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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급속한 사회 경제적 발전은 식생활과 생

활양식을 변화시켜 학령기 아동의 체력향상은 물론 성장발달,

을 가속화시켜 과거에는 보기 드물었던 체중과다나 비만이

증가 추세에 있어 관심 있는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김선(

희 이주연 이일하, 1997; , , 1986).

비만은 모든 연령에서 가장 도전 받는 문제이며 학령기 아,

동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영양장애이다유일영 이정열 임지( , ,

영 아동기에 관련된 건강문제 중에서 비만만큼 치료하, 1997).

기 어렵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

문제는 없을 것이다 특히 아동기의 비만은 지방세포의 크기.

가 커지는 성인 비만의 유형보다는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

는 비만 유형이 많기 때문에 지방세포의 수를 감소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여 일단 비만 상태가 되면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모수미( , 1986).

또한 아동 비만은 약 가 성인기까지 지속 될 수 있을80%

뿐만 아니라 소아기에 비만이 더 일찍 시작되고 비만의 정도,

가 심할수록 성인 비만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비만에 따른

합병증도 더 많이 나타난다 비만은 단순히 외모상의 문제 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 지방간 등, , , , ,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고 정상 체중으로의 전환,

이 어려워 아동의 건강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이(

홍규 이러한 아동 비만은 학령기 아동의 현존하는 신, 1990).

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쳐 자아존중감의, ,

상실 우울감 부정적인 신체상 대인관계 장애 등과 같은 정, , ,

신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떄문에 학령기 아동의

비만 이환율은 심각하고도 중요한 아동의 건강문제이다(Dietz,

1986).

인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증진 생

활양식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선행변수의 하나인 자기

효능은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행동이 보상의 가치 기대 심, ,

리적 상황에 의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개념으로

건강과 관련된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상황에서 행동을 예측하고 바.

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자들의 자기

효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김민회( , 2000).

학령기 아동의 건강증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학령후기 아

동의 건강개념에 관한 연구이지원 학령기 아동의 건( , 1998),

강증진 행위에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강귀애 김혜영( , 1992; ,

신희선 정연 윤선희 이정은 이지1998; , , 1998; , 1997; , 1994;

원 가 대부분이고 비만아동의 건강증진에 관련된 연구, 1997) ,

는 김민회 의 연구 한 편 정도로 거의 없는 실정이다(2000)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비만아동의 자기효능감과 건

강증진 생활양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학령기 비만아동,

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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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정도와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

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정도와 건강증∙

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 비만아동의 자기효능감 정도와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를 알아보고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생활,

양식 수행 정도간의 관계성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

계 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를 초등학교 학년으로 제한한 것은 바로4-6

초등학교 학년 시기가 사춘전기 사춘기에 직면하는 시기4-6 ,

로서 그보다 낮은 다른 학년에 비해 정서적 대인관계적으로,

보다 민감하고 건강개념과 행위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개 초등학교 학6 4-6

년을 대상으로 신체검사 결과 비만에 속하는 명을 편의148

표집하였으며 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 을 신장별 표준체중, “ - ”

으로 나눈 백분율을 판정기준으로 하여 비만도가 이상인20%

아동으로 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아동을 연

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

은 일반적 특성과 식생활 형태 문항 자기효능감 문항24 , 30 ,

건강증진 생활양식 문항으로 구성된 총 문항이다49 103 .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신념 특정업무를 성취,

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Bandura, 1987).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Sherer ＆

가 개발하고 김민회 가 비만아동에게 적합Maddux(1982) (2000)

하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식습관 문항 운동 문항 자아실현 문항 건10 , 5 , 4 ,

강생활습관 문항 대인관계 문항 총 문항으로 구성된7 , 4 , 30 5

점 척도로 항상 실천할 수 있다 점에서 전혀 실천하기 어“ ” 5 “

렵다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 1

미한다.

