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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인간의 성장기 중 학령기는 신체적 정신적인 급격한,

변화와 함께 발육이 증진되는 시기로 이 시기의 건강한,

성장발달은 일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초가 된다

(Whaley & Wong, 1993).

학령기는 만 세부터 세의 아동을 말하는데 이 시6 12 ,

기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지각하고 건강행위를 스스로

배우고 조절하는 시기로이진희 일생의 건강태( , 1988),

도와 행위가 시작될 뿐 아니라 어떠한 건강태도는 성인,

기까지 일관되므로 정규적인 건강교육을 통해 자기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김미남( ,

1997).

인간의 행위 중 사람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습관 및 행

위양식을 의미하는 것을 통틀어 생활습관 또는 생활양식

이라고 하는데 이는 개인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으로 이러한 생활양식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건

강 생활양식이 건강 질병 사망의 이상을 결정한, , 60%

다고 보고되고 있다(Belloc & Breslow, 1972).

학령기는 성인에 비해 행동 변화가 용이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생활양식에 대한 교육이 실행될 때 아동은 스

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이는.

성인이 되어 이미 건강습관이 고정되고 난 후에 변화를

시도하면 저항이 따르게 되므로 가능한 한 성인병의 이

환률이 낮은 학령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교정하고

좋은 건강행위를 수립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김애경( ,

또한 학령기는 건강한 생활양식이 형성되는 시1994).

기이며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습득된 인식과(Mattey, 1996).

습관은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일생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기도 한다

김화중 윤순녕 효과 측면에 있어서는 이 시기( , , 1995).

의 건강관리는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영향을 미

치므로 전 국민 건강관리에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학령.

기 아동에게 있어서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올,

바른 생활양식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한 생활양식은 건강증진과 사고예방에 대한 행위

등을 포함하며 건강 위험행위란 의도적인 그리고 비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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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손상에 기여하는 행위 를 포함한다” (Polivka &

와 가Ryan-Wenger, 1999). Dietz Gortmaker(1985)

초등학생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동의75 40%

가 건강증진행위하루에 두 번 이를 닦기 를 시간( , TV 2

이내로 보기 짜거나 너무 단 과자는 먹지 않기를 전혀, ) “

하지 않음 혹은 가끔씩 함 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오늘” “ ” ,

날 많은 아동이 앉아서 컴퓨터를 하거나 비디오를 보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과 관련지으면 비만이나 심혈관계질

환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 생활양식과 관련된 사고예방에 대한 Van-

의 연구 에서는 초등학생이 안전띠 착용Antwerp (1995) ,

약물 권총 알코올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사고예방, ,

행위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 초등학생이43%

자전거를 탈 때 전혀 헬멧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의20%

초등학생이 집에 소화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와 는 학령기 아동의 불Polivka Ryan-Wenger(1999)

건강한 생활양식은 천식 비만 심혈관이나 호흡기계질, ,

환 잦은 감염 기타 질환과 같은 급성이나 만성 건강문, ,

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의 차원 뿐만 아니라 건강

한 생활양식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하

겠다.

는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과Minkler(1989)

학을 건강증진이라고 설명하면서 건강증진에 포함되는

내용의 가장 높은 순위는 바로 건강한 생활양식을 유지

하고 지원하는 조치라고 보고하였다.

인간의 건강과 관련하여 간호학문에서도 생활양식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앞서서 제시한,

건강 생활양식과 관련된 학령기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다른 발달

연령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의의가 있으며 중요하다고 생

각된다.

연구목적2.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생활양식을 알아봄으로써 대상

자인 아동에게는 건강을 증진하며 사고를 예방하는 활동

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학교의 양호교사에게는 이러

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들이 현장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교육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

을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생활양식을 파악한다1.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파2.

악한다.

대상자의 생활양식 영역간의 관계를 파악한다3. .

Ⅱ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생활양식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2.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와 전라북도에 위치한 개의4

초등학교 학년 전체 학생 중 아동의 건강기록부와 신1-6

체검사 결과를 기초로 현재 만성질병이 없고 특수한 치

료를 받지 않으며 정상적인 성장발달의 범주에 있는

초등학생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1,422 .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3.

자료수집은 년 월부터 월까지이었다 자료수2001 9 11 .

집 방법은 아동의 건강기록부와 년 신체검사 결과2001

를 기초로 양호교사가 연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을

제외시킨 후 연구대상에 해당되는 아동에게 연구의 목적

에 대해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다 연구에 대한 참여는.

강요하지 않았으며 연구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도 부가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에 해당되는.

학생에게는 설문지에 스스로 응답하게 하여 회수하는 자

가식 기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신장 체중 비, ,

만여부와 비만정도는 양호교사가 건강기록부를 통해 기

록하였다 대상자가 질문지를 완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분 정도이었다10 .

