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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학생의 보건교육에 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보건교육의 실태와 요구도와의 괴리를 분석하

고, 특히 정신보건교육의 요성을 강조하고자, 정신보건교육의 요구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응답자의 

정신건강상태를 통하여 찾아보고자 하 다. 분석 결과 정신보건교육과 지역사회보건 분야에서의 교육 요

구도는 이미 이에 한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응답자보다 더 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정신보건교육 요구도에 향을 미치는 정신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주  환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응답자일수록 정신건강보건교육의 요구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재 

학생을 상으로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컨텐츠  정신보건교육의 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정신보건교

육의 컨텐츠 강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 중심어 :∣보건교육∣차이분석∣정신보건∣지역사회보건∣

Abstract

This study indicates that looking for what was main causes of needs in mental health 

education, searching through respondent's mental health statue. Respondent who received health 

education more emphasize than respondent who did not received health education in mental 

health education and community health education field. Analyzing health status which affected 

mental health education needs, respondent who concerning lots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need more health education other than who did not care their surroundings. Such results, we 

needs highlight more mental health education among health education contents and also, we 

should provide effectiveness education to university students for improving their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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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강에 한 심과 요구

에도 불구하고 재 우리나라에서는 질병, 정신건강, 지

역사회 건강 등 보건과 련한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실이다. 바르지 못한 건강행 는 만성 으로 개

인의 건강수 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는 개인의 차원

을 넘어서 국가수 의 인 자본의 손실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정원일 등[15]은 건강의 악화에 따른 인 자본의 

손실은 향후 장기 으로 성장 기조에 있는 우리나라

의 경제성장이 더욱 정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자

의 측면에서 건강수 이 제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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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건강의식의 증진 차원에서 보건교육의 요

성은 앞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올바른 보건교육이 지속 이고 효과 으로 시행된다

면 국민 체의 건강수 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나아

가 변하는 경제사회 상황에 히 처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마련하는데도 요한 기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보건교육을 강조하여 건강한 생활패턴  

습 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시백[13]

은 이미 습 을 고치기 어려운 성인을 상으로 하는 

보건교육보다는 등학생 등을 상으로 하여 건강한 

생활패턴을 가지게 하는 것이 장기 으로 효율 이라 

제시하고 있다. 한 이창국 등[14]은 일부 고등학생의 

학교보건교육이 건강증진행 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으며, 김경렬 등[6]은 등보건교사의 보건교육실태

에 하여 조사하는 등 여러 연구에서 보건교육의 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규 [12]은 등학교 보건

교사의 보건교육 황과 등학생의 보건교육 요구도에 

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흥미  요구도를 

반 한 보건교육이 더욱 효과가 있음을 밝 냈다. 결국 

보건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수혜자의 요구도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효과 인 교육인 것으로 사료된다.

여러 기존 연구에서는 미성년자를 상으로 보건교

육의 요구도와 효과를 살펴보았으나, 성년으로 막 어

들게 되는 학생을 상으로 보건교육의 요구도를 분

석한 연구는 제한 이다. 미성년을 상으로 하는 보건

교육과 성년 이후의 보건교육의 요구도는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정신건강과 한 련이 있다. 학생은 

향후 본인의 진로를 선택하는 등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

하는데 가장 요한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스

트 스  우울증에 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하여 Kitzrow[3]는 오늘날의 학생의 경

우에는 보다 더 큰 심리 인 문제로 인하여 상담소

를 많이 찾고 있으며, Berger[2]와 Goetz[1]에 의하면 

미국 사회에서의 인구학 인 변화  사회문화 인 

변에 의하여 학생의 정신건강  교육의 요구도가 높

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교육받

은 경험이 있는 보건교육의 분야를 조사하고, 이에 

한 세부 항목별 요구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보건교육의 

분야별 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보건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실제 상자의 보

건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여, 실제 보건교육 수혜 상인 

학생들이 요구하는 보건교육 내용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보건교육 수혜자에게 보건교육 요구도에 따른 

