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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건강지각, 건강지식 및 건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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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일부 지역 학생의 건강지각, 건강지식  건강증진행 에 하여 악함으로써, 추후 학생의 건강증진
을 한 효과 인 간호 재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 상자는 D 역시  J 도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235명을 최종 연구 상자로 하 다. 조사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 다. 학
생의 건강지각, 건강지식 그리고 건강증진행 를 측정하기 해서 한국인에게 맞게 개발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 다. 
학생의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건강지각, 건강지식, 건강증진행  정도를 조사하 으며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t-test, ANOVA, Pearson 상 분석,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 결과 학생의 건강지각은 4  만 에 3.29(±0.53) 이었고, 건강지식은 10  만 에 7.55(±1.67) 이었
고, 건강증진행 는 4  만 에 2.88(±1.67) 이었다. 연구변수간의 상 계에서 건강증진행 는 건강지각(0.65), 건강지식
(0.29), 주  건강상태(0.24)와 유의미한 정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성별, 건강지각, 건강정보 습득 유무는 55%로 학생
의 건강증진에 향을 미치는 가장 큰 측요인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is a exploratory study to examine the health perception, health knowledge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and relations among the factor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235 university 
students at D metropolitan city and J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 to October 30, 2014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which was changed to match the Korean tool. Data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22. The mean level of health perception was 3.29(±0.53), the mean level of health knowledge was 7.55(±1.67) and
the mean level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was 2.88(±1.67). Health promotion behavior showed strong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health perception(0.65), health knowledge(0.29), subjective health status(0.24)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factors affecting health promotion behavior were gender, health preception and health information. R2
showed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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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재 우리나라의 기  수명은 OECD 회원국 평균 기

수명(남자 77.3세, 여자 82,8세)보다 남자는 0.6년, 여
자는 1.8년 더 높아졌지만, 건강수명은 기 수명 만큼 

길지 않아 남자는 12.7년 여자는 17.9년 동안을 질환을 
갖으며 살아가고 있다[1]. 이러한 시 에서 우리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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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은 우리나라 성인의 생체 나이가 남성은 

0.6세 여성은 0.4세 증가하 으며 그  연령별로 살펴

보면 20 에서 1세, 30 에서 0.7세, 40 에서 0.4세, 50
에서 0.1세 증가로 나이든 사람보다는 은 사람들이 
상 으로 생체 나이가 더 증가한 것이다[2]. 

20 에서 생체 나이가 격하게 증가하는 이유  하

나는 학생들의 생활습 의 변화로 간주하고 있다. 즉 
학생들은 군가의 간섭과 보호로부터 벗어나서 자율

이고 개방 인 생활을 처음 경험하게 되면서 흡연, 음
주, 운동량 부족, 불규칙한 식습  등 다양한 건강행 와 

련된 험요인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3-5].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해 건강에 한 심각성을 알려  뿐 아니라 스

스로 깨닫고 행동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면서 학생

들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려는 조직 인 발 을 도모하

고 있다[6].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증진에 련된 
노력이 아직까지는 ・노년 세 에 을 두고 있어 

학생들은  상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7-8]. 하지만, 학생의 건강증진행 에 해서 더 이상 

침묵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연결해주는 간 역할을 하는 세 이기 때문이

다[9]. 즉 이 시기에는 신체, 정신 으로 많은 변화를 경

험하게 되면서 이 변화에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 성

인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이 시기는 성
인 기, 후기에 비해 상 으로 생활습 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 련 행 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 마

지막 시기이기 때문이다[10].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본
인의 건강 련 습 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성

인기 이후의 건강행 실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 학 

시기는 건강증진행 를 확고히 해야 하는 요한 시기이

기 때문이다[11]. 따라서, 학생들의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여 건강한 생활양식을 확고

히 하는 것은 건강한 학생활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졸

업 후 한 사회의 구성요원으로써 건강한 생활습 을 실

천하게 하는데 요하다. 
건강증진행 란 자기 자신에 한 건강의 요성을 

인식하고 건강증진을 한 방행 로서 건강에 한 태

도, 지식, 행동을 통해 개인의 생활습 이나 생활양식을 

변화시켜 건강 리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12]. 
즉 건강증진행 는 일생생활양식의 구성요소가 되는 계

속 인 활동을 통하여 더 높은 수 의 건강상태를 하

여 능동 으로 환경에 반응하여 궁극 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13]. 이러한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건강증진행 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하다[14]. 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학생의 건강
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심리 인 요인과 