연구도구4.

학령기 아동의 생활양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 사용한 도구는 간호대학 에서 초등학Bronso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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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생활양식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령기 아동의 생활양.

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건강증진 활동 사고예방 감정의, ,

영역으로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초등학교 양호3 31 ,

교사 인 간호학 교수 인 가정의학과 교수 인으로4 , 2 , 1

구성된 평가단의 타당도 검증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의

상황에 맞게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즉 예를 들면 나29 . , , ‘

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나는 총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 ’

와 같은 문항 내용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의 환경에

서는 그들의 생활양식을 측정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적합

하다고 판명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삭제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각 지역에서 명씩의 아동. 30

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하여 본 도구의 내용은 건강증진 활동.

문항 사고예방 문항 감정 문항으로 총 문항으11 , 13 , 5 29

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원 도구에서 처럼.

대상자가 행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렇다 점‘ ’ 2 ,

가끔 그렇다 점 그렇지 않다에는 점을 부여하였으‘ ’ 1 , ‘ ’ 0

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로 나타. Cronbach's =.68α

났다.

자료분석방법5.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SPSS Win

이용하여 대상자의 생활양식에 포함되는 각 영역의 정도

는 평균과 표준편차 백분율을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는 와 로 생활t-test ANOVA ,

양식의 각 영역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명으로서 남아가 명1,412 707

여아가 명 이었다 학년별로는(49.8%), 712 (50.2%) . 6

학년이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344 (24.2%)

는 학년이 명 학년이 명 의5 250 (17.6%), 4 226 (15.9%)

순이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세 세의 범위로 평균. 7 13～

세이었다 대상자의 동거가족을 살펴볼 때 가족형태9.8 .

는 핵가족이 로 가장 많았으며 확대가족은82.0%

이었고 편부나 편모인 경우는 이었으며 친14.1% 2.4%

척과 함께 사는 경우는 이었다0.4% .

대상자 아버지의 연령은 세의 범위로 평균26 58～

세이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세의 범위로 평41.2 22 55～

균 세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38.1 . 54.5%

로 고졸 이하 보다 약간 많았으며 어머니의 경우(45.5%)

는 고졸 이하가 로 대졸 이상 보다 약간58.1% (41.9%)

더 많았다.

대상자의 에서 형제나 자매가 있었으며 형제순88.8%

위로는 첫째인 경우가 로 가장 많았다47.1% .

대상자의 신장은 의 범위로 평균108.6 169.7cm～

이었으며 체중은 의 범위로 평균136.3cm 15.5- 5.4kg～

이었다 대상자의 비만여부는 에서 비만으33.3kg . 8.8%

로 판정되었으며 비만인 경우는 경도 비만이 중57.5%,

등도 비만이 고도 비만이 이었다31.5%, 11.0% .

대상자의 생활양식2.

표 대상자의 생활양식< 1> 점 만점(100 )

점수범위
건강증진활동 사고예방 감정 생활양식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0-10 1 0.1 0 0 6 0.4 0 0

11-20 6 0.5 7 0.5 12 0.9 0 0

21-30 14 1.2 20 1.6 23 1.6 4 0.3

31-40 41 3.3 76 5.8 58 4.2 27 2.4

41-50 155 12.7 191 14.7 125 9.0 101 8.8

51-60 236 19.4 198 15.2 200 14.4 195 17.1

61-70 266 21.8 377 28.9 252 18.1 339 29.7

71-80 255 20.9 197 15.1 332 23.9 332 29.0

81-90 160 13.3 187 14.3 226 16.2 121 10.6

91-100 84 6.9 52 4.0 157 11.3 24 2.1

평균표준편차( ) 66.32(16.45) 64.04(16.89) 73.30(19.05) 66.41(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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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생활양식을 영역별로 분석하여 이를 점100

만점으로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대상자의 생활양식은 평균 점으로 나타났으며66.4 ,

이 중 감정이 평균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73.3

로는 건강증진 활동이 점 사고예방이 점으로66.3 , 64.0

나타났다 즉 이를 통해 본 연구 대상자인 학령기 아동. ,

의 생활양식은 보통수준 이상의 비교적 건강한 생활양식

임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생활양식을 각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표< 2>.

건강증진 활동에 있어서는 나는 과일을 잘 먹는다「 」

가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나는 저1.82 「

녁식사 후나 잠자기 전에 이를 닦는다 가 나는1.66,」 「

하루 번 이상 이를 닦는다 가 의 순이었다2 1.62 .」

사고예방에 있어서는 나는 길을 건널 때 차가 오는「

지 양쪽을 살핀다 가 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1.70」

으로는 나는 밖에 나갈 때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다 가 나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에 주의한다1.67,」 「 」

가 의 순이었다1.59 .