한 보건교육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세부 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학생의 보건교육 황을 살펴보아, 

실제 학생이 어떠한 보건교육을 받고 있는지 살펴본

다. 둘째, 조사 상 학생의 보건교육에 한 요구도

를 살펴보아 보건분야의 세부항목별로 교육의 요구도

를 살펴본다. 셋째, 보건분야  특히 정신보건분야와 

련하여 정신보건교육의 요구도를 조사 상 학생의 

정신건강상황과 연계하여 정신보건교육요구의 결정요

인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본 연구

의 분석방법과 배경을 설명하고, Ⅲ장에서는 구체 으

로 학생의 보건교육 요구도와 함께 실제 교육과의 괴

리를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토 로 하여 

결론  향후 발 방안에 하여 고찰한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학생의 보건교육 수혜 여부  보건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여 학생들의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

는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된 서술  조사연구로써, 학생의 보건교육 실태 

여부와 요구도를 조사하기 하여 2013년 6월13일-6월 

28일 15일에 걸쳐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학  2곳의 

학생을 상으로 하여 편의추출 하 으며, 이  본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뒤 정보 제공에 동의한 

160명이 이 설문에 응답하 다. 회수된 설문지  불성

실하거나, 무응답 등 문항응답이 락된 50명을 제외하

고 최종 110명의 설문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본 연

구에서 주로 사용된 t-test의 성을 살펴보기 하

여 검정력을 분석한 결과 보건교육 체 요구도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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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순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영양소 3.65 23
건강유지에 필요한 생활조건 3.77 15
알맞은 운동방법 3.94 5
적절한 체중유지 방법 3.94 6
연령에 맞는 남녀의 성역할 3.72 16
임신 및 출산 과정 3.7 18
성병의 감염경로와 예방법 3.79 14
피임법 3.84 11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3.69 20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3.72 17
약물중독의 발생요인과 예방대책 3.51 29
정신건강의 중요성 3.95 3
스트레스의 원인과 대처 방법 4.15 1
우울병의 원인과 대처방법 3.95 4
만성피로, 무력감 원인과 대처방법 3.84 8
자살의 원인과 예방대책 3.84 9
보건과 관련된 공중도덕 3.43 32
환경보존의 생활화 3.4 33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3.48 30
환경오염의 종류와 피해 3.7 19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높게 유지 3.66 22
전염성 질병의 원인과 예방법 3.53 27
비전염성 질병의 원인과 예방법 3.68 21
노화 과정 3.52 28
응급시 구급처치 방법 4.01 2
재난시 대처방법 3.8 13
교통사고의 발생원인 및 방지 방법 3.84 10
일상생활 안전사고의 장소와 원인 3.81 12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 3.9 7
다양한 건강 정보와 그 판단 3.64 24

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이용방법 3.58 26
의료보험 3.62 25
119, 병원, 보건소의 기능과 이용법 3.45 31
지역사회 안의 건강한 삶 3.36 34
지역사회의 연령별 주요 사망원인 3.25 35

으로 보건교육을 받은 집단(처리집단)과 받지 않은 집

단(통제집단)으로 나  검정력은 0.826으로 나타났으

며, 통제집단의 수를 처리집단의 3배로 가정하 을 경

우 0.8의 검정력을 담보하기 해서는 처리집단의 샘

을 36개, 통제집단의 샘 을 108개 확보해야 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총 160개의 샘 을 확보하

으나, 실제로 사용된 샘 은 110개이므로, 검정력을 

검증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단된다.

설문의 구성은 분야별 보건교육에 한 수혜 황, 세

부 분야별 보건교육의 요구도, SCL-90-R에 기반한 정

신건강상태, 일반 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 인 

내용으로써 교육수혜여부는 일상건강생활습 , 성장과 

발달, 양, 질병 방, 가족생활과건강, 약물남용, 성교

육, 안 교육, 지역사회건강, 소비자보건, 정신건강, 환

경보건 등 12개의 보기를 복 응답하는 형식으로 구성

되었다. 

