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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 Health Health Health Promoting Promoting Promoting Promoting Life Life Life Life Styles Styles Styles Styles and and and and 

Its Its Its Its Related Related Related Related Factors Factors Factors Factors of of of of Students Students Students Students 

in in in in a a a a College College College College 

                                   by Kang Wook Chun 

                              Advised by Prof. Ki-Soon Kim,M.D.,Ph.D.

                                   Major in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To find the performance degree of health promoting life styles(HPLS) 

and its related factors of students in a college a questionnaire survey 

was made from September 3rd to September 17th, 2007 toward 383 

students in A college located at small city of south-western part of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distributi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was classified 

as female 273 persons(71.3%), the age of 242 persons(63.2%) was above 

than 30 years, the major of 271 students(70.7%) was cultural-social 

science including mostly social welfare, the religion of 279 

students(72.8%) was christian including protestant and catholic, 273 

students(71.3%) were living at their homes and monthly personal 

expenses of 118 students(30.8%) were less than 200,000 won whil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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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37 students(9.7%) was 500,000 won or more.

  2. The mean of performance degree for total HPLS of the subjects was 

2.51±0.42 points among 4.00 points. The means of perfomance degree 

by area of HPLS were calculated as spiritual development 2.99±0.60, 

public relationship 2.84±0.57, nutrition 2.53±0.59, stress management 

2.37±0.57, exercise 2.19±0.75, health responsiblity 2.08±0.63.

  3. The significantly related factors of total HPLS are age(p<0.05), 

health perception(p<0.01), self-efficacy(p<0.001), health locus of 

control-powerful others(p<0.05), and health locus of 

control-accidental(p<0.05). The model composed of this five factors 

explained 20.2% of total HPLS.

  4. Among the significantly related factors by areas of HPLS, the 

factors related with spiritual development which showed the biggest point 

were age(p<0.05), religion(p<0.01), health perception(p<0.05), 

self-efficacy(p<0.001). 

  The factors related with health responsibility which showed the lowest 

point were health perception(p<0.05), self-efficacy(p<0.001) and health 

locus of control-accidental(p<0.001).

  In conlusion, to elevate the performance degree of HPLS of students in 

this special college, the various efforts emphasized on health 

responsibility through the change of related factors like health 

perception, self-efficacy and health locus of control-accidental are 

necessary. Also to elevate the power to explain the related factors with 

HPLC, further studies including more items listed at Pender's HPLC 

model.

KKKeeeyyywwwooorrrdddsss:::healthpromotinglifestyle,relatedfactor,college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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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최근 의학의 발달과 경제수준의 향상 등과 함께 감염성 질환의 발생은 크게

줄었다.반면에 평균수명의 증가,산업화,도시화 등의 사회구조의 변화,식생활
의 서구화 등으로 암,심혈관질환 등의 만성퇴행성질환,스트레스관련 질환의 이
환율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이들 만성퇴행성질환들은 감염성 질환과 달리 쉽
게 완치되지 않으므로 일단 발병하게 되면 오랫동안 지속하여 고통을 겪게되고
결국 생활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되며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배경 속에서 기존의 진단과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에 대한 한계성이 인식되
었고 또한 일련의 건강습관들이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많은 증거들이 축적됨에 따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대한가정의학회,1997).
WHO의 자료에 의하면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만성퇴행성질환의 70～80%,후진

국에서의 40～50%가 주로 개인의 잘못된 건강습관과 생활양식 등이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 추산되고 있으며,1974년 발표한 Lalonde보고서에서도 건강을 결정하
는 요인을 유전,물리적 환경,생활양식,보건의료체계 이상 4대요인으로 분류하
고 그 중에서 생활양식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Lalonde,1974).
건강의 주요 결정요인이 생활양식이라고 믿게 되면서 Pender의 건강증진모형

을 기초로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1980년부터는
예방적 건강관리를 넘어서 건강증진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Pender,1987;Walker,
1987).
“건강증진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안녕상태를 유지하고 제고하는 생활습

관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특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미국 보건부,1979),“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결정요인을 통제하여 자
신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하는 과정이며 또한 자신들의 건강을 개선하게 하는
과정”(오타와헌장,1986)으로 정의되는 바,이미 이 개념 속에는 개인의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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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건강에 이로운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조건들의 창출을 위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신영전 등,2006).
대학생은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중추적 존재이므로 대학생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 향상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그러나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청장년기 성인의 절반 이상이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이며,청소년기에 형성된 흡연,음주,비만 등 건강위험행태는 청장년기
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청장년기에 발생하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은 노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보건복지부 심포지엄,2007).
따라서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은 매우 중

요하다고 생각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건강관리
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많은 대학생들은 아침식
사의 결식,편식,운동부족,불규칙한 생활습관,흡연,음주 등의 생활습관상의 문
제점이 많을뿐만 아니라(윤현숙과 조영채,2005),이러한 건강에 관련된 위험행
동들은 곧바로 평생생활양식으로 이어져 중년기 이후의 만성퇴행성질환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따라서 건강증진에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여 대학생
들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박미영(1993)

은 대학생 1,159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모형에서 제시한 변수 중 건강상태 지
각정도,건강의 중요성,건강통제위,건강개념의 변수를 선택하여 건강증진 생활
양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결과 대학생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중
대인관계영역이 가장 높았으며,건강책임감 영역이 가장 낮은 실행정도를 보였
으며,건강상태지각이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
하였다.
최정미(2004)는 대학생 72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

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와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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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에서는 설명력(R²)은 52.1%이었고,각 영역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자
기효능감이 모든 영역에서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하
였다.
전미영 등(2002)은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강인성,사회적 지지,지각된 건

강상태의 변수를 선택하여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강인성,사회적 지지,지각된 건강상태 순으로 주요 예측요인임이 확인
되었으며 강인성이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
하였다.
김희경(2006)은 대학생 192명을 대상으로 Pender(1996)의 모형을 활용하여 대

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이전의 건강관
련행위,건강상태,행동계획수립,지각된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변수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3년제 대학인 A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생

활양식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인지-지각요인과 조정요인인 일반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관련된 변인을 규명하여
대학생들의 효과적인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
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인지-지각요인 및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를
파악한다.
2.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와의 관련성을 분석
한다.
3.대상자들의 인지-지각요인과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와의 관련성을 분
석한다.
4.대상자들의 전체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와 건강증진 생활양식 중 6개
하위영역별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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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한 대학 재학생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를 파악하고,이에
관련된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descriptive
correlationalstudy)이다.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Pender의 건강증진모형(1987)
을 근간으로 하되 조사대상에게 조사가능한 변수를 선정하여 설정하였다.본 연
구에서는 인지-지각요인으로 지각된 건강상태,건강통제위,자기효능감을 조사하
였고,조정요인으로 성별,연령,전공,학년,종교,거주형태,용돈규모를 변수로
선정하였다.지각된 건강상태,건강통제위,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
행에 관련된 변인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지되고 있으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변수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상의 건강에 관한 인지-지각요인 및 조정요인으로서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

증진 생활양식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은 다음과 같다(그
림 1).