련한 연구들이 부분이었다[3,10,15-18]. 하지만 학
생들은 성인과는 다른 역동 이면서 민감한 시기이기 때

문에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11-19].
건강지각이란 인간의 지각을 통하여 건강과 련된 

것을 의식하는 주 인 인식과정이며,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동기 부여 요인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7]. 하지만, 학생의 건강증진행 에 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일반 으로 생활습 과 련된 질환

에 심  지식 정도가 낮으며 건강증진행   건강지

각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0]. 뿐만 아니
라, 이들 학생들은 후일 우리사회를 이끌어나갈 핵심 
인력으로 학생의 건강에 한 깊은 심을 가지고 그

들의 건강지각에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모색도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

다[15]. 
건강지식이란 개인의 일상 인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지 능력이며 건강증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

소  하나이다[12]. 따라서, 건강에 한 지각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장기 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는 건강에 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건강지식은 인간의 건강에 한 이해를 돕고 건강행 의 

동기부여 요인이며 올바른 태도 확립에 향을  수 있

다[21]. 
이상의 문헌들을 종합해보면 건강지각, 건강지식 그

리고 건강증진행 는 서로 연 되어 있으며 이들 각각의 

정도  각 개념간의 계를 악하는 것은 건강상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계에 한 연구가 국외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만[9,22-23], 국내에서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로 들어서

는 환시 을 경험하게 되는 학생을 상으로 건강증

진행 정도를 악하고 건강지각  건강지식간의 련

성을 규명하여 학생의 바람직한 건강증진 로그램을 

모색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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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  건강 련 특성을 악한

다.
(2) 상자의 건강지각, 건강지식, 건강증진행  정도

를 악한다.
(3)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  정도

를 악한다. 
(4) 상자의 건강지각과 건강지식, 건강증진행  간

의 상 계를 분석한다.
(5) 상자의 건강증진행 에 미치는 향요인을 규

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생의 건강지각, 건강지식, 건강증진행
를 악하고 학생의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하여 시행하는 서술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를 실시하기  상자의 윤리 인 측면을 고

려하여 연구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다. 동의서의 내용에
는 설문 소요시간과 설문에 참여하는 간 언제라도 본

인이 원할 경우 연구 참여를 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

다. 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모든 내

용은 연구목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참
여자의 익명이 보장됨을 사 에 설명하 다. 작성된 설
문지는 연구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서 보 하고 있을 

것이며, 연구가 종료된 이후 량 폐기할 계획임을 사
에 설명하 다. 한 추후에도 언제든지 문의 사항이 있
을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설문

조사 후 연구 참여에 해 감사의 사례를 하 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상자는 D 역시  J 도에 거주하
고 있는 학생을 상으로 240명을 편의표집하 다.  
조사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
다. 연구표본수의 크기 결정은 G*power 3.1 로그램
을 참조, 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간 정도의 효과 크기

인 0.15, 유의수  0.05, 통계  검정력 0.80 그리고 독

립변수 2개를 투입하여 산출한 결과 최소 153명이 필요
한 것을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표본의 수는 연구 변수
들 간의 계를 통계 으로 확인하는데 충분하 다. 총 
240명의 응답자  주요 연구 설문 문항의 3개 이상을 
응답하지 않은 3명과, 체 문항의 80% 이상을 동일한 
답안으로 응답한 무성의 응답자 2명을 제외한 총 235명
의 설문지로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2.3 연구 도구

2.3.1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 행 는 Walker, Sechrist 와 Pender[24]가 
개발한 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HPLP)를 
Seo[25]가 번안하여 우리 문화에 맞게 일부 수정한 문항
을 사용했다. 건강증진행  측정도구는 자아실  11개 
문항, 건강책임 10개 문항, 운동과 양 12개 문항, 인
계 지지 7개 문항, 스트 스 리 7개 문항으로 총 47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  안 한다’ 1
에서부터 ‘규칙 으로 한다’ 4 까지의 4  척도이다. 
수 범 는 최  47 에서 188 까지로 수가 높을수

록 건강증진행  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Walker 
등의 HPLP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89 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96이다. 

2.3.2 건강지각

건강지각 측정도구는 Ware[26]에 의해 개발된 건강
지각 측정도구(Health Perception Questionnaire)를 Yoo, 
Kim과 Park[27]이 한국인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
로 총 20문항을 사용하 다. 본 도구는 Likert 4  척도

로 ‘  그 지 않다’ 1  ‘항상 그 다’ 4 을 주었으

며 부정 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 고 수 범 는 최

 20 에서 80 까지로 수가 높을수록 건강지각 정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79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9
이다.