표 1. 보건교육 요구 세부 분야(N=110)

보건교육 요구도는 12개 분야에서 세부 항목으로 구

분한 여러 가지의 질문으로 측정되었는데, 설문의 응답

방식은 Likert 5  척도로 매우 그 다 5 , 그 다 4 , 

보통이다 3 , 그 지 않다 2 , 그 다 4 , 보통이다 

3 , 그 지 않다 2  매우 그 지 않다 1 으로 수화 

하 다. 5  만 으로 하여 수가 높을수록 보건교육 

요구도가 높은 문항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세

부 항목은 총 35항목이다. 

Ⅲ. 보건교육 현황 및 요구도 결정요인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보건교육 수혜 여부와 함께 

실제 보건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한 요구도의 차이를 

살펴 으로써 향후 보건교육의 실행 강화 방안에 하

여 도출해 보고자 하 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받은 보건교육의 컨텐츠별로 보건

교육의 요구도에 한 차이를 분석하 다. 분석에 사용

된 방법은 t-test를 이용한 평균차이분석  단계  회

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이다.

1. 보건교육 수혜여부 빈도분석
[표 2]에서는 본 연구의 조사 상  보건교육을 받

은 컨텐츠에 하여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많은 보건교육 수혜 항목은 성교육으로써, 체 조사

상자  약 57%의 응답자가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어서 질병 방(약 54%), 일상생활 건강

습 (40%), 성장과 발달(약 3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사회건강(약 85%)  소비자보건(약 92%) 

등의 교육은 상 으로 교육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향

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을 두고 있는 정신건강보건교

육을 받은 학생의 비 은 체 응답자  약 2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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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고 있어, 정신건강교육의 요도에 비해 보건교육 

수혜자의 빈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신

건강보건교육은 아직까지 그 요성이 강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대학생의 보건교육 수혜여부

보건교육
수혜여부

빈도 비율(%)

일상건강
생활습관

받음 44 40
받지않음 66 60

성장과
발달

받음 43 39.09
받지않음 67 60.91

영양 받음 43 39.09
받지않음 67 60.91

질병예방 받음 59 53.64
받지않음 51 46.36

가족생활
건강

받음 26 23.64
받지않음 84 76.36

약물남용 받음 41 37.27
받지않음 69 62.73

성교육 받음 63 57.27
받지않음 47 42.73

안전교육 받음 38 34.55
받지않음 72 65.45

지역사회건강 받음 17 15.45
받지않음 93 84.55

소비자
보건

받음 9 8.18
받지않음 101 91.82

정신건강 받음 29 26.36
받지않음 81 73.64

환경보건 받음 22 20
받지않음 88 80

2. 보건교육 요구도 분석
한편, 실제로 보건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한 조사를 

진행하 는데, 각 항목별로 여러 가지의 질문에 한 

답변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항목으로 조사된 

분야에 한 평균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1)

(단, 는 각 분야별 요구도의 평균값, 는 각 분야

의 개별 항목별 요구도 수이며, 은 답변한 사람들의 

수를 나타냄)

이와 같은 분석을 토 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대학생의 보건교육 요구도(N=110)

항목 요구도 평균

정신보건 3.947
일상생활 3.884
안전보건 3.864
성교육 3.761

소비자보건 3.686
영양 3.651

약물중독 3.639
질병예방관리 3.624
환경보건 3.502

지역사회보건 3.352

응답자  가장 많은 요구도를 보이는 분야는 정신보

건 분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약 4 (필요하다)

에 근 하는 수(3.947 )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일상생활, 안 보건, 성교육 순으로 요구도

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 으로 환경보건과 

지역사회보건 등의 분야는 요구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학생의 보건교육은 그들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교육을 더욱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는데, 특히 정신보건에 한 교육의 요구도가 높은 것