그그그림림림 111...본본본 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틀틀틀

             �
조조조정정정요요요인인인
연 령
성 별
학 년
전 공
종 교
거주형태
한달용돈

�

인인인지지지---지지지각각각요요요인인인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통제위
-내적 통제위
-타인의존통제위
-우연적통제위
자 기 효 능 감

�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영 양
신체활동

스트레스 관리
건강책임
영적성장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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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남 서남부지역 중소도시 2-3년제 A대학 재학생들로 선
정하였으며,표본선정방법은 2007년 9월 1일 현재 전체 재학생 2,091명을 계열,
학년별로 분류하고 학급을 집락단위로 하여 계통적으로 집락추출하되 피조사 대
상이 현재 재학생의 약 1/4에 해당되도록 학급을 선정한 후 선정된 학급 학생
전수를 조사하였다.선정된 표본수는 524명이었으나 401명(회수율 76.5%)의 설문
지가 회수되었다.응답내용이 부실한 18부를 제외한 총 383부를 최종 분석대상
으로 하였다.

CCC...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14일간 수집하였다.수업
시간이 끝난 직후 휴식시간에 직접 질문지를 배부하고 본인이 직접 응답케 한
후 회수하였다.질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이었다.연구도구는 구조화
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설문지를 배부하여 무기명으로 학생 스스로 응답하게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12문항,건강증진 생활
양식 50문항,지각된 건강상태 20문항,건강통제위 측정 17문항,자기효능감 13
문항으로 총 1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이들 연구도구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에서는 연령,성별,학년,전공,종교,거주형태,용돈규모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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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Walker(1995)가 제시한 기존의 HealthPromotingLifestyleProfile(HPLP)를
수정․보완한 HPLP-Ⅱ를 서현미(2001)가 번안하고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내용
을 수정한 건강증진 생활양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건강증진 생활양식은 안
녕수준,자아실현,개인적 만족감을 유지시키기 위한 인식과 행동의 다면적 유형
으로서 영양,신체활동,스트레스 관리,영적 성장,건강책임,대인관계를 포함한
6개 영역(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50개 문항 전체 또는 6개 영역별 평점 1점에
서 4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서현미(2001)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는 0.92이었으며,본 연구에서
Cronbachalpha는 0.936이었다.

333...지지지각각각된된된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지각된 건강상태란 대상자가 스스로 느끼는 건강상태를 말하는데,Ware(1976)
에 의해 개발된 건강지각질문지(healthperceptionquestionnaire)를 기초로 하여
나애정(1999)이 사용한 질문항목을 이용하였다.이 도구는 현재의 건강에 관한 7
문항,과거의 건강에 관한 2문항,미래의 건강에 관한 2문항,건강관심에 대한 4
문항,저항성과 민감성에 대한 2문항,환자의 역할 거부에 관한 3문항 등 모두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각각의 문항은 그 내용에 대한 동의 및 비동의 정
도에 따라 ‘항상 그렇다’에 4점,‘거의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는 4점 척도로 점
수화하여 사용하였고,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alpha는 0.48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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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건건건강강강통통통제제제위위위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Wallston등(1978)에 의해 개발된 다차원 건강통제위 척도인 Form A의 18문항
중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1문항을 제외하고 나애정(1999)이 사용한 17문항을 택
하여 사용하였다.
내적 건강통제위는 건강이 자기자신이 행동한 대로 되거나 자기자신의 영구적
인 특성대로 된다고 믿는 성격을 말하고,타인의존적 건강통제위는 건강이 영향
력이 있는 타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는 성격을 말하며,우연적 건강통제위는
건강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운이나 요행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는 성격을 말하
는데,이 도구의 내용은 상기 3가지 하위척도로 대상자가 동의-비동의 연속선상
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항상 그렇다’에 4점,‘거의 그렇지 않
다’에 1점을 주는 4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사용하였고,각각의 하위척도에서 얻어
진 점수가 높을 수록 측정하려는 성향이 높음을 나타낸다.본 연구에서
Cronbachalpha는 내적통제위 0.715,타인의존통제위 0.651,우연적통제위 0.362
이었다.

555...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자기효능감이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되는 모든 행위를 자신이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오현수, 1993). Sherer 와
Maddux(1982)가 개발한 GeneralSelf-EfficacyScale을 번안한 후 나애정(1999)
이 사용한 13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전혀 자신이 없다’에 1점,‘매우 자신이 있다’에 4점을

주는 4점 척도로 점수화 하여 사용하였다.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개발당시 Cronbachalpha는 0.86이었고 오현수(1993)의 경우 0.80이
었으며,본 연구에서 Cronbachalpha는 0.899이었다.



- 8 -

DDD...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PC통계프로그램(version 13.0)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2)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지각요인과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
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항목별 영역별 평점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3)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수행정도와의 관련성을 t-검
정 또는 ANOVA로 분석하였다.

4) 인지-지각요인과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와의 관련성을 보기위해
Pearson상관계수를 구하였다.

5)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에 관련된 독립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일
변량분석에서 유의한 변수와 성별 및 연령을 통제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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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대학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별,연령,학년,전공,종
교,거주형태,한달 용돈을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대상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110명(28.7%),여자 273명(71.3%)으로 나타났

으며,연령은 30세 미만이 141명(36.8%),30세이상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210명(54.8%),2-3학년 173명(45.2%)으로 나타났고,전공은 인
문사회계가 70.8%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계,공학 및 예체능계의 순으로 나타났
다.
종교는 기독교가 57.1%,천주교가 5.7%,불교 또는 유교가 6.3%이며 종교가

없는 학생이 20.9%이었고,거주형태는 자택이 71.3%로 가장 많았으며 기숙사,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한달 용돈은 20만원 미만이 3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50만원 이상자도 9.7%로 용돈액수의 편차가 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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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변 수 구 분  명    %

성별 남자

여자

110

273

(28.7)

(71.3)

연령(세) 30 미만

30-39

40-49

50 이상

141

110

101

 31

(36.8)

(28.7)

(26.4)

 (8.1)

학년 1학년

2, 3학년

210

173

(54.8)