2.3.3 건강지식

건강지식 측정도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

한 2001년 서울 시민의 보건의식 행태조사표,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표와 선행연구를 토 로 Ha[28]가 개
발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진 형 10문항으로 
‘그 다’ ‘아니다’를 선택하도록 구성하 고 정답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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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rticipant’s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n= 235

Health information
Yes 139 59.1
No 96 3.4

Health consciousness
Yes 207 88.1
No 28 11.9

Disease
Yes 50 21.3
No 185 78.7

Medicine
Yes 26 11.1
No 209 88.9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well 24 10.2
 Well 120 51.1

 Common 73 31.1
 Poor 18 7.6

항 당 1  오답인 경우 0 을 주어 최고 수는 10  최

 수는 0 이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를 이용하여 
통계분석 처리하 다. 상자  주요 연구 변수에 한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하 다. 인구통계변수가 건강증
진행 , 건강지각, 건구변수에 한 기술통계와 빈도분
석을 하 다. 인구통계변수가 건강증진행 , 건강지각, 
건강지식 등 주요연구변수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성별 등 명목형 변수에 해서는 t-test와 ANOVA를, 
나이 등 연속형 인구통계변수에 해서는 Pearson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주요 연구변수간의 상 계는 피어슨 상 분석으로 검

증하 으며, 건강지각  건강지식이 건강증진행 에 미치

는 향을 악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상자는 총 235명으로서 남자가 76명
(32.3%), 여자가 159명(67.7%)이었다. 상자의 연령은 

18~29세로 평균 21.2(±1.9)세 다. 상자  종교를 가
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132명(56.2%)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45명(19.1%). 불교 31명(13.2%), 가톨릭 24명
(10.2%), 기타 종교는 3명(1.3%)이 다. 거주형태별로 
보면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가 135명(57.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자취가 72명(30.6%), 기숙사 18명
(7.7%), 하숙 8명(3.4%)이며, 기타 거주 형태도 2명 

(0.9%)이 있었다. 

3.2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   

상자의 건강 련 특성을 보면, 건강에 한 정보를 
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139명(59.1%), 건강에 심이 
있는 상자는 207명(88.1%)이며 재 질환이 있는 
상자는 50명(21.3%), 약물 복용 인 상자는 26명
(11.1%)이다. 상자의 주 인 건강상태에 해서는 

다수인 120명(51.1%)이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하 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 235

N (%)

Gender
M 76 32.3
F 159 67.7

Age(yr)
 

<20 59 25.1
20~21 44 18.7
22~23 87 37.0
24~25 40 17
≥26 5 2.1

Religion

Protestant 45 19.1
Catholic 24 10.2

Buddhism 31 13.2
Others 3 1.3
None 132 56.2

Resident Type

with Parents 135 57.4
Boarding house 8 3.4

Rent 72 30.6
Dormitory 18 7.7

Others 2 0.9

3.3 연구대상자의 건강지각, 건강지식, 건강증

진행위 정도

상자의 건강지각은 평균 3.29±0.53 이었고, 건강
지식은 평균 7.55 ±1.67 , 건강증진행 는 평균 2.88

±0.53 으로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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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ealth promotion behavior, health  perception, health knowledge
 (n=235)

　Variables Cathegories M±SD Min. Max.

Health promotion behavior

(Likert scale 1 ~ 4)

Spiritual growth 3.26 ±0.59 1.33 4.00
Health responsibility 2.55 ±0.66 1.00 4.00

Physical activity 2.51 ±0.66 1.00 4.00
Nutrition 2.76 ±0.55 1.17 4.00

Stress management 3.16 ±0.59 1.33 4.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2.90 ±0.64 1.50 4.00

2.88 ±0.53 1.72 3.98

Health perception

(Likert scale 1 ~ 5)

Current health 3.44 ±0.58 1.71 5.00
Prior health 3.17 ±1.00 1.00 5.00

Health outlook 3.68 ±0.72 1.50 5.00
Health worry/concern 3.23 ±0.77 1.50 5.00
Resistance to illness 317 ±0.80 1.00 5.00
Sickness orientation 3.12 ±0.76 1.33 5.00