은 최근 증하고 있는 학생의 취업난  사회 진출

과 련한 스트 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일상생활, 안 보건 등의 분야 역시 학생의 생활에 

직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선 분석 결과에서는 정신보건이 가장 요구도가 높

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보

건교육의 경험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

문에 보건교육의 실태를 용하여 각 분야별 요도를 

단하여야 한다. 분야별로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 지 

않은 사람이 분야별로 요구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집단별 t-test를 통하여 결

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한편, 일반 인 t-test는 두 집단 

혹은 두 변수의 평균값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

는 방법이지만, 이는 두 집단 혹은 조사 상이 같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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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 상인 두 집단간의 분산값이 

다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분산성을 가정한 

t-test(Welch-Aspin)를 실시하여야 한다. 결국, 교육여

부와 요구도 수와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교육을 받음

으로써, 이에 한 요성을 더욱 인지하는 상황으로 

단할 수 있다. 

: 
 







 



          (2)

  : 
 







 



≠      (3)

(단, 는 교육 받은 학생의 요구도의 값, 는 교

육받지 않은 학생의 요구도 값을 의미함)

분석 결과, 정신보건과 지역사회보건의 경우에는 교

육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의 요구도에 있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외의 분야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정신보건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학생

의 교육 요구도(4.138 )와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의 

교육 요구도(3.878 )는 약 0.3 의 차이를 보이며 통계

으로 유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재 학생이 

직면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한 보건교육이 특별히 더

욱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양  성

교육과 안 보건 분야는 교육을 받은 학생의 해당 분

야에 한 요구도보다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의 요구

도가 높은 결과를 보인다. 이는 양과 성교육, 안 보

건 분야는 일회성의 교육이 효과 이며, 따라서 최  

교육시 보건교육 컨텐츠를 효과 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상생활, 약물 독, 환경보건, 질병 방 등

의 분야는 이미 교육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 요구도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지속 인 교육이 요구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보건교육 수혜 여부별 요구도의 차이 분석(t-test) 결과

항목
보건교육
여부

빈도 평균
평균차이(A-B)
(t-value)

영양
받음(A) 43 3.628 -0.039

(-0.26)받지않음(B) 66 3.667
일상
생활

받음(A) 44 3.932 0.081
(0.633)받지않음(B) 65 3.851

성교육
받음(A) 62 3.702 -0.138

(-0.882)받지않음(B) 47 3.84
약물
중독

받음(A) 41 3.715 0.122
(0.766)받지않음(B) 68 3.593

정신
보건

받음(A) 29 4.138 0.26*
(1.677)받지않음(B) 80 3.878

환경
보건

받음(A) 22 3.614 0.14
(0.561)받지않음(B) 87 3.474

질병
예방
관리

받음(A) 59 3.644 0.044
(0.325)받지않음(B) 50 3.6

안전
보건

받음(A) 37 3.822 -0.063
(-0.414)받지않음(B) 72 3.885

소비자
보건

받음(A) 9 3.75 0.07
(0.307)받지않음(B) 100 3.68

지역
사회
보건

받음(A) 17 3.706 0.42**
(2.087)받지않음(B) 92 3.286

 단, *는 10%, **는 5%, ***는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정신보건분야의 세부 교육내용에 한 요구도 역시 

정신보건교육 여부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신건강의 요성  자살의 원인과 

방 책에 한 요구도가 정신보건교육을 받은 학생

과 그 지 않은 학생에 있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살에 한 교육과 

정신건강의 요성에 한 교육이 지속 으로 요구되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생의 정신건강을 하여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 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한편 스트 스의 원인과 처방법에 한 요구

도는 정신보건교육 수혜여부와 계없이 높은 요구수

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스트 스를 받는 

시 의 상황을 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더욱 

효율 인 교육의 진행을 통하여 정신건강을 보장해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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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정신보건 분야 교육의 교육여부별 요구도

항목
정신보건
교육여부

빈도 평균
평균차이(A-B)
(t-value)