(45.2)

전공 보건계

인문사회계

공학 및 예체능계

 65

271

 47

(17.0)

(70.7)

(12.3)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없음

257

22

24

80

(67.1)

(5.7)

 (6.3)

(20.9)

거주형태 자택

기숙사

기타

273

 86

 24

(71.3)

(22.4)

 (6.3)

한달 용돈(만원) ≤ 19

20-29

30-39

40-49

≥ 50

불명

118

 61

 56

 16

 37

 95

(30.8)

(15.9)

(14.6)

 (4.2)

 (9.7)

(24.8)

   계 38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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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인인인지지지---지지지각각각요요요인인인의의의 수수수준준준

대상자의 지각된 건상상태,건강통제위,자기효능감의 평점 및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지각된 건강상태 측정결과는 4점 척도에 2.63±0.24점으로 대학생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었고,자기효능감은
4점 척도에 2.96±0.41점으로 나타났다. 건강통제위 성격은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4점 척도에 내적통제위가 3.02±0.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인의존통제위
2.23±0.49점,우연적 통제위 2.54±0.55점으로 나타났다.

표 2.지각된 건강상태,자기효능감,건강통제위 평균 및 표준편차 N=383
변   수 하 위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지각된 통제위성격 내적통제위

타인의존통제위

우연적 통제위

2.63

2.96

3.02

2.23

2.54

0.24

0.41

0.42

0.49

0.55

CCC...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수수수행행행정정정도도도
대상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를 표준화한 평점 및 표준편차는 다음

과 같다(표3). 영양,신체활동,스트레스 관리,영적성장,건강책임,대인관계를
포함한 건강증진 생활양식 총 평점은 2.51±0.42으로 나타났다.
6개 하위 영역별 평점의 순위는 영적성장(자아실현)2.99±0.60,대인관계

2.84±0.57,영양 2.53±0.59,스트레스관리 2.37±0.57,신체활동 2.19±0.75,건강책임
2.08±0.63으로 영적성장(자아실현)영역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가 가장 높았
고,건강책임영역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가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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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N=383
변   수 하 위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건강증진 생활양식 영 양

신체활동

스트레스관리

영적성장

건강책임

대인관계

2.53

2.19

2.37

2.99

2.08

2.84

0.59

0.75

0.57

0.60

0.63

0.57

전  체 2.51 0.42

DDD...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수수수행행행정정정도도도와와와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전전전체체체)))수수수행행행정정정도도도와와와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체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살펴보면 연령,학년,
종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p<0.05),연령이 30세이상의 집단
이 30세미만의 집단에 비해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학년은
2ㆍ3학년이 1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기독교ㆍ천주교를 믿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

면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계가 보건계와 기타계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서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4-1).

222...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영영영양양양영영영역역역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수수수행행행정정정도도도와와와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영양영역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와 관련성을

살펴보면 성별,연령,전공,종교,거주형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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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5),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영양영역에서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
가 높은 것으로(p<0.001),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5).대학
내에서 전공별로 보면 인문사회계가 보건계 및 기타 계열보다 유의하게 높았으
며(p< 0.001),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자택
거주자가 기숙사 및 기타보다 영양영역에서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가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학년,한달 용돈수준에서는 각 집단간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4-1).

333...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신신신체체체활활활동동동(((운운운동동동)))영영영역역역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수수수행행행정정정도도도와와와의의의 관관관련련련
성성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활동영역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와의 관련

성을 살펴보면 성별,전공,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p< 0.05),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체활동영역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가 더 높은(p< 0.05)
결과를 보였고,연령별로는 30대에서 신체활동 수행정도가 가장 낮았다.인문사
회계열이 보건계나 공학 및 예체능계보다 신체활동영역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종교,거주형태,한달용돈 수준에서는 각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4-1).

444...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관관관리리리영영영역역역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수수수행행행정정정도도도와와와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관리영역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p< 0.05), 40세 이상이 40
세 미만(특히 30세미만)보다 스트레스관리 수행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일반적 특성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4-1).



- 14 -

555...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영영영적적적성성성장장장영영영역역역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수수수행행행정정정도도도와와와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영적성장영역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와 관련성
을 살펴보면 성별,연령,전공,종교,거주형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p<
0.05),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영적성장영역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가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고연령층이 저연령층보다 영적성장영역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
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인문사회계가 보건계 및 기타 계열보다 영적
성장영역 수행정도가 유의하게(p< 0.001)높은것으로,기독교 또는 천주교 등
종교가 있는 학생이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영적성장영역 수행정도가 유의하게
(p< 0.01)높은 것으로,자택에서 다니는 학생이 기숙사나 기타 거주형태보다
영적성장영역 수행정도가 유의하게(p< 0.01)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학
년과 한달 용돈 수준에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666...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건건건강강강책책책임임임영영영역역역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수수수행행행정정정도도도와와와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책임영역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와의 관련

성을 살펴보면 오직 학년변수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즉 2-3학년 학
생이 1학년 학생보다 유의하게(p<0.05)높았다(표4-2).

777...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대대대인인인관관관계계계영영영역역역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수수수행행행정정정도도도와와와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대인관계영역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와의 관련

성을 살펴보면 조사된 모든 일반적 특성 변수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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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증진생활양식과의 관련성(1) N=383

변   인 구   분  명

건강증진생활

양식(전체)
영  양 신체활동 스트레스관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자

여자

110

273

2.50±0.42

2.52±0.43

 2.34±0.59***

2.61±0.57

2.39±0.70*

2.11±0.76

2.40±0.57

2.25±0.58

연령(세) 30 미만

30-39

40-49

50 이상

141

110

101

 31

 2.44±0.42*

2.47±0.38

2.63±0.44

2.64±0.42

 2.24±0.58*

2.61±0.55

2.78±0.48

2.73±0.51

2.29±0.65*

2.02±0.78

2.20±0.83

2.28±0.74

2.35±0.58*

2.26±0.51

2.47±0.62

2.47±0.56

학년 1학년

2, 3학년

210

173

 2.47±0.42*

2.56±0.42

2.48±0.61

2.58±0.55

2.13±0.75

2.26±0.75

2.33±0.59

2.41±0.55

전공 보건계

인문,사회계

공학,예체능계

 65

271

 47

2.48±0.41

2.54±0.43

2.43±0.43

 2.25±0.57***

2.66±0.55

2.17±0.55

2.36±0.61*

2.13±0.79

2.29±0.66

2.40±0.56

2.36±0.57

2.38±0.61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없음

257

22

24

80

 2.53±0.40*

2.58±0.38

2.63±0.52

2.39±0.46

 2.60±0.58*

2.47±0.49

2.59±0.69

2.30±0.54

2.16±0.75

2.25±0.72

2.40±0.80

2.20±0.76

2.36±0.56

2.41±0.57

2.58±0.57

2.32±0.60

거주형태 자택

기숙사

기타

273

 86

 24

2.54±0.43

2.45±0.39

2.45±0.45

 2.64±0.56***

2.25±0.54

2.25±0.61

2.16±0.79

2.27±0.59

2.30±0.80

2.36±0.58

2.39±0.56

2.40±0.53

한달용돈

(만원)