예비조사에서의 신뢰계수 이었고 본 연구Cronbach's =.93 ,α

에서 이었다Cronbach's =.94 .α

건강증진 생활양식 측정도구•

건강증진 생활양식이란 생활양식의 구성요소가 되는 계속적

인 활동으로 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환경

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안녕 수준뿐 아니라 자아실현을,

성취시키기 위한 행위이다(Pander Pender, 1982).＆

이 개발한 건강증진 생활양식 측Walker et al.(1987) (HPLP)

정도구를 김민회 가 비만아동에게 적합하게 수정보완(2000)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식습관 문항 운동 문항 자아실현 문항 건16 , 10 , 8 ,

강생활습관 문항 대인관계 문항 총 문항으로 구성된9 , 6 , 49 6

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점으“ ” 6 “ ” 1

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예비조사에서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Cronbach's =.93 ,α

이었다Cronbach's =.87 .α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질문지로 년 월 일부터 월2001 9 3 9

일까지 초등학생 학년 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7 4, 5, 6 30

하였다 본 조사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광주. 2001 9 10 9 25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개 초등학교 보건실에 비치된6 2001

년 월에 시행한 신체검사 결과 비만에 속한 학생 명을5 160

선정하여 연구보조자 간호사 인 본 연구자와 보건교사가 신1 ,

장과 체중을 측정한 후 명중 비만에 속한 학생 명에게160 158

준비된 질문지를 주고 질문에 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질.

문지 작성에는 평균 분이 소요되었으며 질문지 부를20-30 , 148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SP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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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비만도는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

하였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정도와 건강증∙

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와의 차이는 와 로 분t-test ANOVA

석하였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와의∙

상관관계는 으로 분석하였다Pearson s Correlation .＇

대상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6

였기 때문에 모든 비만아동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할 수 없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학년은 학년이 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남학6 39.2% ,

생 여학생 이었다 주거형태는 자기집이 이62.8%, 37.2% . 69.9%

며 생활수준은 대부분이 보통인 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83.7% .

는 가 매일 먹고 있으며 식사시간도 가 거의 규칙49.0% , 69.6%

적인 식사를 하였고 만이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으, 30.4%

로 나타났으며 식사속도는 만이 빠른 편이고 식사형태, 33.8% ,

는 채식 육식 이었고 다식 소식 이58.2%, 41.8% , 45.9%, 54.1%

었다 가족의 외식횟수는 월 회가 월 회가 로. 1 36.5%, 2-3 27.0%

외식의 종류는 한식 양식 패스트푸드31.5%, 21.9%, 11.6%,

중식 순이었다 대상자의 가 일주일에 회 이하의8.9% . 80.2% 4

군것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청시간은 시간 미만, TV 2

이 로 나타났다 동거 가족은 핵가족이 이었으며63.7% . 94.9% ,

비만가족은 없다가 인 반면 아버지가 비만인 경우는34.8%

형제 자매가 각 를 차지하고 어머니가 로23.2%, , 20.4% , 17.1%

서 가족적 경향이 나타났다 체중 조절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보통인 학생이 관심이 없는 학생이 로 비44.6%, 47.3%, 8.1%

교적 체중조절에 어린 학생임에 불구하고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조절 경험이 있는 학생이 이며 그 동기, 55.4% ,

로 건강 때문이 고 외모 때문이 로 나타났다 체74.7% , 25.3% .

중 조절의 부작용은 가 경험하였고 대부분은 부작용이 없4.8%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 조절 방법으로 운동이 로 가장. 57.6%

많았고 식사조절이 다이어트상품 복용이 를 차지, 37.9%, 2.3%

했다 비만도는 남학생은 경도 비만 중등도 비만. 30.1%,

고도 비만 이며 여학생은 경도 비만 중등60.2%, 9.7% , 38.2%,

도 비만 고도 비만 로 나타났다 표56.4%, 5.5% < 1>.

표 대상자의 비만도< 1>
비만도

성별

경도 비만 중증도 비만 고도 비만
전체 백분율

실수백분율( ) 실수 백분율( ) 실수 백분율( )

남 28(30.1) 56(60.2) 9(9.7) 93 62.8

여 21(38.2) 31(56.4) 3(5.5) 55 37.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정도와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정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평균 점으로 나타났으며3. 96 ,

자기효능감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아실현 영역이 점, 4.11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식습관 영역 점 대인관계 영역, 3.99 ,

점 건강생활습관 영역 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3.94 , 3.89 ,

능감 정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운동 영역으로 이었다3.73 .