정신건강의  
중요성

받음(A) 29 4.172 0.297*
(1.619)받지않음(B) 80 3.875

스트레스의 
원인과  대처 

방법

받음(A) 29 4.345 0.269
(1.593)받지않음(B) 79 4.076

우울병의 
원인과  
대처방법

받음(A) 29 4.103 0.203
(1.145)받지않음(B) 80 3.9

만성피로,무력
감의원인과대처

방안

받음(A) 29 3.966 0.166
(0.843)받지않음(B) 80 3.8

자살의 원인과 
예방대책

받음(A) 29 4.103 0.353**
(1.707)받지않음(B) 80 3.75

 단, *는 10%, **는 5%, ***는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한편, 지역사회보건 분야의 교육여부별 요구도 분석 

결과 119와 병원  보건소의 기능과 이용법에 한 교

육의 요구도는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과 그 지 않은 

학생의 요구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실 으로 119와 병원의 기능  이용법

에 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더욱 안 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지역사회보건 분야 교육의 교육여부별 요구도

항목
지역사회
교육여부

빈도 평균
평균차이(A-B)
(t-value)

119, 병원, 
보건소 기능과 

이용법

받음(A) 17 3.882 0.512***
(2.317)받지않음(B) 92 3.37

지역사회안건강
한 삶을 위한 

노력

받음(A) 17 3.706 0.413**
(1.923)받지않음(B) 92 3.293

지역사회의 
연령별 주요 
사망원인

받음(A) 17 3.529 0.333
(1.373)받지않음(B) 92 3.196

 단, *는 10%, **는 5%, ***는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정신건강수준에 따른 정신보건교육 요구도 결
정요인 분석
본 에서는 정신보건교육 요구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신건강수 조사 항목에서 찾아보아 응답자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즉, 정신보건교육 요구도는 응

답자의 정신건강수 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 조사한 47개의 정신건강조사 지표를 설명

변수로 하여 단계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으

로 분석을 진행하 다. 단계  회귀분석은 가능한 설명

변수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변수부터 단계 으

로 모형에 도입하여, 더 이상 의미있는 설명변수가 없

을 때까지 단계 으로 변수를 추가하고, 새로이 추가된 

변수가 설명력이 낮아지면 설명력이 낮은 변수를 제거

하는 단계를 거쳐서 최종 으로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

수들만을 상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총 47개의 정신건강지표를 도입하여 

통계  유의성이 10% 이상의 유의수 을 달성하는 변

수만을 남겨놓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 다. 구체

인 회귀분석식은 다음과 같다. 

      




∙           (4)

(단, 는 번째 응답자의 정신보건교육 요구도의 

값, 는 번째 응답자의 번째 정신건강 질문에 

한 건강수 의 값을 의미함)

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먼 ,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언행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높을수록 정

신건강의 요구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고

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내던지고 싶은 경향이 있는 경우

에는 정신보건교육의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공연히 불안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에 정신교육의 필요성을 강하

게 느끼는 것으로 단할 수 있는데, 이는 실에 응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하여 정신

보건교육의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람

들이 많은 곳에 가기 싫은 경우 혹은 쓸데없는 생각이 

많은 경우에도 정신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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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정신건강
요성

스트 스
처

우울증
처

만성피로
처

자살원인
책

상수항 3.86***
(0.29)

4.28***
(0.307)

3.43***
(0.306)

3.71***
(0.285)

3.39***
(0.37)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나의 언행에 신경을 쓰게 된다 .271***
(0.0737)

.155**
(0.0652)

.172**
(0.0729)

.281***
(0.089)

 몸의 어느 부위가 힘이 없다 -.053*
(0.0313)

 공연히 불안하다 .352***
(0.084)

.381***
(0.0854)

 마음속이 텅 빈 것 같다 -.155*
(0.0838)

 매사에 정확을 기하느라고 일을 제때에 못한다 .221**
(0.0935)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고독을 느낀다 .199*
(0.101)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기 거북하다 -.152*
(0.0897)