감정에 있어서는 우리 가족은 서로 사이가 좋다 가「 」

표 각 문항별 대상자의 생활양식< 2>

영역

내용
평균 표준편차

건강증진 활동

1 나는 매일 시간 이상 잔다8 . 1.34 .71

2 나는 하루 번 이상 이를 닦는다2 . 1.62 .99

3 나는 저녁식사 후나 잠자기 전에 이를 닦는다. 1.66 .84

4 나는 나갔다 집에 돌아오면 손을 닦는다. 1.59 .58

5 나는 매년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 .72 .77

6 나는 매일 텔레비전을 시간 이상 보지 않는다2 . .92 .82

7 나는 매일 컴퓨터를 시간 이상 하지 않는다2 . 1.22 .83

8 나는 매일 시간 정도는 운동뛰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한다1 ( , , ) . 1.21 .76

9 나는 과일을 잘 먹는다. 1.82 .91

10 나는 짠맛이 나는 과자와 너무 단 과자는 먹지 않으려고 한다. 1.04 .76

11 나는 매 년마다 신체검사를 받는다2, 3 . 1.44 .80

소계 1.33 .33

사고예방

12 나는 자동차에 탈 때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1.44 .89

13 나는 길을 건널 때 차가 오는지 양쪽을 잘 살펴보고 길을 건넌다. 1.70 .77

14 나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에 주의한다. 1.59 .65

15 나는 불이나 성냥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1.54 .90

16 나느 위험한 것은 절대로 가지고 놀지 않는다. 1.48 .90

17 나는 자전거를 탈 때 항상 헬멧을 쓴다. .41 .70

18 나는 킥보드나 롤러브레이드를 탈 때는 안전장구헬멧이나 무릎보호대를 착용한다( ) . .74 .86

19 나는 수영을 할 때 다른 사람과 같이 한다. 1.49 1.04

20 나는 부모님이 허락할 때만 약을 먹는다. 1.58 1.05

21 나는 밖에 나갈 때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다. 1.67 .68

22 우리집에는 가스탐지기경보기가 있다( ) . .99 .97

23 우리집에는 소화기가 있다. 1.03 .98

24 만약 화재가 난다면 우리집에서 나가는 안전한 방법을 알고 있다. 1.09 .91

소계 1.28 .34

감정

25 나는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1.12 .84

26 우리 가족은 서로 사이가 좋다. 1.66 .79

27 나는 밤에 잠을 잘 잔다. 1.48 .70

28 나는 식욕이 좋다. 1.49 .66

29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1.49 .70

소계 1.47 .38

총계 1.3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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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나는 내 자1.66 「

신에 대해 만족한다 와 나는 밤에 잠을 잘 잔다 가」 「 」

각각 의 순이었다1.49 .

전체 항목에 있어서는 건강증진 활동의 나는 과일을「

잘 먹는다 가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1.82」

사고예방의 나는 길을 건널 때 차가 오는지 양쪽을 살「

핀다 가 나는 밖에 나갈 때는 부모님께 말씀을1.70,」 「

드린다 가 의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점수가 낮은 항1.67 .」

목으로는 사고예방의 나는 자전거를 탈 때 항상 헬멧「

을 쓴다 가 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강증진.41」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 3>

특성

구분
N

건강증진활동 사고예방 감정 생활양식

M(SD) M(SD) M(SD) M(SD)

성별 남아 702 65.11(16.49) 62.00(16.62) 71.63(18.95) 64.76(13.18)

여아 712 67.44(16.37) 66.13(16.91) 74.98(19.04) 68.03(12.48)

t=-2.462 p=.014 t=-4.452 p=.000 t=-3.285 p=.001 t=-4.309 p=.000

학년 학년1 210 70.65(18.29) 71.29(17.00) 73.07(25.19) 72.32(13.95)

학년2 193 67.48(19.06) 65.34(17.43) 67.24(18.52) 66.36(12.71)

학년3 199 61.66(18.66) 64.52(18.43) 70.31(16.34) 64.43(14.86)

학년4 226 66.40(14.95) 62.16(18.14) 73.69(17.66) 65.42(13.74)

학년5 250 66.12(15.76) 62.44(14.50) 75.59(18.92) 65.95(11.67)

학년6 344 66.32(13.63) 61.90(15.43) 76.50(16.56) 66.00(11.28)

F=4.893 p=.000 F=8.636 p=.000 F=7.526 p=.000 F=6.299 p=.000

동거가족 조부모 부모, 199 67.46(16.10) 64.50(17.38) 74.35(18.22) 66.82(12.76)

