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비교적 정형화 되어 있던 고등학교까지의

생활에서보다자율적이고개방적인생활을처음경험하

게 되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이러

한 급격한 변화는 흡연, 음주, 운동량 부족, 불규칙한 식

습관 등 건강위해 요소에의 과다한 노출과도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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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시도된 융합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일 지역의 대학 재학생 200명을 편의표집 하였으며,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하였다. 자료분석은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과 단계별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영향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β=-.323, p<.01), 건
강지각(β=-.278, p<.01), 성별(β=-.197, p<.01), 아침식사 습관(β=-.192, p<.01)이었으며, 이들에 의한 설명력은 
33.1%였다. 이상의 결과로 대학생의 신체적 건강상태 개선을 위해 주관적 인식의 강화와 건강지각에 대한 긍정적 강화, 
그리고 아침식사를 하는 습관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적용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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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a convergence study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physical health status of college 
students and to present a strategy for effective program development.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00 
college students in a region and collected data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physical-health status of the college studen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health status(β=-.323, p<.01), health awareness(β=-.278, p<.01), gender(β=-.197, 
p<.01), and breakfast habit(β =-.192, p<.01). And the explanatory power(R2) by 4 variables was 33.1%.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strengthening subjective perception, positive reinforcement of health awareness, 
and habit of breakfast were important for improvement of physical health statu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health promotion program based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physical health status and to 
analyze its applic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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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1], 건강상의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

기도 하다[2]. 그러나 성인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서의

질병이환율은중·장년기에비해낮아자신의건강을과

신할 수 있고, 또한 건강행위에 대한 관심부족이나 잘못

된인식은불건전한생활습관의지속으로연결될가능성

이있다. 이런점에서대학생시기의건강은성인기이후

의건강과삶의질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요인이

라 생각된다.

그러나지금까지의건강관련연구들은질병이환율이

높은중·장년 및노인을대상으로주로이루어지고있으

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체적 건강상태

나 건강습관에 대한 영향요인보다는 건강지각이나 건강

지식과 건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3,4], 주거형태와 건강

증진행위와의관계[5]와 같은건강증진행위에영향을미

칠것으로추측되는일부요인들에대한연구와우울, 스

트레스, 불안, 대학생활적응같은정신건강에관한연구

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5,6,7,8,9]. 따라서 대학

생의 균형 잡힌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을 위해서는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 건

강행위 지각, 건강습관을 파악하고, 이상의 요인들이 대

학생의신체적건강상태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이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건

강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건강수준을 예견하는 지표 중

하나로서스스로의건강을평가하는중요한의미가있는

지표라할수있다[10].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를바탕으

로 한 연구[11]를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이 높은 경

우흡연, 음주, 체중조절, 규칙적운동, 규칙적식사와 같

은 건강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대학생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도기숙사거주

집단이자취나하숙거주집단보다건강습관이높게나타

났으며[5], 주관적 건강상태의 인식에 따라 체중에 대한

만족도, 운동, 금연, 수면시간, 그리고 식습관과 같은 건

강증진행위에차이가있고[7,8], 특히체질량지수나성별

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의 인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있다[8]. 다시 말해주관적건강상태에대한인식정도

는 신체적 건강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성별, 체질

량지수 및 주거형태에 따른 신체건강의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행위 지각은 건강과 관련된 행위 수행이 자신에

게 이득이라고 자각하는 정서인 지각된 이익과 여러 장

애요소로 인해 행위 수행에 장애가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의미하는 지각된 장애로 구성되며, 이는 건강행

위의실천에영향을미치는요인중하나이다[12]. Lee[12]

는 연구를 통해 건강행위 지각이 건강습관 중 아침식사

여부를 결정짓는 영향요인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

들도건강에관한긍정적인인지혹은지각이운동과영

양을포함하는건강증진행위에강한설명력을갖고있다

고보고하고있다[3,4]. 건강증진행위와건강습관이동일

한개념은아니지만, Yang[3]의 연구를보면건강증진행

위가건강에대한태도, 지식, 행동을통해개인의생활습

관이나생활양식을변화시켜건강관리능력을키우는것

이라 정의하고 있어, 건강증진 행위가 건강습관을 포함

하는개념이라할수있다. 따라서건강행위에대해긍정

적인 지각 강화가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정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인간이어떠한행동을위해서는그행위에대한의도,

