수 있다(Lerner & Benson, 2003). 

만성질환청소년이 있는 가족은 치료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

담, 부모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나 우울 등의 문제를 경험한다

고 알려져 있지만(Klinnert, Gavin, Wamboldt, & Mrazek, 1992; 

Quittner, Opipari, Regoli, Jcobsen, & Eigen, 1992) 만성질환을 가

진 청소년이 부모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느

냐에 따라 발달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

다(Florian & Elad, 1998). 따라서 만성질환청소년의 탄력성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개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의의를 밝히고 연구의 제한점과 함

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첫

째, 만성질환청소년의 생활시간활용에 대해 사람중심 분석방

법인 잠재프로파일분석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

의가 있다. 기존연구들에서 수면시간, 게임이용시간, 사교육

시간 등과 같이 특정한 활동에 대한 시간을 집중적으로 분석

한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합적으로 살펴보

고, 생활시간활용 유형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였다. 특히 만성

질환청소년들이 가진 개인 내 · 외적 특성들에 따라 각기 다른 

생활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발달과업을 달성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

년의 긍정발달(PYD) 관점에서 만성질환청소년들의 일상경험

이 탄력성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둘째, 만성질환청소년을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청소년의 개인뿐만 아니라 그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을 밝혀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학업과 관련된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만성질환청소년들이 여가활동

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아정체감

과 진로정체감을 확립하고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만성질환청소년들이 학업과 관련된 활

동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발달과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업과 관련된 활동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청소년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긍정적인 지지체계와 환경적인 보호

요인을 많이 가진 청소년일수록 만성질환이라는 위험요인으

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키고 건강하게 발달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성질환청소년이 강점과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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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개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적응과 발달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만성질환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탐색하고 차이가 있었던 변수들을 통제변인으로 설정

하였지만, 주로 변화하지 않거나 쉽게 바뀌지 않는 특성을 가

진 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안정적인 가정환경

이 만성질환청소년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지만, 구체적으로 만성질환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실천적인 함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만성질환 청소년의 가족관련 변수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실천적인 함의까지 

도출할 수 있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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