부모 1159 66.44(16.50) 63.90(16.57) 73.35(19.24) 66.48(12.90)

조부모 13 56.43(20.55) 61.54(22.48) 66.92(23.59) 60.34(19.60)

편부 편모, 34 62.02(14.82) 66.78(22.77) 68.53(18.11) 64.73(12.62)

친척 5 69.31(11.95) 59.23(17.54) 68.00(13.04) 66.37(11.48)

기타 3 52.27( 9.64) 65.38(20.35) 76.67( 5.77) 56.90( 4.88)

F=1.779 p=.114 F=.356 p=879 F=.927 p=.463 F=.885 p=.491

아버지 세 이하41 722 67.35(17.58) 65.72(17.33) 73.15(19.48) 67.57(13.20)

연령 세 이상42 617 65.75(15.00) 62.45(16.30) 74.16(18.24) 65.59(12.46)

t=1.663 p=.096 t=3.386 p=.001 t=-.971 p=.332 t=2.534 p=.011

어머니 세 이하38 715 66.59(17.82) 65.13(17.21) 71.92(17.96) 66.77(13.13)

연령 세 이상39 620 66.83(14.75) 63.16(17.21) 75.35(19.92) 66.51(12.58)

t=-.248 p=.805 t=2.059 p=.040 t=-3.268 p=.001 t=.336 p=.737

아버지 고졸이하 607 64.24(15.63) 60.98(16.35) 73.70(17.91) 64.50(12.48)

학력 대졸이상 726 68.51(16.43) 66.73(16.77) 73.58(20.00) 68.31(12.84)

t=-4.480 p=.000 t=-6.051 p=.000 t=.111 p=.912 t=-4.933 p=.000

어머니 고졸이하 767 65.89(15.59) 61.99(16.91) 74.04(17.44) 65.41(12.45)

학력 대졸이상 554 67.35(16.63) 66.93(15.62) 73.16(20.66) 68.06(12.75)

t=-1.485 p=.138 t=-5.173 p=.000 t=.825 p=.410 t=-3.360 p=.001

형제유무 유 1240 66.16(16.23) 63.73(16.88) 73.12(18.25) 66.14(12.80)

무 157 68.18(17.74) 66.20(17.08) 74.00(24.82) 68.53(13.87)

t=-1.297 p=.195 t=-1.164 p=.096 t=-.531 p=.595 t=-1.905 p=.057

형제순위 첫째 635 68.69(15.57) 66.36(15.57) 74.51(19.57) 68.70(12.27)

둘째이상 714 64.55(16.81) 62.22(17.43) 72.52(18.53) 64.59(13.00)

t=4.343 p=.000 t=4.417 p=.000 t=1.901 p=.058 t=5.363 p=.000

비만여부 예 123 68.09(17.00) 64.38(15.46) 74.10(18.88) 67.82(12.60)

아니오 1268 66.27(16.45) 64.10(16.95) 74.31(19.14) 66.37(12.95)

t=1.063 p=.288 t=.435 p=.664 t=.435 p=.664 t=1.056 p=.291

비만정도 경도 69 67.50(19.06) 64.53(17.49) 74.38(18.18) 67.59(13.80)

중증도 40 69.49(14.71) 65.69(11.90) 75.79(18.25) 69.76(10.87)

고도 14 65.90(12.95) 57.69(16.53) 72.14(20.82) 63.30(11.32)

t=.233 p=.784 t=1.357 p=.261 t=.207 p=.814 t=1.202 p=.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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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나는 매년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 가「 」

사고예방의 나는 킥보드나 롤러브레이드를 탈 때.72, 「

는 안전장구헬멧이나 무릎보호대를 착용한다 가( ) .74」

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는 다

음과 같다 표< 3>.

대상자의 생활양식은 대상자의 동거가족(F=.885,

어머니의 연령 형제나p=.491), (t=.336, p=.737),

자매의 유무 비만여부(t=-1.905, p=.057), (t=

비만의 정도 에1.056, p=.291), (t=1.202, p=.305)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대상자의 성별

학년 아(t=4.309, p=.000), (F=6.299, p=.000),

버지의 연령 아버지의 학력(t=2.534, p=.011),

어머니의 학력(t=-4.933, p=.000), (t=-3.360,

형제순위 에 따라서는p=.001), (t=5.363, p=.000)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대상자의 생활양식은 남아보. ,

다 여아가 더 건강한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년

에 있어서는 학년의 생활양식이 가장 건강하게 나타났1

다 또한 아버지의 연령을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

였을 때 세 이하인 경우가 세 이상인 경우보다 건, 41 42

강한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

력 모두에서 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 이하인 집단보다

건강한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었다 형제순위에 있어서는.