3.29 ±0.53 2.00 5.00
Health knowledge

(Score 1 ~ 10) 7.55 ±1.67 1 10

Table 4. Research variables by gender 

Variable Cathegories
Gender

t Sig.
(2 tailed)Male Female

Health 
promotion 
behavior

Spiritual growth 2.98(±0.58) 3.39(±0.55)
Health responsibility 2.30(±0.62) 2.68(±0.65)

Physical activity 2.43(±0.62) 2.55(±0.67)
Nutrition 2.56(±0.53) 2.86(±0.54)

Stress management 2.90(±0.56) 3.28(±0.57)
Interpersonal 
relationship 2.68(±0.57) 3.01(±0.64)

2.65 (±0.47) 2.99 (±0.52) 4.98b <0.01

Health 
perception

Current health 3.13(±0.61) 3.28(±0.57)
Prior health 3.07(±0.97) 3.27(±1.018)

Health outlook  3.33(±0.76) 3.49(±0.70)
Health worry/concern 3.00(±0.81) 3.25(±0.73)
Resistance to illness  3.47(±0.97) 3.77(±0.68)
Sickness orientation  3.03(±0.77) 3.16(±0.75)

3.16 (±0.56) 3.35 (±0.51) 2.63a <0.01
Health 

knowledge 7.00 (±1.89) 7.82 (±1.50) 3.31b <0.01

Health
information 1.61 (±0.49) 1.31 (±0.47) 4.31b <0.01

a Equal variance assumed
b Equal variances not assumed

c Health information acquired=1, not acquired=2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

위 정도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변

수 값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향을 미친 변수

는 성별로 Table 4와 같다. 건강증진행 , 건강지각, 건
강지식, 건강정보 습득 여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독립집단 t 검정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건강지각, 건강지식, 건

강증진행  정도를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다. 건강
련 변수에서 건강에 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집단

에서 건강증진행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 으며

(t=9.07, p<.001) 건강에 심이 있는 상자에서 심이 
없다고 답한 집단보다 건강증진행  정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t=7.85, p<.01). 

3.5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 

상자의 건강증진행 에 한 수 은 건강지각(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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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ealth perception, health knowledge, health promotion behavior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235)

　 n M±SD t p

Health information

Health promotion 
behavior 235 2.88 (±0.53) 9.07 <.001

Yes 139 3.09 (±0.48)
No 96 2.56 (±0.41)

Health 
consciousness

Health promotion 
behavior 235 2.88 (±0.53) 7.85 <.001

Yes 207 2.94 (±0.51)
No 28 2.37 (±0.33)

Table 7.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on behavior

Model1
Model2

Model3
2-1 2-2

(Constant) 0.592** 0.403* 0.495** 0.686**
Health consciousness 0.614** 0.594** 0.612** 0.536**
Health knowledge 0.035* 0.024
Gender 0.204** 0.220** 0.138**
Health information 0.331**
R2 0.44 0.47 0.47 0.55

     * p<0.05, 
 ** p<0.01 

(a) man=1, woman=2
(b) Health information acquired=1, not acquired=0

건강지식(0.29), 주  건강상태(0.24)와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정의 상 계를 나타냈다. 건강지각도 건강지식
(0.28), 건강상태(0.32)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able 6과 같다.

Table 6. Correlation among variables

　

Health 
promotion 
behavior

Health 
consciousne

ss

Health 
knowled

ge
Age

Health 
consciousness .654**

Health 
knowledge .287** .281**

Age .075 .097 .054
Perceived 

health Status .242**    .319** .100 .002

** p< 0.01

3.6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자의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

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7과 같
다. 모형1은 독립변수를 건강지각과 건강지식으로 한 것
으로, 다 회귀분석 결과 두 변수 모두 유의미한 회귀계

수를 나타내었다. 모형1의 설명계수인 R제곱은 0.44
다. 즉 상자들의 건강증진행 에 건강지각과 건강지식

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 이 두 독
립 변수로 건강증진행 의 44%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결과이다. 모형2-1은 모형1에 성별구분을 추가하여 분석
한 결과 건강증진행 와 성별구분은 유의미한 회귀계수

를 보 으나, 건강지식만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회귀계

수의 수 을 나타내지 못하 다. 체 모형의 설명력은 

0.47로 모형1에 비해 높아졌다. 모형 2-1에서 통계 으

로 유의미하지 못한 회귀계수를 보인 건강지식을 제외한 

수정모형이 모형 2-2로, R제곱은 0.47수 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모형1에서의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던 건강지식은 성별에 따른 건강지식의 차이