태도, 신념과같은주관적인식요인에의한영향이큰데

[13], Hong은 연구를 통해 심리적, 주관적 요인에 의해

건강증진행위가결정되고, 임상적사정보다지각된건강

상태를 이용해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다[1]고 인용하였다. 즉, 개인의 건강습관은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상태, 건강행위에 대한 긍정적 지

각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강습관에 따라 신체

건강또한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되어이에대한검정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건

강행위 지각, 건강습관 및 신체적 건강상태는 서로 관련

성이있을것이라여겨지며, 더불어성별, 주거형태, 체질

량지수등에따른차이가존재할것이라생각된다. 따라

서장기적인관점에서우리사회를이끌어나갈대학생들

의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

는향후올바른건강습관을형성할수있도록하는건강

증진프로그램수립에실증적근거로활용할수있을것

이라 본다.

1.2 연구의 목적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건

강행위 지각, 건강습관 및 신체적 건강상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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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건강상태의

차이를 분석한다.

(3)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건강행위 지각,

건강습관 및 신체적 건강상태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다.

(4)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이 연구는 대학생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G광역시에 있는 11개 대학 및 전문대학에

현재재학중인 200명의학생을대상으로 2017년 6월 5일

부터 6월 18일까지구조화된자가보고식설문지를이용

하여 시행되었다. 총 표본크기는 G-power version 3.1.2

(Franz Faul, German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

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중간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를 10개 정도로 고려

하여산출한결과최소표본크기 172명으로산출되었으

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명의 연구대상자를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자는 헬싱키선언의 연구윤리기준을 준수하였으

며, 이를 위해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자발적참여의사가있는경우에만동의서에서명을받고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의지에 따른

연구철회 가능성과, 익명성 보장을 설명하였다. 배부된

200부 중 19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96.5%), 10% 이상의 무응답이 있는 12개를 제외한 최종

181개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관한 문항은 건강인식과 관

련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문항을 검토한 후[8,14], 저자

의동의를얻어본연구에맞게수정하여작성하였다. 평

소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느끼는지, 건강상태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친구와비교하여건강상태가어떻다고생각

하는지의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3점척도로조사하였다. Kim등의연구[14]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ch’α=.70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Chronbach’α=.782이었다.

2.3.2 건강행위 지각  
건강행위 지각은 건강 관련 행위의 수행에 대한 개인

의긍정적혹은부정적인지정도에대해평가하는도구

로 Lee[12]의 도구 중 일부를 저자의 동의를 얻어 본 연

구에맞게수정하여사용하였다. 금연, 절주습관, 운동습

관, 균형 있는 영양섭취와 적절한 수면이 건강향상에 도

움이된다고생각하는지와바쁜일상생활로인해건강한

생활습관을실천하기가어려운지, 몸에나타나는증상이

나 증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의료기관 방문이

가족에게 걱정 끼칠 일이라 생각하는지, 주변에 건강행

위 실천에 관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Lee 연구[12]에서의

신뢰도는 지각된 이익 Chronbach’α=.792, 지각된 장애

Chronbach’α=.63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α

는 각 각 .807과 .600 이었다.