≤ 19

20-29

30-39

40-49

≥ 50

118

 61

 56

 16

 3

2.51±0.42

2.53±0.40

2.53±0.36

2.52±0.40

2.62±0.49

2.46±0.58

2.58±0.58

2.45±0.47

2.51±0.62

2.50±0.57

2.25±0.72

2.22±0.73

2.13±0.65

2.09±0.60

2.42±0.92

2.41±0.59

2.37±0.56

2.35±0.45

2.26±0.66

2.47±0.62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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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증진생활양식과의 관련성(2) N=383

변   수 구   분  명
영적 성장 건강책임 대인관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여자

110

273

 2.88±0.62*

3.04±0.59

2.14±0.66

2.06±0.63

2.82±0.62

2.86±0.55

연령(세)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141

110

101

 31

 2.78±0.60*

3.05±0.55

3.19±0.55

3.17±0.69

2.10±0.66

1.97±0.53

2.12±0.68

 2.29±0.65

2.83±0.60

2.83±0.61

2.90±0.58

2.80±0.66

학년 1학년

2, 3학년

210

173

2.96±0.61

3.04±0.61

 2.01±0.61*

2.17±0.65

2.84±0.57

2.86±0.58

전공 보건계

인문,사회계

공학,예체능계

 65

271

 47

   2.74±0.57***

3.08±0.59

2.83±0.60

2.24±0.68

2.06±0.61

2.04±0.68

2.86±0.56

2.84±0.57

2.86±0.63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없음

257

22

 24

 80

   3.08±0.57***

3.07±0.58

2.97±0.60

2.72±0.64

2.07±0.60

2.23±0.79

2.30±0.71

2.04±0.68

2.86±0.56

2.99±0.64

2.92±0.58

2.74±0.58

거주형태 자  택

기숙사

기  타

273

 86

 24

  3.07±0.60**

2.79±0.57

2.89±0.66

2.07±0.63

2.13±0.68

2.09±0.55

2.86±0.57

2.84±0.57

2.85±0.57

한달 용돈

(만원)

≤ 19

20-29

30-39

40-49

≥ 50

118

 61

 56

 16

 3

2.98±0.64

2.90±0.50

3.04±0.54

2.99±0.68

3.05±0.67

2.01±0.65

2.17±0.62

2.16±0.60

2.41±0.67

2.17±0.70

2.87±0.65

2.86±0.49

2.99±0.52

2.81±0.59

2.99±0.56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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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인인인지지지---지지지각각각요요요인인인과과과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과과과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건강증진생활양식과 인지-지각요인과의 상관관계를 Pearson상관계수를 이용
해서 살펴보면 지각된 건강상태는 건강증진 생활양식(전체)과 6개 하위영역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기효능감은 다른 변수들과 비교해 볼 때 건강증진 생활양식(전체)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0.36,p< 0.01).또한 6개 하위영역 모두에
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건강증진 생활양식(전체)수행정도는 내적 통제위,우연적 통제위와 양의 상관

관계(r=0.13,p<0.05;r=0.17,p<0.01)이었고,타인의존 통제위와는 음의 상관
관계(r=-0.10,p<0.05)를 보여 주었다.
내적 통제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준 것은 영적 성장(r=0.21,p< 0.01),

대인관계 영역(r=0.14,p< 0.01)이고,타인의존 통제위와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여 준 것은 신체활동영역(r=-0.10,p< 0.05),영적성장영역(r=-0.20,p<
0.01)이었다.우연적 통제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준 것은 영양영역(r=0.15,
p<0.01)과 건강책임영역(r=0.28,p<0.01)이었다(표5).

표 5.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인지-지각요인과의 상관관계 N=383

변   인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내적통제위

타인의존

통제위

우연적

통제위

건강증진생활양식(전체)

영양

신체활동

스트레스 관리

영적 성장

건강책임

대인관계

0.23**

0.12*

0.14**

0.15**

0.18**

0.23**

0.10*

0.36**

0.12*

0.16**

0.24**

0.41**

0.26**

0.28**

0.13*

0.02

0.03

0.09

0.21**

0.05

0.14*

-0.10*

-0.10

-0.10*

-0.07

-0.20**

0.05

0.02

0.17**

0.15**

0.05

0.05

0.07

0.28**

0.09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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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수수수행행행정정정도도도와와와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요요요인인인 규규규명명명

111...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전전전체체체)))수수수행행행정정정도도도에에에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요요요인인인
대학생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전체)수행정도 및 하부 영역별 건강증진 생활

양식 수행정도에 독립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
일변량분석에서 유의한 변수와 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을 함께 통제한 후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증진 생활양식(전체)수행정도에 대한 인지-지각요인과 연령,성별,학년,

종교 등을 중회귀분석한 결과,회귀계수,표준화회귀계수 및 설명력(R²)은 표6과
같다.
연령,자기효능감,지각된 건강상태,타인의존통제위,우연적통제위가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전체)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러한 모형은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전체)를 20.2% 설명했다(표6).

표 6.건강증진 생활양식(전체)수행정도와 관련된 요인

관련변수
회귀계수

(B)

표준화계수

(β)
t값 P값

연  령

지각된 건강상태

타인의존통제위

우연통제위

자기효능감

  0.004

  0.276

-0.112

  0.101

  0.273

  0.110

  0.158

-0.127

  0.130

  0.268

  2.128

  2.964

-2.364

  2.405

  5.407

0.034

0.003

0.019

0.017

0.000

    R²=0.202

  통제변수 : 연령, 성별, 종교, 학년, 지각된 건강상태, 우연통제위, 내적통제위, 

             타인의존통제위,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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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영영영양양양영영영역역역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수수수행행행정정정도도도에에에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요요요인인인
영양영역 건강증진 수행정도에 유의하게 관련된 변수는 연령과 지각된 건강상

태로 나타났으며,두 개의 변수가 20.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7).