.204**
(0.0944)

.232**
(0.115)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다 .314*
(0.16)

.535***
(0.146)

 그냥 두면 사람들에게 내가 이용당할 것 같다 -.406***
(0.109)

-.191*
(0.103)

-.405***
(0.125)

-.346**
(0.134)

 매사에 걱정이 많다 -.237***
(0.0875)

-.174**
(0.0839)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내던진다 -.325***
(0.096)

-.327***
(0.105)

-.278***
(0.0926)

-.263**
(0.117)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거나 나에 관해서 쑥덕거리는 것 같다 -.506***
(0.114)

-.28***
(0.0856)

 심장(가슴)이 마구 뛴다 .06*
(0.0306)

.0736**
(0.0338)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기가 두렵다 .347***
(0.1)

.209**
(0.0848)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189***
(0.0713)

.154*
(0.0827)

 매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야만 마음이 놓인다 -.171**
(0.07)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다 -.33***
(0.0926)

 근육통 또는 신경통이 있다 .253***
(0.0705)

.222**
(0.11)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208***
(0.0754)

 다른 사람들이 내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441***
(0.119)

.314**
(0.125)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찌릿찌릿하다 -.213***
(0.0804)

-.342***
(0.112)

 혼자서 집을 나가기가 두렵다 -.334***
(0.0946)

 남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나에 관해서 얘기 할 때는 거북해진다 .148**
(0.0725)

 긴장이 된다 .27***
(0.0863)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236***
(0.0808)

 시장이나 극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거북하다 -.299**
(0.115)

-.399***
(0.145)

 허무한 느낌이 든다 -.281***
(0.085)

 나의 사사로운 생각을 남이 아는 것 같다 -.31***
(0.0929)

 기분이 울적하다 -.299**
(0.12)

 결단력이 부족하다 .15*
(0.0869)

 팔 다리가 묵직하다 .273**
(0.108)

관측치 98 97 98 98 98
Adjusted R-squared 0.426 0.464 0.262 0.236 0.272

표 7. 정신보건교육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건강요인 

단, *는 10%, **는 5%, ***는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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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보건교육에 한 실태분석

을 통하여 보건교육의 실태와 요구도와의 괴리를 분석

하 다. 특히 학생의 정신보건교육과 련하여 이에 

한 요구도와 필요성을 심으로 분석을 진행하 다. 

한 정신보건교육의 요구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응답자의 정신건강상태를 통하여 찾아보았다. 분석 결

과 정신보건교육과 지역사회보건 분야에서의 교육 요

구도는 이미 이에 한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응답자보다 더 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정신보건교육 요구도에 향을 미치는 정

신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주  환경에 많은 신경을 쓰

고 있는 응답자일수록 교육의 요구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시백[13]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성년을 상으로한 보건교육의 요성 강조와 차이

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와 습 이 어느정

도 형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을 상으로도 

충분히 정신건강보건교육의 요구도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인 학

생 상 보건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다는 에

서 큰 시사 을 다. 연구결과,  시 를 살아가는 

학생은 정신건강을 해할 수 있는 많은 험요소에 노

출되어 있으며, 특히 스트 스  우울증에 련된 정

신 인 이 크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나, 실제 보건교육에서 정신보건교육이 차지하는 비  

 정신보건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

은 많지 않은 것이 실이다. 한 정신보건교육을 받

아본 학생은 정신보건교육의 요성을 더욱 요하

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정신보건교육에 

한 요구도  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단된

다. 따라서 학생을 상으로 하는 보건교육의 컨텐츠 

 정신보건교육의 요성을 강조하고, 정신보건교육

의 컨텐츠 강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

선되어야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두 곳의 

학교 재학생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이러한 결

과는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신건강보건

교육의 요구도  효과를 더욱 정확히 측정하기 해서

는 앞으로 동일한 주제에 하여 지속 인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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