2.3.3 신체적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는 Lee[12]가 수정한 Cornell Medical

Index (C.M.I) 중 신체적 건강상태 측정 영역을 저자의

동의하에 사용하였다. C.M.I는 미국 코넬대학의

Brodman 등이 Cornell Service Index(1945)를개량발전

시킨신체적, 정신적건강을측정하는검사법이다[12]. 총

20문항, 5점 Likert 척도로작성하였으며, 각문항의총합

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α

=.908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8.0 (IBM Corp.,

Armonk, NY)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분석 방법은 서술적 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특성, 주관적건강상태인식, 건강행위지각, 건강

습관, 신체적건강상태에대한빈도와백분율, 평균과표

준편차 등을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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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건강상태의 차이는 t- test, ANOVA로 분석하였으

며, ANOVA분석후사후검정 Duncan을 이용하여평균

비교 하였다.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건강행위

지각, 및신체적건강상태간의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

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영

향요인을규명하기위해다중회귀분석하였고, 다중회귀

분석후독립변수에대한다중공선성, 잔차, 특이값등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서술적 통계분석을 이용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

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분석결과 여학생이 116명

(64.1%), 남학생이 65명(35.9%)을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20세 이상 25세 미만이 115명(63.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20세 미만 48명(26.5%), 25세 이상

30세 미만 15명(8.3%), 30세 이상 3명(1.7%)으로 나타났

다. 종교는없다는응답자가 122명(67.4%)으로있다는응

답자 59명(32.6%) 보다많았다. 응답자의학년분포는 4학

년 88명(48.6%), 3학년 45명(24.9%), 1학년 25명(13.8%),

2학년 23명(12.7%)의 순이었으며, 거주형태는 자택 124

명(68.5%), 자취 38명(21.0%), 기숙사 18명(9.9%)의순이

었다. 체질량 지수는 응답자가 답한 신장과 몸무게를 이

용하여 산정하였다. 체질량 지수 (BMI; Body Mass

Index)는 BMI = 체중 (kg) / (신장 (m))2의 산술식을 이

용하여계산하였고, 저체중(BMI <18.5 kg/m2), 정상체중

(18.5 ≤ BMI < 23.0 kg/m2), 과체중(23.0 ≤ BMI < 25.0

kg/m2 ), 비만( 25.0kg/m2 ≤ BMI)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정상군 109명(60.2%), 저체중군 35명(19.3%), 과체

중 군 19명(10.5%), 비만 군 18명(9.9%)의 순이었다

<Table 1>.

3.2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건강행위 지각, 건강습
관 및 신체적 건강상태의 정도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건강행위지각, 생활

습관 및 신체적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주관적건강상태인식측정은 4가지문항모

두에서응답자의과반이보통이상의긍정적답변을하였

다. 건강행위 지각 중 지각된 장애는 역환산하여 분석하

였는데, 응답자의 과반수가 건강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이익이 되며, 행위 수행에 장애를 느끼지는 않는다고 답

변하였다. 건강습관은흡연, 음주, 운동, 아침식사와수면

시간을측정하였으며, 규칙적인운동이나아침식사를하

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나타

내었다. 마지막으로신체적건강상태는 20문항의총합을

분석에이용하였으며, 그 결과평균 48.71±13.5점으로나

타나 비교적 신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건강상태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건강상태의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해 신체적 건강상태 20개 문항의 총합

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점수가 높

을수록신체적건강상태가좋지않음을의미한다[12]. 분

석결과성별에따라서만통계적으로유의하게차이가있

었는데(t=-3.15, p<.01),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

으로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나이

(F=0.13, p=.94), 종교(F=-0.45, p=.65), 학년(F=2.32,

p=.07)과 거주형태(F=1.79, p=.17), 체질량 지수(F=0.12,

p=.94)에따른신체적건강상태는집단간통계적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지

만, 저체중 군이나 정상체중 군에서의 신체적 건강상태

점수가과체중군이나비만군에서의신체적건강상태점

수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3>.