333...신신신체체체활활활동동동(((운운운동동동)))영영영역역역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수수수행행행정정정도도도에에에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요요요인인인
신체활동영역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에 관련된 요인은 성별,타인의존

통제위,지각된 건강상태,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네 개의 변수가 8.4%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

444...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관관관리리리영영영역역역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수수수행행행정정정도도도에에에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요요요인인인
스트레스 관리영역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에 관련된 요인은 지각된 건

강상태와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두 개의 변수가 7.1%를 설명하였다 (표7).

555...영영영적적적성성성장장장영영영역역역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수수수행행행정정정도도도에에에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요요요인인인
영적 성장영역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에 관련된 요인은 종교,지각된 건

강상태,내적 통제위,타인의존 통제위,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여섯개 변수
가 28.7%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

666...건건건강강강책책책임임임영영영역역역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수수수행행행정정정도도도에에에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요요요인인인
건강책임영역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에 관련된 요인은 건강상태,우연적

통제위,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세개 변수가 14.9% 설명력을 나타냈다(표7).

777...대대대인인인관관관계계계영영영역역역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수수수행행행정정정도도도에에에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요요요인인인
대인관계영역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에 관련된 요인은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 9.6% 설명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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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영역별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에 관련된 요인

변  수

건강증진생활

양식(전체)
영양영역

신체활동

영역

스트레스관리

영역

영적성장

영역

건강책임

영역

대인관계

영역

회귀계수 p 회귀계수 p 회귀계수 p 회귀계수 p 회귀계수 p 회귀계수 p 회귀계수 p

성별

연령

종교없음/
기독교

0.004 0.034 0.013 0.000

0.242 0.021

0.009 0.014

-0.210 0.005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내적통제위

타인의존
통제위

우연적
통제위

0.275 0.003

0.274 0.000

-0.111 0.019

0.101 0.017

0.313 0.011 0.366 0.025

0.202 0.033

-0.226 0.005

0.250 0.035

0.280 0.000

0.304 0.016

0.464 0.000

0.166 0.019

-0.155 0.008

0.300 0.024

0.291 0.000

0.255 0.000

0.384 0.00

    R² 0.202 0.205 0.084 0.071 0.287 0.149 0.096

모형에

투입했으나

유의하지않

은 변수

성별,종교,

학년,

내적통제위

성별, 종교,

거주형태,

우연적

통제위

자기효능감

연령,전공 성별, 연령 성별,

거주형태

성별,연령

학년

성별,연령,

지각된 

건강상태,

내적통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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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토토토 의의의

AAA...연연연구구구주주주제제제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토토토의의의

초기 성인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의 건강증진 행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일생의 건강을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특히 후기 성인기에 비해 상
대적으로 건강습관이 확고히 형성되지 않아 건강행위의 수정가능성이 크므로 바
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교정하고 좋은 건강행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옹호해야할
필요성이 높다.
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증진과 관련된 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나 건강증

진 생활양식 이행정도는 중간정도나 그 이하의 점수를 보여 수행정도가 낮은 편
이므로(윤은자 1997,이미라 1997,박현숙 1997,전미영 등 2002,백경신 200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은 구조면에서 건강신념모형과 유사하지만 질병예방행

위만을 설명하는데 제한하지 않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행위까지 확대하고 있으므
로 대학생의 건강증진에도 가장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주로 4년제를 대상으로 하여 2-3년제 대학의 재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하였다.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에 소재한 2-3년제 대학에 재학중
인 대학생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에 관련된 변수들을 규명하여 현 상태의
불건강한 위해행위를 제거하고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조장하는 건강
관리가 될 기초연구를 시도하고자 하였다.또한 그동안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
행정도에 관련된 요인규명 연구는 주로 전체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관련된 요인
연구에 중점을 두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 건강증진 생활양식 뿐만 아니라 그
하위영역별 관련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대학생의 건강증진에 보다 구체적인 방안
을 찾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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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토토토의의의

본 연구는 Pender(1987)의 건강증진모형을 근거로 하되 조사가능한 변수를

선택하여 변형된 개념적 틀을 만들어 대학 재학생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행
정도와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Pender(1982)의 건강증진모형(healthpromotionmodel)은 본 연구의 이론적 틀

을 제공한다.본 연구에서는 인지-지각요인으로 지각된 건강상태,건강통제위,
자기효능감을,조정요인으로 성별,연령,전공,학년,종교,거주형태,용돈규모를
변수로 선정하였다.지각된 건강상태,건강통제위,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지되고 있으므로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본 연구의 변수로 선정하게 되었다.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은 단계적 의사결정단계와 행동을 취하는 단계로 그림

2와 같이 2단계의 모형으로 설명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단계와 조정요
인의 일부만을 조사하여 관련 변인을 구하였고 행동단계에 관련된 요인을 규명
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점(비용,불편,이용이 용이하지 않음,요구되는 생활방식
변화정도)과 행동의 계기(타인의 충고,대중매체에의 접촉)등의 변수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조사분석할 경우 설명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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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인지지지---지지지각각각요요요인인인>>> <<<조조조정정정요요요인인인>>> <<<행행행동동동을을을 취취취할할할가가가능능능성성성>>>

▼▼▼▼                ▼▼▼▼

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구학적 변수

(나이, 성별, 종족, 

인종, 교육, 소득)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점

(비용, 불편, 이용이 

용이하지 않음. 

요구되는 생활방식 

변화정도)

지각된 통제위 성격

유능함에 대한 소망
 

▼▼▼▼

대인관계 변수

(의미있는 사람들의 기대,

건강관리의 가족pattern,

건강전문인과의상호작용)

상황변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이전의 경험, 

건강증진행위의

선택이 가능한가)

자아인식

▼

자아존중감

▶ 건강증진행위

건강의 정의 ▲

행동의 계기

(타인의 충고,

대중매체)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의

지각된 유익성

의사결정단계 행 동 단 계

그그그림림림 222...PPPeeennndddeeerrr의의의 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모모모형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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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은 전남 서남부 중소도시에 소재하는 A대학의 재학생으로 하
였는데 이 대학은 2-3년제 특수대학으로서 우리나라 일반적인 4년제 대학교와는
매우 상이한 학생들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즉 보건계,예체능계,공학계,인문사
회계의 총 20여개의 학과(전공)가 있으며 학생수에 따라 학과(전공)자체도 변하
고 있다.2007년 9월 1일 현재 전체 재학생 2,091명 중 인문사회계가 1,400명
(67%)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복지계열 학생때문이다.사회복지계열
학생들은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80%정도를 차지하고 90%이상이 기독교 또는
천주교인 30세 이후의 청장년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이러한 일반적 특성이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료된다.따라서 A대학으로
부터 얻은 결과를 우리나라 일반 대학생에게 적용할 때는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A대학 재학생 중 본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방법은 학급을 단위로 하여 전공별,

학년별로 층화하고 학급을 집락으로 하여 계통적 집락추출하고 선정된 학급의
학생중 조사당일 출석한 전수에게 조사표를 배부함으로써 전체학생의 1/4에 해
당하는 재학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성별,학년별,전공별로 조사응답률에 차이
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집락추출 방법상의 문제가 있어서인지 알 수 없으나 조사
된 학생의 전공별,학년별,성별 분포는 전체학생의 분포와는 다소 차이를 보여
주었으나 비율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표7).