첫째인 경우가 둘째 이상인 경우보다 생활양식이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영역별로 구분해 보면 건강증진 활동 영역에 있,

어서는 성별 학년(t=-2.462, P=.014), (F=4.893,

아버지의 학력 형제p=.000), (t=-4.480, p=.000),

순위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t=4.343, p=.000)

으며 사고예방 영역에 있어서는 성별(t=-4.452,

학년 아버지의 연령p=.000), (F=8.636, p=.000),

어머니의 연령(t=3.386, p=.001), (t=2.059,

아버지의 학력 어머p=.040), (t=-6.051, p=.000),

니의 학력 형제순위(t=-5.173, p=.000), (t=4.417,

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감정 영p=.000) .

역에 있어서는 성별 학년(t=-3.285, p=.001),

어머니의 연령(F=7.526, p=.000), (t=-3.268,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

즉 건강증진 활동 영역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건,

강증진 활동을 잘 하고 있었으며 학년 학년의 순으로1 , 2

건강증진 활동을 잘 하고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에 있어서는 대졸 이상의 집단이 고졸 이하

인 집단에 비해 대상자가 건강증진 활동을 잘 하고 있었

으며 형제순위에 있어서는 첫째인 경우가 둘째 이상인 경

우보다 건강증진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예방 영역에 있어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사고예

방을 잘 하고 있었으며 학년이 사고예방을 가장 잘 하1

고 있었고 그 다음은 학년 학년의 순으로 유의한 차2 , 3

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경우와 어머니의 경우 모두 평균.

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을 때 아버지의 경우는 연령

이 세 이상인 집단보다 세 이하인 집단이 어머니42 41 ,

의 경우는 세 이하인 집단이 세 이상의 집단에 비38 39

해 사고예방을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에 있어서도 모두 대졸 이상의

집단이 고졸 이하의 집단에 비해 사고예방을 잘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순위에 있어서는 첫째가 둘째.

이상인 경우보다 사고예방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감정 영역에 있어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감정 상태

가 더 긍정적이었고 학년 학년 학년의 순으로 감정6 , 5 , 4

상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

니의 연령이 세 이상인 집단이 세 이하인 집단에39 38

비해 감정 상태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생활양식 영역간의 관계4.

대상자의 생활양식 영역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4>.

대상자의 생활양식 중 건강증진 활동은 사고예방

감정 생활양(r=.432, p=.000), (r=.210, p=.000),

표 대상자의 생활양식 영역간의 관계< 4>

건강증진활동 사고예방 감정

건강증진활동

사고예방 r=.432 p=.000

감정 r=.210 p=.000 r=.256 p=.000

생활양식 r=.785 p=.000 r=.854 p=.000 r=.504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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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785, p=.000)

사고예방은 감정 생활양식(r=.256, p=.000), (r=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감정과 생.854, p=.000)

활양식 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r=.504, p=.000)

것으로 나타나 영역간 모두에 있어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대상자가 건강증진 활동을 잘 할수록 사고예방도, ,

잘하고 감정상태도 긍정적이며 생활양식도 건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고예방을 잘 할수록 감정상태도 긍정적.

이며 생활양식도 건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감정상태가

긍정적일수록 생활양식도 건강함을 알 수 있다.

Ⅳ 논 의.

최근 문화 경제적인 수준의 향상으로 식생활이 서구화

고 생활양식이 편리해짐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성인들

에게만 문제시되던 건강문제가 아동에게까지 점차 확대

되는 추세이다.

학령기 아동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신체적으로,

성장발달이 왕성한 시기이며 자신의 건강상태를 지각하,

고 건강행위를 스스로 배우고 조절하면서 행동하는 시기

로이진희 건강을 위한 신념이나 습관의 형성기( , 1988)

인 학령기배연숙 박경민 에 습득된 인식과 습관( , , 1998)

은 일생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초가 될 만큼 중요하다.

아동에 있어서의 식이는 미래 성인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생활양식의 중요한 요소이다 학령기 아.

동의 올바른 식습관은 충분한 영양섭취와 정상적인 신체

발달 및 건강상태에 도움을 주지만 나쁜 식습관의 장기,

화는 영양실조와 질병을 유발하여 불행과 빈곤을 초래하

게 한다정회심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는 과( , 1997). 「

일을 잘 먹는다 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은 바람」

직한 결과로 보이나 나는 짠맛이 나는 과자와 너무 단「

과자는 먹지 않으려고 한다 가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부모들의 식습관 때문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학령기 아동에게도 짠 음식이나 단 과자가 건

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건교육이 시급하겠다고 보겠

다 오늘날 어린 연령층에 확산되고 있는 성인병 유형의.