문항별 자기효능감 정도를 살펴보면 건강생활습관 영역에,

서 자기효능감 정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아무리 바빠도 몸이‘

피곤할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점이었으며’(4.63 ) ,

가장 낮은 문항은 나는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습득하면 곧‘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점이었다 식습관 영역에서 자기효’(3.84 ) .

능감 정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잠자기 전에는 배가 고파도‘

참을 수 있다 점이었고 가장 낮은 문항은 부담 없는 아’(4.34 ) , ‘

침식사를 위하여 일찍 일어날 수 있다 점이었다 자아실’(3.74 ) .

현 영역에서 자기효능감 정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할 수 있다 점이었고 가장’(4.21 ) ,

낮은 문항은 나는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다‘ ’

점이었다 대인관계 영역에서 자기효능감 정도가 가장(3.32 ) .

높은 문항은 남의 의견을 존중해 주며 칭찬할 수 있다‘ ’(4.16

점이었다 운동 영역에서 자기효능감 정도가 가장 높은 문항) .

은 가벼운 정도라면 주일에 일 정도 운동할 수 있다‘ 1 3-4 ’

점이었고 가장 낮은 문항은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닐(3.95 ) , ‘

수 있다 점이었다’(3.53 ) .

대상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

대상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는 평균 점이었3.94

으며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하위영역별로 보면 자아실현 영, ,

역이 평균 점으로 가장 높았고 운동 영역 점 대인관4.24 , 4.19 ,

계 영역 점 건강생활습관 영역 점 순으로 나타났으3.86 , 3.78

며 수행 정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식습관 영역으로서 평균,

점이었다3.71 .

문항별 건강증진 생활양식 하위영역 수행 정도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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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고 있다 점 이상의 수행 정도를 보인 문항이 규칙(4.0 )

적인 운동은 살 빼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점 나는(5.23 ),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점 새로(4.98 ),

운 친구를 사귀고 만나는 것이 즐겁다 점 웬만한 거리는(4.97 ),

건강을 위하여 걷는다 운동은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4.88),

점 식사는 하루 끼나 먹는다 채소 나물 김치(4.63 ), 3 (4.64), , ,

등 야채류 등을 잘 먹는 편이다 점 음식은 가리는 것 없(4.51 ),

이 골고루 먹는다 점 현재의 생활에 만족과 행복을 느낀(4.43 ),

다 점 아침식사는 매일 하는 편이다 잠자기 전에(4.42 ), (4.38),

는 걱정거리를 잊고 잔다 점 운동을 시작했으면 힘들어(4.32 ),

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 점 등으로 나타났다(4.13 ) .

반면에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점에 가까운 수행 정도를(2.0 )

보인 항목은 종합비타민 영양제를 먹는다 점로 나타났다(1.95 )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정도는 식사시간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식사시간에(F=5.338, p=.006) .

따른 자기효능감 정도는 매우 규칙적인군 점이 규칙적인(4.07 )

군 점과 불규칙적인군 점보다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4.05 ) (3.72 )

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의 차이
비만아동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는 학년(F=

식사시간 체중조절 관심5.615, p=.005), (F=8.591, p=.005),

체중조절 경험 유무 에서(F=3.915, p=.022), (t=7.632, p=.006)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는 학년 점5 (4.22 )

이 학년 점과 학년 점보다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4 (3.93 ) 6 (3.80 )

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식사시간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

식 수행 정도는 식사시간이 매우 규칙적인군 점 규칙적(4.16 ),

인군 점이 불규칙적인군 점보다 건강증진 생활양식(4.04 ) (3.66 )

수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체중조절 관심 정도에 따른 건강.