표8.전체 재학생과 응답학생의 분포 단위 :명(%)
변   수 구   분 전체 재학생  응답 학생

   성별   남자

  여자

849

1,242

(40.6)

(59.4)

110

273

(28.7)

(71.3)

   학년   1학년

  2, 3학년

1,108

983

(53.0)

(47.0)

210

173

(54.8)

(45.2)

   전공   보건계

  인문사회계

  공학,예체능계

391

1,400

 300

(18.7)

(67.0)

(14.3)

 65

271

 47

(17.0)

(70.7)

(12.3)

      계 2,091 (100.0) 38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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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사대상 및 방법 때문에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2ㆍ3년제인 한
특수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반대학생을 대표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둘째로,본 연구의 조사대상 선정시 모집단인 대학 전체학생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성별,학년별,전공에 따라 응답률이
차이가 있어서 대학 전체학생의 대표치를 산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셋째,
본 연구는 어느 일정시점에서 조사된 단면적 조사이므로 종속변수(건강증진 생
활양식)와 독립변수(일반적 특성 및 인지-지각요인)관계의 선후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장점은 첫째,대상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

특성이 다양하여 일반적 특성과 건강증진 생활양식간의 비교가 유리한 점이 있
었으며,둘째,본 연구는 전체 연구대상자에게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6개 영역별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관련된 요인으로서 일반적 특성과 인지-지각요인을 규명하
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

CCC...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토토토의의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를 측정하는 50개 문항의 응답점수 평점을 여러
연구결과와 상호비교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후 비교하
는 것이 원칙이나,보정하기 전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학 재학생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는 Walker등(1995)의

HPLP-Ⅱ(HealthPromotingLifestyleProfile-Ⅱ)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총 평
점은 2.51(최대평균 4점)이었다.이는 이은주(2002)의 약국근무 약사의 평균 2.53
보다 낮은 편이며,서현미 등(2004)의 노인의 평균 2.46보다 높은 편이고,정세인
(2006)의 군 간부의 평균 2.51과 같은 결과이다.
또한 이는 기존의 HPLP를 사용하여 측정한 이미라(1997)의 대학생의 평균

2.39와 송금숙(2002)의 지방공무원의 평균 2.43보다 높으며 이태화(1989)의 서울
지역 일반 성인남녀의 평균 2.69보다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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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하위영역별 순위는 영적성장(자아실현)2.99,대인관계 2.84,영양 2.53,스
트레스관리 2.37,신체활동(운동)2.19,건강책임 2.08순으로 특히 신체활동영역
과 건강책임영역의 평균이 낮았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백경신(2003)의
연구결과인 자아실현 2.78,대인관계 2.75,스트레스관리 2.38,영양 2.11,운동
2.04,건강책임 1.97의 순서와 같았으며,이은주(2002)의 연구결과인 영적성장
2.83,대인관계 2.80,스트레스관리 2.44,영양 2.55,신체활동 2.18,건강책임 2.10
순서와 비슷하였다.
위의 결과를 볼 때 대학생들은 신체활동이나 건강책임,스트레스관리영역보다

는 주로 영적 성장이나 대인관계 증진은 비교적 수행도가 높았으나 신체활동,
건강책임,스트레스관리영역 등의 수행정도가 낮았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과 전체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를 보면,연령,학년,종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연령이 30세이상이 30세 미만 집단에 비해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학년은 2ㆍ3학년이 1학년보다
조금 높았으며,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 건강증진 생활양
식 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미영 등
(2002)과 나애정(1999)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와 인지-지각요인과의 상관관계는 지각된 건강상

태,자기효능감,건강통제위 성격 중 내적 통제위,타인의존통제위,우연적통제위
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건강상태(r=0.23,p< 0.01)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

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미영 등(2002)의 연구(r=0.27,p<0.001),백경
신(2003)의 연구(r=0.14,p<0.01)와 군병원 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나애정
(1999)의 연구(r=0.32,p<0.001)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다른 변수들과 비교해 볼 때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가장 상관관

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0.36,p< 0.01).이는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대
상자일수록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잘 실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이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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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미라(1997)의 연구(r=0.55,p< 0.001)와 백경신(2003)
의 연구(r=0.61,p<0.01)및 군병원 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나애정(1999)의
연구(r=0.41,p<0.001)결과와 일치한다.
건강통제위 성격중 내적통제위와 타인의존통제위,우연적통제위가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13,p< 0.05,r=-0.10,
p< 0.05,r=0.17,p< 0.01)이는 백경신(2003)이 연구에서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와 건강통제위 성격 중 타인의존 통제위,내적 통제위,우연적 통제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며,나애정(1999)의 연
구에서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와 건강통제위 성격중 내적통제위와 타인의
존 통제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와 관련된 요인으로 지각된 건강상태,

타인의존통제위,우연적 통제위,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유사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연령을 제외하고 조정요인인 일반적 특성은 유
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들 변수들이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을 설명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multipleregression)을 하였다.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에 대한 인지-지각요인과 연령,성별,학년,종교

등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연령,자기효능감,지각된 건강상태,타인의존통제위,
우연적통제위가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상
5개 변수가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를 20.2%를 설명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미영 등(2002)의 연구에서는 강인성,사회적지지,지

각된 건강상태 순으로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세
가지 변수가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24% 설명한다고 지적하였다.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백경신(2003)의 연구에서는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에 관련된 주요요인으
로 자기효능감,자아존중감,타인의존통제위,성별이었으며 이들 4개의 변수가
40.4%를 설명한다고 지적하였으며,나애정(1999)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타인
의존 통제위,지각된 건강상태 모두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이중 자기효능감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으로 18.6%의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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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냈으며,그 다음으로는 타인의존 통제위,지각된 건강상태로 이들 3변수
가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를 28.6% 설명한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와 유의하게 관련된다고 밝혀진