Characteristics n (%) M(SD)

Gender female 116(64.1)
male 65(35.9)

Age <20 48(26.5) 22.02(2.82)
20~24 115(63.5)
25~29 15( 8.3)
≥30 3( 1.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1)

Religion yes 59(32.6)
no 122(67.4)

Grade 1st 25(13.8)
(year) 2nd 23(12.7)

3rd 45(24.9)
4th 88(48.6)

Type of own house 124(68.5)
residence self-boarding 38(21.0)

dormitory 18( 9.9)
no answer 1( 0.6)

BMI (kg/m2) underweight 35(19.3) 21.24(3.45)
normal 109(60.2)
overweight 19(10.5)
obesity 1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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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학생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건강행위 지

각, 건강습관 및 신체적 건강상태 간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건강행위 지각,

건강습관 및 신체적 건강상태 간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4>와같다. 먼저주관적건강상태인식은

건강행위 지각(r=.21, p<.01) 및 운동습관(r=.18, p=.01)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이 있었으며, 신체

적 건강상태(r=-.44, p<.01)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이 있

었다.

건강행의지각은흡연여부(r=.25, p<.01), 아침식사습

관(r=.15, p=.03), 평균수면시간(r=.21, p<.01)과는유의한

양의 상관이 있으며, 신체적 건강상태(r=-.35, p<.01) 사

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이 있었다. 또한 음

주여부는평균수면시간과양의상관(r=.15, p=.04)이있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ean (SD) Min Max

Subjective Perception of Health Status

Usual health status bed 25(13.8)

8.51 (2.07) 4 12

as usual 61(34.3)
good 94(51.9)

Usual stress level a lot 66(36.5)
ordinary 102(56.4)
small 13( 7.2)

Degree of a lot 23(12.7)
disturbance of daily ordinary 79(43.6)
life small 79(43.6)
Health status bed 30(16.6)
compared with same 101(55.8)
peer group good 50(27.6)

Health Awareness
Perceived profitability bed 5( 2.8)

34.92 (4.07) 22 45

ordinary 26(14.4)
good 150(82.9)

Perceived disability bed 1( 0.5)
ordinary 15( 7.8)
good 165(85.5)

Health Habit
Smoking now yes 21(11.6)

2.70 (0.66) 1 3in the past 12( 6.6)
no 148(81.8)

Alcohol Drinking last yes 167(92.3)
1.08 (0.26) 1 2

1 year no 14( 7.7)
Exercise none 61(33.7)

2.83 (1.59) 1 5

(over 30 min) 1 time/month 20(11.0)
2 ~ 4 times/month 30(16.6)
2 ~ 4 times/15days 26(14.4)
≥3times/weeks 43(23.8)
no answer 1( 0.6)

Breakfast not eat 57(31.5)

2.44 (1.37) 1 5
irregularly 54(29.8)

2 ~ 4 times/weeks 26(14.4)
5 times / weeks 21(11.6)
everyday 23(12.7)

Sleep time (per day) < 4hr 1( 0.6)

3.79 (1.12) 1 6

4 ~ < 5hr 22(12.2)
5 ~ < 6hr 50(27.6)
6 ~ < 7hr 64(35.4)
7 ~ < 8hr 29(16.0)
≥ 8hr 15( 8.3)

Physical Health Status 48.71 (13.55) 21 87

<Table 2> Subjective Perception of Health Status, Health Awareness, Health Habit, and Physical Health Status  
(N=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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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아침식사 습관은 신체적 건강상태와 음의 상관

이 있었다(r=-.28, p<.01).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PH

Mean(SD)
t/F
(p)

Gender male 44.65(13.51) -3.15
(<.01)female 51.24(13.17)

Age <20 49.40( 9.82)

0.13
(.94)

20~24 48.67(14.79)
25~29 47.00(14.86)
≥30 47.67(14.29)

Religion yes 49.34(14.45) -0.45
(.65)no 48.37(13.19)

Grade 1st 50.72(11.58)
2.32
(.07)

2nd 44.26(10.02)
3rd 46.00(13.79)
4th 50.88(14.59)

Residence own house 49.90(13.49)
1.79
(.17)

self-boarding 47.10(14.83)
dormitory 43.88(11.05)

BMI underweight 49.84(16.68)

0.12
(.94)

normal 48.79(13.38)
overweight 47.94( 8.82)
obesity 47.72(14.02)

SP, subjective perception of health status; HA, health awareness;
PH, Physical health status; BMI, Body Mass Index

<Table 3> Physical Health Statu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81)