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는 관심이 많다군 점이 관심이(4.12 )

없는군 점 보통군 점보다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3.80 ), (3.84 )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체중 조절 경험 유무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는 경험이 있다군 점이 경험이 없다(4.09 )

군 점보다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수행 정도가 높게 나타(3.81 )

났다.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과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와의 상관관계

비만아동의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관계 가 있는 것으(r=.537, p=.000)

로 나타났다 표< 2>.

표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2>
정도와의 상관관계
변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

r(p)

자기효능감 .537(.000)

대상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

대상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은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특성 중 학년 식사시간 체중조절, ,

경험 유무 체중조절 관심 정도를 독립변수로 표준화 시켜 단,

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은 자기효능감으로 건강

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를 설명하였고 여기에 식사시27.6% ,

간을 추가하면 체중조절 관심 정도를 추가하면31.3%, 33.3%

로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3>.

논 의

본 연구는 학령후기 비만아동의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생

활양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학령후기 비만아동들의 건,

강증진 생활양식 수행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

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하위영역별 자기효능감에서 자아실

표 대상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3>
변 인 R² Cum R² β F p

자기 효능감 0.276 0.276 0.479 53.465 0.000

식사 시간 0.037 0.313 -0.153 31.677 0.000

체중조절관심정도 0.020 0.333 0.137 22.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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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영역이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만아동을4.11 .

대상으로 한 김민회 의 연구에서 식습관 영역의 자기효(2000)

능감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

는 김민회 의 연구 대상자가 비만아동을 위한 튼튼이 캠(2000)

프에 참가한 아동 중 중등도 비만이상의 아동이 선정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비만도에 따른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자기효능감 정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점인 운동으로 이3.73

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최정희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2000)

였다 이렇게 비만아동이 운동 영역에서 자기효능감 정도가.

낮은 것은 비만아동들은 체육시간을 싫어하며 운동을 기피하

고 비활동적이며 신체운동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천정화( ,

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 비만아동2000) .

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도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는 평균 점이었3.94

다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은애 의 연구. (1999) 3.39

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허은희 의 연구 점 보다, (1998) 3.26

높았으며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민회 의 연구, (2000) 4.00

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아동.

들이 성인에 비하여 빠른 행동수정과 습관의 변화가 용이한

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하위영역별로 보면 자아실현 영역이,

평균 점으로 가장 높았고 운동 영역 점 대인관계 영4.24 , 4.19 ,

역 점 건강생활습관 영역 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3.86 , 3.78 ,

행 정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식습관 영역으로서 평균 점3.71

이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허은희 의 연구에서. (1998)

자아실현 영역의 수행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

였으며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박계화 의 연구와 근로자, (1994)

를 대상자로 한 이태화 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1990) .

자아실현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비만아동의 대부

분이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자신감의 결

여를 가지고 있으나 비만아동이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또래,

집단에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건강증진 생활양식 중 가장 수행정도가 낮은 영역은 식습

관 영역이었는데 이는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민회,

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또한 아동의 비만 실태와 요인(2000) .

분석을 연구한 김종욱 은 불규칙한 식사 무절제한 간식(1994) , ,

인스턴트 식품의 과다섭취 등이 비만의 주원인이라고 하였다.

이는 비만아동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여 지나치게 먹는 것을

허용하는 부모들의 비만에 대한 인식부족 또한 한 요인이라

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정도는 식사시간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식사시간에(F=5.338, p=.006) .

따른 자기효능감 정도는 매우 규칙적인군 점이 규칙적인(4.07 )

군 점과 불규칙적인군 점보다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4.05 ) (3.72 )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민회.

의 연구에서 식사속도 식사형태(2000) (F=3.47, p=.01), (F=3.7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p=.01) .

비만아동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는 학년(F=

식사시간 체중조절 관심5.615, p=.005), (F=8.591, p=.005),

체중조절 경험 유무 에서(F=3.915, p=.022), (t=7.632, p=.006)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민회 의 연구에서 식사시간의 규칙성(2000) (F=7.36,

식사속도 식사습관p=0.00), (F=5.09, p=0.00), (F=6.28, p=0.00),

군것질 횟수 가족의 경제상태(F=13.42, p=0.01), (F=3.52,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p=0.01) .