5개 변수를 포함한 모델의 설명도가 타 연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이유로서는 중
요한 관련요인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김준호(2007)의 연구에서는 자아존
중감과 자기효능감 두 변수가 46.3%를 설명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아
존중감을 변수로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또한 건강증진행위의 지각된 유익성이나
장애점,행동의 계기 등도 조사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추후 이러한 요인들을 추
가하여 분석한다면 설명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건강증진 생활양식 6개 영역 중 건강책임과 신체활동의 수행정도

가 타 영역보다 낮았고 전체 건강증진 생활양식 및 6개 영역별 건강증진 생활양
식과 관련된 요인 중 거의 대부분이 일관되게 관련된 요인으로서는 지각된 건강
상태와 자기효능감이었다.따라서 본 연구대상 대학생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운동과 건강책임에 역점을 두어 지도하고 지각
된 건강상태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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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 론론론

대학생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전남 서
남부 중소도시에 소재하는 2-3년제 A대학 재학생 383명을 대상으로 2007년 9월
3일부터 17일까지 일정한 설문지를 자기자신이 무기명으로 기록케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얻었다.
1.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남학생 110명(28.7%),

여학생 273(71.3%)명으로 나타났으며,연령은 30세 미만이 141명(36.8%),30세이
상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했고,학년별로는 1학년 210명(54.8%),2-3학년 173명
(45.2%)으로 나타났으며,전공은 인문사회계가 70.7%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계
공학 및 예체능계 순으로 나타났다.종교는 기독교 또는 천주교가 72.8%,불교
또는 유교가 6.3%,종교가 없는 학생이 20.9%로 나타났으며,거주형태는 자택이
71.3%로 가장 많았고 기숙사,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며,한달 용돈은 20만원 미만
이 3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50만원 이상자도 9.7%로 용돈액수의
편차가 심하였다.
2.조사대상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전체)수행정도는 최대 4점 중 2.51±0.42점

이었으며,영역별로는 영적 성장 2.99±0.60점,대인관계 2.84±0.57점,영양
2.53±0.59점,스트레스관리 2.37±0.57점,신체활동 2.19±0.75점,건강책임 2.08±0.63
점으로 영적성장 영역이 가장 높았고,건강책임 영역이 가장 낮은 수행정도를
보였다.
3.건강증진 생활양식(전체)에 관련된 요인으로서는 연령(p<0.05),지각된 건

강상태(p<0.05),자기효능감(p<0.001),타인의존 통제위(p<0.05),우연적 통
제위(p< 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러한 다섯가지 요인으로 20.2%를
설명할 수 있었다.
4.영역별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관련된 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는

영양영역은 연령(p< 0.05),지각된 건강상태(p< 0.05)이었고,신체활동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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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p< 0.05),지각된 건강상태(p< 0.05),자기효능감(p< 0.05),타인의존 통
제위(p< 0.01)이었으며,스트레스 관리영역은 지각된 건강상태(p< 0.05),자기
효능감(p < 0.001)이었다.영적 성장영역에 관련된 유의한 변수는 연령(p <
0.05),종교(p< 0.01),지각된 건강상태(p< 0.05),자기효능감(p< 0.001),내적
통제위(p< 0.05),타인의존 통제위(p< 0.01)이었고,건강책임영역에 관련된 유
의한 변수는 지각된 건강상태(p< 0.05),자기효능감(p< 0.001),우연적 통제위
(p < 0.001)이었으며,대인관계영역에 관련된 유의한 변수는 자기효능감(p <
0.001)이었다.
이를 요약하면 본 연구대상 학교가 전남 서남부지역 중소도시 A대학이기 때

문에 일반 4년제 대학생들과 다른 특수한 일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본 연구
의 틀로 분석한 결과 전체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는 최대 4점 중 2.51±0.42
점이었고,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된 요인은 연령,지각된 건강상태,자기효능
감,타인의존 통제위,우연적 통제위 이상 다섯가지 요인이었으며,20.2%를 설명
할 수 있었다.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건강책임영역이 2.08±0.63점으로
가장 낮은 수행도를 보이고 있고 이와 관련된 유의한 변수는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감,우연적 통제위이었으므로 이러한 요인에 중점을 두어 건강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설명도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규명키 위해서는 조사
되지 않은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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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   설   설   설   문   문   문   문   지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대학생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를 파악하고 관련 

  되는 변인들을 확인하여 합리적이고 실제적으로 유용한 건강관리,

  보건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이용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에 표시된 내용은 무기명이고 연구목적에만 이용되므로 각 항목마다 

  본인이 느끼시는데로 정성껏,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천 강 욱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해당란에 기재 또는 √표시를 해주십시오.
1-1.귀하의 성별은? ① 남( ) ②여 ( )
1-2.귀하의 연령은? 만 세
1-3.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 ②2학년( ) ③3학년( )
1-4.귀하의 소속은?①보건계( ) ②인문사회계( )③공학계( )④예체능계( )
1-5귀하의 종교는? ①기독교( )②천주교( )③불교( )④유교( )⑤기타( )
1-6귀하의 거주형태는?①자택( )②자취 및 하숙( )③기숙사( )④친척집( )
1-7한달 평균 용돈은? 약_____만원
1-8술은 1주에 얼마나 마십니까?①거의안함( )②소주1병미만 마신다( )

③소주1병이상 마신다 ( )
1-9담배를 피우십니까?①피우지않는다( )②과거에 피웠으나 지금은 끊었다( )

③현재도 피운다( )
1-10담배를 피우거나 피웠다면 얼마나 오래 피셨습니까? ( )년
1-11하루 평균적으로 몇 개비 피우셨습니까? 하루 ( )개비
1-12비만도 측정을 위해 필요합니다.나의 키는( )㎝,몸무게는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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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지각각각된된된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해당란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번호번호번호 질                    질                    질                    질                    문문문문

거의거의거의거의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대체로대체로대체로대체로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대체로대체로대체로대체로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항상항상항상항상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2-1  의사의 진찰에 의하면 나의 건강은 매우 좋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일상생활에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다른 사람보다 병에 잘 걸리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4  현재 나는 전 보다는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앞으로 몸이 더욱 더 약해질 것 같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건강에 대해 걱정해 본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요즈음 몸이 시원치 않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전에 몸이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아플때에 보통 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다른 사람보다 병에 잘 견디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11  살다보면 아플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병에 걸려도 혼자만 알고 지내려 한다. ① ② ③ ④

13  나의 건강은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건강한 생활을 하기 바란다. ① ② ③ ④

15  병원에 가는 것이 싫지 않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내 몸 상태가 조금만 나빠져도 그것을 곧

 알아 차린다.
① ② ③ ④

17
 내가 아프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병에 맞서서

 고치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다른 사람들 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나의 건강에 대해 더욱

 염려한다.
① ② ③ ④

20  나의 건강은 나의 생애와 관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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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지각각각된된된 통통통제제제위위위 성성성격격격
당신은 자신의 건강이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를 해주십시오.