3.5 대학생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예측요인
대학생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건강행위 지각 및 건강습관의 설명력을 검정하고,

더 강한예측력을갖고있는변수를확인하기위해단계

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5>. 이때 대상자

의일반적특성중차이가있었던성별을포함시켰다. 먼

저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건강행위 지각과 흡연,

음주, 운동, 아침식사 및 평균수면시간으로 구분된 건강

습관으로 구성된 8개의 독립변수로 신체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건강습관 중 흡연, 음주, 운동 및 수면시간은 유의

하지않았으며, 이를제외한성별, 주관적건강상태인식,

건강행위지각과아침식사습관이포함된회귀모형은통

계적으로유의하였다(F=21.65, p<.001). 독립변수에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해 잔차의 등분산성, 정

규분포성,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tolerance)가 .915~1.00로 .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

(VIF)는 1.028~1.099로 10이하를 나타내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잔차 분석을 위한 Durbin-Watson 검정

결과가 1.597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 자기 상관

성은없는것으로확인되어잔차의등분산성과정규분포

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할 수 있다.

SP HA HH1 HH2 HH3 HH4 HH5 PH

SP 1 　 　 　 　 　 　 　

HA .21** 1 　 　 　 　 　 　

HH1 .05 .25** 1 　 　 　 　 　

HH2 -.06 -.01 -.06 1 　 　 　 　

HH3 .18 .07 -.10 -.02 1 　 　 　

HH4 .11 .15 -.00 .01 .15 1 　 　

HH5 -.00 .21** .09 .15 -.03 .10 1 　

PH -.44** -.35** .01 -.08 -.08 -.28** -.14 1
SP, subjective perception of health status; HA, health awareness; HH, Health Habit; PH, Physical health status; HH1=smoking, HH2=alcohol drink,
HH3=exercise, HH4=breakfast eat, HH5=sleeping time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Measurable Variables

B SE β R2 t p VIF F (p)

SP -2.103 .422 -.323 .189 -4.979 <.01 1.099

21.65
(p<.001)

HA -.922 .215 -.278 .258 -4.286 <.01 1.098

Gender* 5.542 1.798 -.197 .295 3.083 <.01 1.064

Breakfast -1.904 .623 -.192 .331 -3.058 <.01 1.028
* dummy variables: male=1. female=2

<Table 5> Influencing Variables on Physical Health Status in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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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영향 요인은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건강행위 지각과 아침식사 습관

이었으며, 이들 4개의 변수 중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β=-.323, p<.01)이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18.9%의 설

명력을나타내어가장중요한변수임을알수있고, 건강

지각(β=-.278, p<.01) 변수가추가되면설명력은 6.9%가

증가하고, 성별(β=-.197, p<.01) 변수가추가되면설명력

은 10.6%증가하며, 아침식사습관(β=-.192, p<.01) 변수

추가 시 설명력 14.2%가 증가하였다. 총 회귀식에 대한

4개의 설명 변수들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설명력은

33.1%로 나타났다.

4. 논의
2015년 우리나라의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는 30-40대

남자 4명 중 1명이 고위험음주자이며, 그 발생비율 또한

2005년에 비해 2015년에는 2%포인트이상늘어나고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침식사 결식은 남, 녀 모두

20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각 51.1%와 46.9%를 차지하

고있다[15]. 이러한결과들은국내대사증후군의유병률

증가[16]와도 연관된다 할 수 있다. 대학생 시기는 질병

으로의 이환은 낮지만, 적절한 건강습관의 형성이나 건

강에 관한 인식이 부적절하게 형성될 경우 향후 성인기

전반에 걸쳐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으

로 중요한 시기이다[3].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생의 주관

적건강상태인식, 건강행위지각, 건강습관및신체적건

강상태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향

후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갈 대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적절한프로그램개발에기초자료가될수있다는데의

의가 있다.