학년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는 학년 점5 (4.22 )

이 학년 점과 학년 점보다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4 (3.93 ) 6 (3.80 )

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등 이 성인의 건. Walker (1987)

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연구에서 명의 성인을 청년층 중년452 ,

층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고연령이 가장 설명력,

이 높은 변수로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의 수행 정도,

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입학 연령이 달라 학,

년에 따른 연령의 차이가 많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식사시간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는 식사시간이

매우 규칙적인군 점 규칙적인군 점이 불규칙적인군(4.16 ), (4.04 )

점보다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3.66 ) .

이는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의한 일정한 식사시간과 가족지지

체계의 강화로 식사시간이 매우 규칙적으로 된 것으로 사료

된다 체중조절 관심 정도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

도는 관심이 많다군 점이 관심이 없는군 점 보통군(4.12 ) (3.80 ),

점보다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3.84 ) .

체중 조절 경험 유무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는

경험이 있다군 점이 경험이 없다군 점보다 건강증진(4.09 ) (3.81 )

생활양식의 수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지속.

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맹목적 일시적 관리보다, ,

는 대상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체계적

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비만아동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비만아동의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생활양식과의 관계를 분

석한 결과 유의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537, p=.000) ,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증진생활양식 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김은애 의 연구 간호사를 대(1999) (r=.0687, p=.0001),

상 대상으로 한 김명숙 의 연구 고등(2000) (r=.5137, p=.0001),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외현 의 연구(1999) (r=.5173,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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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민회 의 연구(2000) (r=.6751, p=

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 생.0001) .

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으

로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이행하도록 자기효능감을 강화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은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특성 중 학년 식사시간 체중조절, ,

경험 유무 체중조절 관심 정도를 독립변수로 표준화 시켜 단,

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은 자기효능감으로 건강

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를 설명하였고 여기에 식사시27.6% ,

간을 추가하면 체중조절 관심 정도를 추가하면31.3%, 33.3%

로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비만아동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시사

해 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허은희 의 연구에서 건. (1999)

강증진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이 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26.6% ,

홍외현 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 생활양식(1999)

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7.97% .

그러나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미영 의 연구에서(1998)

도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의28.1%

설명력을 나타내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홍명희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2000)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로 강력한 설명력을 나타냈다57.2% .

따라서 비만아동들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비만아동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평균 점이었고 자기효능3.96 ,∙

감 하위영역별 점수는 자아실현 영역 점이 가장 높았(4.11 )

으며 운동 영역 점이 가장 낮았다, (3.73 ) .

대상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는 평균 점이었3.94∙

고 건강증진 생활양식 하위영역별 점수는 자아실현 영역,

점이 가장 높았으며 식습관 영역 점이 가장 낮(4.24 ) , (3.71 )

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정도는 식사시∙

간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338, p=.006)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

도는 학년 식사시간 체(F=5.615, p=.005), (F=8.591, p=.000),

중조절 관심 정도 체중조절경험 유무(F=3.915, p=.022),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7.632, p=.006) .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r=.537, p=.000).

대상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은 자기효능감으로 건강증진 생활양

식 수행 정도를 설명하였고 여기에 식사시간 체중27.6% , ,

조절 관심정도를 추가하면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 정도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3.3% .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 도시 학령기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1∙

므로 모든 비만아동에게 일반화하기가 어려우므로 반복연

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 비만아동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으므로 자기,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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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basic data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obesity for obese

children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self-efficacy and the degree of performance on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Method: The subjects were 148 fourth to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wang-ju,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September 10 to September 25, 2001.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by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self-efficacy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eating time(F=5.338, p=.006).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rade(F=5.615, p=.005),

eating time(F=8.591, p=.000), concern about weight control(F=3.915, p=.022), experience of weight control(t=7.632,

p=.006).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wa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self-efficacy(r=.537,

p=.000). Self-efficacy(27.6%) was the highest factor predictor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of obesity students.

In addition to eating time, concern about weight control, explained for 33.3% in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Conclusion: Results of this study point to self-dfficiency as a major factor in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childhood obes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 is a reason to develop a health program to

promote self-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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