건강장애는 부적절한 식생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으

므로김진원 올바른 식습관을 습관화하도록 지( , 1989)

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나는 매일 시간 정도는 운동뛰기 자1 ( ,「

전거 타기 수영 등을 한다 가 순위가 낮게 나온 것은, ) 」

초등학교 학년 학생의 건강행위 수행을 살펴본 결과6 ,

개인위생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었고 운동이 가장 낮게

나타난 연구노태수 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 1988) .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담론분석에서 운동은 가장

중요한 행위로 나타났으므로이은주 식습관과( , 1995)

더불어 운동을 권장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안이 시급하

다고 보겠다.

이경자 는 학령기 아동이 씻기를 싫어하고 구강(1988)

관리에 게을러지기 때문에 신체 청결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

구에서는 나는 저녁 식사 후나 잠자기 전에 이를 닦는「

다 와 나는 하루 번 이상 이를 닦는다 가 점수가2」 「 」

높게 나타나 비교되었다 정영숙과 문영희 의 연. (1996)

구에서도 취침 전에 항상 양치질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

이 로 나타났다60.7% .

와 의 연구에서는 의Antwerp Spaniolo(1991) 85%

아동이 매년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고 한 반면,

의 아동만이 하루 번 이상 이를 닦는다 고 응43% 2「 」

답하였다 또한 그들의 만이 짠 맛이 나는 과자와. 44% 「

너무 단 과자는 먹지 않으려고 한다 고 하였으며 84%」

의 아동이 매일 텔레비전을 시간 이상 본다 고 응답2「 」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대상자의 만이 시간. 29.8% 2

이상의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함으로써 앞으로 성인기동

안의 고위험 건강문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요소로 인해 밤에 수면을 취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취침 전의,

텔레비전 시청은 아동을 흥분되게 만들거나 숙면을 방해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 학년과 여아에서 아버지 학력이 높은1 ,

경우 건강증진활동 사고예방 감정에서 점수가 높게 나, ,

타나 가장 건강한 생활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위 실천의 예측요인 연,

구 신희선 정연 에서 학년이 낮을수록 부모교육( , , 1988) ,

정도가 높을수록 여아일수록 건강행위를 잘 실천하였다,

고 한 것과 일치하며 정영숙과 문영희 의 연구에(1996)

서 초등학생의 손씻기는 여학생이 손을 씻는 비율이 남

학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양식을 조사.

한 와 연구에서는Polivka Ryan-Wenger(1999) 3, 4,

학년과 비교하여 학년에서 전체 생활양식과 건강증5 1, 2

진 영역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

었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 나타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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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고는 학령기 아동의 연령 집단에서 계속적으로 중요

한 건강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사고.

예방 영역에 있어서는 나는 길을 건널 때 차가 오는지「

양쪽을 살핀다 가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나는 자전거」 「

를 탈 때 항상 헬멧을 쓴다 가 점수가 가장 낮았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전체 항목 중 가장 점수가 낮았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동이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간호사가 건강증진을 하고 있

다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자전거와.

관련된 사망 사고의 가 두부손상으로 인한 것이며64%

헬멧을 착용했을 때 두부손상의 위험이 감소되며69%

심각한 뇌 손상의 가 감소될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74%

다 그러므로 헬멧의 착용은 아동사고(Stanken, 2000).

를 예방하는 하나의 건강증진 활동이며 간호 실무에 적

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아동의 성별에서는 여아가. ,

학년에 있어서는 학년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은 낮1 ,

은 경우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 형제순위는 첫째인 경우에서 사고예방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양식을 조사한 역시Polivka & Ryan-Wenger(1999)

남자가 여자보다 낮은 사고예방 점수를 나타냈으며 남자

가 위험한 행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양식

중 건강증진 활동이나 감정보다 사고예방 영역에서 점수

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을 접하는.

간호사는 다양한 상황에서 학령기 아동의 생활양식을 파

악하는 질문지를 활용하여 아동의 사고예방에 대한 자료

를 수집하여 이를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즉 이러한 학령기 아동에 대한 사정자료. ,

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둔 건강교육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아동이 놀이 시 안전장구를 착

용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재강화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사고예방을 위해 아동에게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아동의 연

령집단에 적절한 보상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

별주간을 제정한다든지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등의 행, ,

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은. Ulione(1997)

많은 아동기의 사고가 예방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간호사

에 의한 예방 프로그램이 보고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

로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상자 생활양식의 영역별 실천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학교나 임상에서 아동을 접하는 간

호사는 부모나 교사에게 아동의 건강습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그들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 토의할 기회를 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감정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윤선희 의 연구에서는 총 영역별 건강증진 행(1997)