를 나타내었을 뿐이며, 건강증진행 는 성별에 좌우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별에 따라 건강지식을 가진 정도
가 다르며, 건강증진행 를 하는 정도도 다르다는 의미

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3은 모형2-2에 건강정보 습득여
부를 추가한 결과, 건강지각, 성별구분, 건강정보 습득여
부 모두 유의미한 회귀계수를 나타내었다. 체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제곱 값은 0.55 다. 즉 상자의 
건강증진행 의 55%를 성별, 건강지각과 건강정보 습득
여부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모형 2의 
R제곱 0.46에 비해 모형의 설명력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 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8호, 2015

5400

4. 논의

본 연구는 학생의 건강지각, 건강지식  건강증진
행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계를 악하여 학생의 

건강증진행 를 향상시킬 수 있는 로그램 개발 시 기

자료를 제시해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재 우리
나라 20 인 학생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  등 건강을 해하는 여러 가

지 험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3-5].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의 건강지각, 건강지식, 건강증진행  간의 계를 

악하여 건강증진행 를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 으로

도 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 상자의 건강지각 수는 4  만 에 평균 

3.29 으로 학생을 상으로 한 Hong[15]의 연구 
3.42  보다 조  낮고 Park 등[18]의 연구 3.22  보다 

다소 높지만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분 

간 이상의 건강지각인 연구결과와 같다. 하  역별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미래건강에 한 지각 수가 
3.68 으로 가장 높았으며, 재 지각 수 3.44 , 건강
심 3.23  순이었다. 건강지각이란 개인의 건강증진행
에 요한 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요한 요소이기 때문에[9] 건강지각에 따른 
개별화된 근방법이 필요하다. 건강지각의 하부 역별

로 살펴보면 본 연구결과에서는 미래와 재 건강에 

한 건강지각 수가 높았다. 따라서 학생들의 건강지
각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건강지각 정도에 따라 재 

뿐 아니라 년 이후인 미래의 건강을 좌우 할 수 있다

는 인식을 심어  필요가 있다. 재와 미래는 독립 으

로 다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이어지고 

있다는 을 강조함과 함께 자신의 건강에 한 본인 스

스로의 책임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는 차

별화된 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 과

거 기 청소년기에 부모나 교사에게 의존 으로 지켜왔

던 상황들에 해서 좀 더 구체 이고 독립 인 로그

램을 제시하여 재의 각 개인의 건강에 좀 더 책임의식

을 심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즉 학생인 재부
터 성인기 이후의 미래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지속 이면

서 스스로를 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 인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상자의 건강지식 수는 10  만 에서 

7.55 이 다.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지식으
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건강에 한 의식과 행동의 변

화를 해서는 지식 제공이 필수 이다. 국내에서는 
학생의 건강지식과 련한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가 어

렵지만 국외에서는 건강지식의 요성에 한 여러 연구

가 보고되었다. 국외 연구에서도 학생의 건강지식 
수는 반 이상의 높은 수를 나타내었고 이런 지식 정

도가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

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22].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학생의 건강행동은 성
인의 수 으로 습 화되기 때문에 그 요성을 미리 인

지하고 학보건서비스 지원을 한 법령을 제정할 뿐 

아니라 ‘건강한 학 캠퍼스 2010’을 개발하고 보 하여 

학생들의 건강지식 수 을 향상시키기 한 통합  

근방안을 제공하고 있다[7].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는 학생에 한 건강지식 정도를 악할 수 있는 제도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아 학생의 건강지식 정도를 

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 반 인 

학생의 건강지식 정도를 악하고 쟁 화 되는 문제를 

평가하여 그에 맞는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건강

증진 로그램의 차별화  학보건체계 수립의 당 성

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상자의 건강증진행  수는 4  만 에 

2.88 으로 나타나 Yang과 Moon[10]의 연구결과 2.3 , 
Na 등의[4] 연구 결과 2.6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건강증진행  수는 나이

가 많을수록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4,29]. 본 연구 상
자인 학생의 평균 연령은 22세 이상이 56.1%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한 반면에 선행연구에서는 34.5%에서 
40.5%를 차지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보다 연령 가 낮았

다. 즉 나이와 건강증진행 간의 상 계성에 한 선

행 연구결과를 부분 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작은 부분
에서 실천하는 건강증진행 들이 모여서 하나의 습 을 