번호번호번호번호 질                    질                    질                    질                    문문문문

거의거의거의거의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대체로대체로대체로대체로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대체로대체로대체로대체로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항상항상항상항상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3-1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는가  

 는 나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
① ② ③ ④

2
 내가 건강을 잘 조절한다고 해도 운이 나쁘면 병에

 걸릴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는 것이 병에 걸  

 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4  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5
 건강이 좋지 않다고 느낄때는 언제나 전문의료인을   

 찾아가야 한다.
① ② ③ ④

6  내 건강관리의 직접적인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7
 내가 병이 나거나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① ② ③ ④

8  내가 병에 걸리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다. ① ② ③ ④

9
 내 병이 얼마나 빨리  낫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는

 행운이 크게 작용한다.
① ② ③ ④

10  내가 건강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운이 좋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11
 건강유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내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12
 내가 병에 걸리게 된다면, 내가 나 자신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13
 내가 병이 낫는다면 그것은 다른사람이 나를 잘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14  내가 나 자신을 잘 돌본다 해도 병에 걸리기는 쉽다. ① ② ③ ④

15  병에 걸린다면 그것은 운이다. ① ② ③ ④

16
 내가 나자신을 잘 관리한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  

 다.
① ② ③ ④

17
 의료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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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자기기기 효효효능능능감감감
당신은 다음의 항목내용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당신의 자신감 정도를 1점에서 4점 사이에서 선택하여 √표를 해 주십시오.

번호번호번호번호 질                    질                    질                    질                    문문문문

전혀전혀전혀전혀

자신이자신이자신이자신이

없다없다없다없다

대체로대체로대체로대체로

자신이자신이자신이자신이

없다없다없다없다

대체로대체로대체로대체로

자신이자신이자신이자신이

있다있다있다있다

매우매우매우매우

자신이자신이자신이자신이

있다있다있다있다....

4-1  나는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시작이 어려워도 끝까지 노력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를 꼭 성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어려운 일이라도 직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복잡한 일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불쾌해도 해야 할 일이면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할 일이 결정되면 곧 시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 삶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잘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어렵게 보여지는 일이라도 배우려고 노력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내 능력에 대해 자신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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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건강강강증증증진진진 생생생활활활양양양식식식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번호번호번호번호 항목항목항목항목 질                    질                    질                    질                    문문문문

전혀전혀전혀전혀
하지하지하지하지
않는않는않는않는
다다다다

가끔가끔가끔가끔
한다한다한다한다....

자주자주자주자주
한다한다한다한다....

일상일상일상일상
적으적으적으적으
로 로 로 로 

한다한다한다한다....

5-1

영양
(9)

 아침을 먹는다. ① ② ③ ④

2
 상품화된 식품은 영양소, 지방, 염분의 성분표시를 읽
고 산다.

① ② ③ ④

3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을 먹는다. ① ② ③ ④

4  매일 규칙적으로 과일을 먹는다. ① ② ③ ④

5  설탕과 당분함유 음식을 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하루에 밥을 세끼 먹는다. ① ② ③ ④

7  매일 채소를 충분히 먹는다. ① ② ③ ④

8  매일 우유, 요구르트, 베지밀을 2-3회 먹는다. ① ② ③ ④

9  고기나 생선을 적당량 먹는다. ① ② ③ ④

10

신체
활동
(8)

일주일에 적어도 3회정도 20분이상 격렬한 운동을 한다.

(예:활기찬 산책,자전거타기,에어로빅이나 춤,계단오르기)
① ② ③ ④

11  계획하여 운동을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12
 취미나 오락시간을 갖고 신체적인 활동을 한다.
 (예 : 수영, 춤, 자전거타기)

① ② ③ ④

13  일주일에 적어도 3회이상 근육신전운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14  운동은 나의 몸상태에 맞게 적당량을 한다. ① ② ③ ④

15
 경하거나 중정도의 신체활동을 한다.
 (예 : 일주일에 5번이상 30-40분 정도의 산책)

① ② ③ ④

16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한다(예: 엘리베이터대신
 계단 이용하기)

① ② ③ ④

17  내가 할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으로 운동한다. ① ② ③ ④

18

스트

레스

관리

(8)

 나의 삶에서 변화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19  15-20분동안 이완이나 명상을 한다. ① ② ③ ④

20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에 균형이 있다. ① ② ③ ④

21  잠들기 전에 즐거운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22  피곤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23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24  매일 휴식시간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25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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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번호번호번호 항목항목항목항목 질                    질                    질                    질                    문문문문

전혀전혀전혀전혀
하지하지하지하지
않는않는않는않는
다다다다

가끔가끔가끔가끔

한다한다한다한다....

자주자주자주자주

한다한다한다한다....

일상일상일상일상
적으적으적으적으
로 로 로 로 

한다한다한다한다....

26

영적

성장

(9)

 나는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7  나는 삶에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28  만족감과 평화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29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향해 살아간다. ① ② ③ ④

30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① ② ③ ④

31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2  나보다 더 큰 어떤 힘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3  흥미와 즐거움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34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한다. ① ② ③ ④

35

건강

책임

(8)

 비정상적인 증상과 징후가 있으면 의사, 약사, 간호사  

 와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36 건강증진에 관한 텔레비전프로그램을 보거나 글을 읽는다. ① ② ③ ④

37
 나를 잘 돌보는 방법을 알기 위해 의사, 약사, 간호사  
 에게 정보를 구한다.

① ② ③ ④

38  건강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① ② ③ ④

39  필요하면 상담이나 지도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40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신체적인 변화나 위험신호를 
 알기위해 나의 몸을 관찰한다.

① ② ③ ④

41
 의사, 약사, 간호사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한다.

① ② ③ ④

42
 나는 의사, 약사, 간호사의 충고에 의문이 있을 때,
 다른 의사나 약사, 간호사의 의견을 들어본다.

① ② ③ ④

43

대인

관계

(8)

 다른사람이 잘한 일에 대하여 칭찬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44  의미있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45  가까운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46  다른사람에게 관심, 사랑, 따뜻함을 잘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47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토론과 타협으로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48  나의 문제와 관심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49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잘 지낸다. ① ② ③ ④

50  친교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설설설문문문에에에 응응응답답답하하하여여여 주주주셔셔셔서서서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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