위에서 정신건강이 점 만점에 로 가장 낮게 나타4 2.72

났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남아보다 여아가 학년에 있. ,

어서는 학년 학년 학년의 순으로 어머니의 연령이6 , 5 , 4 ,

세 이상에서 감정 상태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므로39

보건교육을 계획하는데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생활양식 중 건강증진 활동은

사고예방 감정상태 생활양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 ,

으며 사고예방은 감정상태 생활양식과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었고 감정과 생활양식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역간 모두에 있어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윤선희 의 연구에서 개인위생 및 일(1997)

상생활습관 전염병 관리 사고예방 정신건강 영역에서, , ,

영역간 상관관계가 모두 강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것과

유사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생활양식과 관련된 내

용을 살펴보았다 이는 아동의 현재와 이후의 아동의 건.

강한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계획

하는데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강교육을 계획할 때는 아동의 발달특성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흔히 아동은 건강과 관련된 행위나 생.

활양식을 파악할 때 전문가의 의견 즉 영향력 있는 선,

생님이나 부모님의 의견을 강력히 따르게 된다 따라서.

학교의 양호교사는 건강 교육시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아동과 관련된

일반교사나 부모에게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생활양식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기

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정통신문을 활용하는 것이 시

간적 경제적으로 효용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또한 건, .

강한 생활양식을 위해 만족감과 효과를 아동이 직접 느

낄 수 있도록 하는 내적 동기화를 강화시키는 방법이나

부모나 선생님의 관심이나 권유 칭찬 등의 보상으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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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이.

를 위해서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

고 단기적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생활양식을 알아봄으로써 아

동과 그들의 부모에게는 건강을 증진하며 사고를 예방하

는 활동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학교의 양호교사에게

는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들이 현장에서 아동을 대

상으로 한 건강교육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

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도

움을 주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생활양식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연구 대상은 강원도와 전라북도에,

위치한 개의 초등학생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4 1,412 .

료수집 기간은 년 월부터 월까지로 방법에 있2001 9 11

어서는 설문지에 스스로 응답하게 하여 회수하는 자가식

기록방법을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신장 체중 비만여부와, ,

비만정도는 양호교사가 건강기록부를 통해 기록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생활양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간호대학 에서 초등학생Bronson (1991)

들의 생활양식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한 도구로 건강증진 활동 사고예방 감정의 영역, , 3

으로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대상자가 행29 .

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렇다 점 가끔 그렇다‘ ’ 2 , ‘ ’

점 그렇지 않다에는 점을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1 , ‘ ’ 0

수록 건강한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의 로 나타났으며 자료분석Cronbach's =.68α

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SPSS Win ,

백분율 와 으로,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총 명으로서 성별로는 여아가 명1. 1,412 712

학년별로는 학년이 명 으로(50.2%), 6 344 (24.2%)

많았으며 동거가족을 살펴볼 때 가족형태는 핵가족

이 가장 많았다 대상자 아버지의 연령은(82.0%) .

평균 세이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세41.2 38.1

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로 더. 54.5%

어머니의 경우는 고졸 이하가 로 더 많았다58.1% .

대상자의 에서 형제나 자매가 있었으며 형제88.8%

순위로는 첫째인 경우가 로 가장 많았다 대47.1% .

상자의 신장은 평균 이었으며 체중은 평균136.3cm

이었으며 에서 비만으로 판정되었다33.3kg 8.8% .

대상자의 생활양식을 영역별로 분석하여 이를 점2. 100

만점으로 산출한 결과 대상자의 생활양식은 평균

점으로 나타났으며 감정평균 점 건강증66.4 , ( 73.3 ),

진 활동평균 점 사고예방평균 점의 순( 66.3 ), ( 64.0 )

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 활동에 있어서는 나는 과일을 잘 먹는「

다 가 사고예방에 있어서는 나는 길을 건널 때,」 「

차가 오는지 양쪽을 살핀다 가 감정에 있어서는,」

우리 가족은 서로 사이가 좋다 가 가장 높았다.「 」

반면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으로는 건강증진 활동에

서는 나는 매년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 사,「 」

고예방에서는 나는 자전거를 탈 때 항상 헬멧을 쓴「

다 감정에서는 나는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된,」 「

다고 생각한다 이었다.」

대상자의 생활양식은 대상자의 성별3. (t=4.309, p=

학년 아버지의 연령.000), (F=6.299, p=.000),

아버지의 학력(t=2.534, p=.011), (t=-4.933,

어머니의 학력 형p=.000), (t=-3.360, p=.001),

제순위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t=5.363, p=.000)

이가 있었다 영역별로 구분해 보면 건강증진 활동. ,

영역에 있어서는 성별 학년(t=-2.462, P=.014),

아버지의 학력(F=4.893, p=.000), (t=-4.480,

형제순위 에 따라서p=.000), (t=4.343, p=.000)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고예방 영역에 있어서는

성별 학년(t=-4.452, p=.000), (F=8.636,

아버지의 연령 어p=.000), (t=3.386, p=.001),

머니의 연령 아버지의 학력(t=2.059, p=.040),

어머니의 학력(t=-6.051, p=.000), (t=-5.173,

형제순위 에 있어서p=.000), (t=4.417, p=.000)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감정 영역에 있어서는.