형성하고 이러한 습 들이 결국 건강을 좌우하는 요한 

석이 될 뿐 아니라, 학생 시기에 있어서 건강 리는 

추후 삶의 질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을 해 바람직한 생활 습

을 형성하고 건강증진행 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행동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해서는 

건강증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한 다각

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나이가 증가할
수록 건강 련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상 으로 증

가하면서 자신의 건강에 한 심을 갖고 일상생활 속

에서 건강증진 행  실천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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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 로[30] 학생들이 쉽게 근하고 심을 가질 

수 있는 연령 에 맞는 다양한 건강 련 강좌를 개발하

고 제공하여 학생들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 건강증진행  정도가 상 으로 낮을 수 있는 신

입생을 상으로 동기유발을 강화하여 지속 으로 건강

증진행 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  정도

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여학생(2.99±0.52)의 건강증진
행  수가 남학생(2.65±0.47)보다 높았으며 건강 련 
정보 정도(t=9.07, p<.001), 건강에 한 심 정도

(t=7.85, p<.001)가 건강증진행  정도에 정  향력

을 미쳤다. 성별과 건강증진행 간의 상 계에 한 

선행 연구결과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건강증진행

 수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3,15,31], 성별과 건강증
진과 아무런 계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32-33], 는, 
여학생이 건강증진 수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

[30,34]. 이 게 성별과 건강증진과의 계에 한 연구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 일 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추후 

반복 연구를 지속 으로 하여 남, 여 성별의 차이 결과를 
통해 건강증진 로그램 용 시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

여 행동 변화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Kim, Jung과 Han[30]의 연구 결과에 따
르면 건강 련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건강증진행  

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심을 갖고 정보를 수

집하는 과정 속에서 건강증진행  수가 증가한다고 보

고하 다. 따라서 건강증진 련 로그램을 개설하기 
에 성별에 따른 학생의 차이 을 인식할 뿐 아니라 

건강에 한 심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로그램을 기획단계에서부

터 세심하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변수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건강증

진행 는 건강지각(0.65), 건강지식(0.29), 주  건강

상태(0.24)와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나타내었고 건강

지각도 건강지식, 주  건강상태와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정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p<.001). 이는 건강증진
과 건강지각, 건강지식  건강상태와 한 연 이 있

음을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와 동일하다[9,15,22]. 재, 
우리나라는 , , 고등학생들을 한 건강증진 학교보
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학생을 한 학보건서비

스 제공 체계를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 학

은 행정 으로 보건서비스와 련된 자율권을 보장받는 

반면 체계 인 근의 근거가 부족하여 리가 효과 으

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증진 향상을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는 하지만 건강지식  정보 달 심의 보건교육을 제

공함으로써 건강형태 변화  환경에 한 통제력 강화

에 효과 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7]. 따라
서 학생의 건강증진행 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건강

증진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여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 개발을 모색하여 

이를 용하는 것이 시 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건강증진행  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건강지각과 건강정보 습득 여부의 설명력은 55%
이었다. 즉 학생의 건강증진행 를 증진시키기 해서

는 남녀 차이를 고려한 로그램을 계획해야 하며 로

그램 시작 에 각 학생들의 건강지각  기존 갖고 있

는 건강정보정도를 악한 후 그 수 에 맞는 맞춤형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 남녀 차이, 지각 
정도  건강정보 정도를 악하여 만든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한 후 그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가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 235명을 상으로 건강지각, 건강
지식  건강증진행  정도를 악하고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한 서술  상 계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학생의 건강지각, 건강지식  
건강증진행  정도는 간 이상 수 으로 악되었으며 

건강증진행 는 건강지각, 건강지식, 주  건강상태와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나타냈으며 건강지각도 건강지

식, 주  건강상태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

계를 나타냈다. 한, 건강증진행  정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건강지각과 건강정보 습득 여부
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 로 하여 학생의 

건강증진행 를 증진시키기 해서는 우선 으로 교육

로그램 구성 시 참여자의 성별  건강지각 정도와 건

강정보 정도의 차이를 인식하고 고려한 차별화된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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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개발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제한 인 표집 방법 사용이라는 제한 에

도 불구하고 학생의 건강증진행 의 련요인을 분석

하여 보고하 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본 연
구를 통해 확인된 건강증진행  련 요인은 간호 재 

개발 시 정보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한
다. 첫째, 규모 조사 연구를 통한 지역별 비교 연구  
표집수를 늘린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 로 학생에게 맞는 건강증진 로그램이 개

발되어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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