성별 학년(t=-3.285, p=.001), (F=7.526,

어머니의 연령 에p=.000), (t=-3.268, p=.001)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생활양식 중 건강증진 활동은 사고예방4. (r=

감정상태 생.432, p=.000), (r=.210, p=.000),

활양식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r=.785, p=.000)

었으며 사고예방은 감정상태 생(r=.256, p=.000),

활양식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r=.854, p=.000)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8 1

- 41 -

었고 감정과 생활양식 도 유의한(r=.504, p=.000)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역간 모두에 있어

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대상자의 생활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이에 영향을 미1.

치는 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령기 아동의 생활양식과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는데2.

있어서 본 연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헬멧 사용과 같은 안전장구 착용을 포함한 안전교육3.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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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Elementary school children,

Lifestyle

Elementary School Children's

Lifestyle

Kim, Shin-Jeong*Lee, Jeong-Eun**

Ahn, Hye-Young***Baek, Sung-Sook****

Yun, Hyo-Young*****Jeong, Sun-Young******

Harm, Young-O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lifestyle and to contribute to developing on the

health education program in elementary schools.

The subjects were 1,412 children in 4

elementary schools in Gangwon-Do and

Chonrabuk-Do area.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01 by

questionnaire and school health documents. The

questionnaire correct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hich had been developed by Bronson

School of Nursing(1991), 'Lifestyle Questionnaire

for School-age Children'.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3 categories; 'Activities that promote

health', 'Injury prevention', 'Feeling'. Cronbach

coefficient alpha for the 29 items was .68. The

data analyzed to obtain frequency, mean,

percentage,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y SPSS Win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Females(50.2%) of gender, 6th grade(24.2%)

of grade, nuclear family(82.0%) of family

type, beyond college graduate(54.5%) of

father's school career, under high school

graduate(58.1%) of mother's school career,

first of birth order(47.1%) were majority.

Mean of father's age was 41.2 and mother's

age was 38.1.

2. The mean of lifestyle was 66.4, feeling was

73.3, activities that promote health was 60.3

and injury prevention was 64.0. The highest

degree of activities that promote health was

I eat fruits and injury prevention was I「 」 「

look both ways when crossing streets and」

feeling was I enjoy my family . The lowest「 」

*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kimsj@hallym.ac.kr

**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ongnam Health College

*** Department of Nursing, Eulji University

**** School nurse, The attached Elementary school of Chunch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School nurse, Gohyun Elementary school

****** School nurse, Mohyen Elementary school

******* School nurse, Imwon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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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 of activities that promote health was

I visit the dentist every tear and injury「 」

prevention was I wear a helmet when I go「

on bike trips and feeling was I think it is」 「

okay to cry .」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lifestyle

of gender(t=4.309, p=.000), grade(F=6.299,

p=.000), father's age(t=2.534, p=.011),

father's education(t=-4.933, p=.000), mother's

education(t=-3.360, p=.001), birth order

(t=5.363, p=.000).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tivities that promote health

of gender(t=-2.462, P=.014), grade(F=4.893,

p=.000), father's education(t=-4.480, p=.000),

birth order(t=4.343, p=.000), in injury

prevention of gender(t=-4.452, p=.000),

grade(F=8.636, p=.000), father's age(t=3.386,

p=.001), mother's age(t=2.059, p=.040),

father's education(t=-6.051, p=.000), mother's

education(t=-5.173, p=.000), birth order(t=

4.417, p=.000) and in feeling of gender

(t=-3.285, p=.001), grade(F=7.526, p=.000),

mother's age(t=-3.268, p=.001).

4. Activities that promote health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jury prevention(r=.432,

p=.000), feeling(r=.210, p=.000), lifestyle

(r=.785, p=.000). Injury preven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eeling(r=.256,

p=.000), lifestyle(r=.854, p=.000) also

feel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lifestyle(r=.504, p=.000).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develop

nursing strategy to promote elementary school

children's health. Because helmet use score in

injury prevention marked the lowest score,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helmet use when

planning injury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