대상자들이스스로의건강상태에대해인식하는정도

는 평상시 건강상태, 스트레스 수준, 일상생활의 방해정

도, 동료와비교한건강상태로측정하였다. 하위항목모

두보통이상의양호함을나타내는경우가응답자의 50%

이상 이었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이 긍정적일수

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았는데(r=-.44, p<.01) 이와 같

은 결과는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한다( r=.60, p<.01)는 연구[2]결과

나, 건강지각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많이 한다

(r=.536, p<.001)[3]는 결과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만이 신체적 건강상태에

영향을주었는데이는 Kwak등[8]의 연구에서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건강상태에 대해 보다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t=2.35, p=.02)는결과와유사하여성별에따른건강

상태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학

생들을대상으로자신의건강상태에대해긍정적인인식

을할수있도록하는지지프로그램이필요하다는것을

시사한다.

건강행위 지각은 금연, 절주, 운동, 균형 있는 영양섭

취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지각된 이익과 자신

의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에 어려움이 있는지, 신체적

증상이나 증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지, 건강행위 실

천과관련된도움을받을곳이없는지에관한지각된장

애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긍정적인 지각을 갖고 있었고 건강 행위지각과 신체적

건강상태 사이에는 음의 상관(r=-.35, p<.01)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각된 장애(C.R.=-3.82, p<.01), 절주

(C.R.=1.96, p=.04)와수면(C.R.=2.79, p<.01)이신체적건

강에유의한영향요인이었던 Lee[12]의 연구결과와도유

사하다할수있다. 따라서대학생들의건강에관한긍정

적인지각을강화하면서건강한습관을유지할수있도

록,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학년이나 거주형태 그리고 대상자의 체질량 지

수에 따른 신체적 건강상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학년

과거주형태가신체적건강상태에영향을미치지않았던

연구나[12] 저체중 군(12.5%)과 비만(14.6%)군에서 건강

하지않다고인식하는비율이정상체중이나과체중군보

다 비율은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던[8] 일부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

에서의건강증진행위(2.62±.35)가비기숙사생활대학생

(2.50±.32)보다높았고(Z0 =4.38)[7], 경기·강원지역의 4학

년 대상 연구[5]에서는 거주형태에 따라 신체적 건강기

능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F=9.77, p<.01)고 제시하고 있

다. 이처럼 대학생의 거주형태가 신체적 건강상태 혹은

건강습관에영향을미치는지는연구마다다양한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연구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생에서의 거주형태는 생활습관

형성에영향을줄수있는환경적요인임이분명하다. 따

라서거주형태에따라음주, 흡연, 아침식사섭취및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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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정을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에서 산출된 체질량 지수는 자

가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응답자가 작성한 신장과 몸무

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산술식에 맞춰 산출한 값이다.

따라서응답자의편향된반응이있을수있다는점이체

질량지수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건강행위 지각

및 건강습관에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럼에도 복부지방단층촬영 결과가 체질량 지

수와상관관계(r=.19, p<.01)가있었다는 Lee 등[17]의 연

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체질량지

수는신체적건강상태의부정적측면인비만의위험요인

이될것으로보인다. 또한 Kwak등[8]도연구를통해체

중및체질량지수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지만분

명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라

고언급한것처럼체중과관련된인식, 태도는과도한체

중조절이나, 과체중 및 비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습관의 형성 등 잠재적 문제점으로 작용

될수있으므로추후반복적인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

인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우리사회를 이끌어나갈 대학생의 신체적

건강상태에영향을 미치는요인들을파악하는것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신체적 건강상태에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의 강화가 무엇보다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건강

행위 지각에 대한 긍정적 강화, 그리고 아침식사를 하는

습관이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학생이 여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이 높고,

건강행위 지각이 긍정적이며 신체적 건강상태도 좋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학생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

식이나 건강행위 지각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앞서언급한것처럼본연구가일지역대학생

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해석 및 적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전체대학생을대상으로한주관적건강상

태인식, 건강행위지각, 건강습관및신체적건강상태를

조사한연구가많지않으므로대상자를확대하여반복연

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가보고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체중및신장

의 직접측정을 통한 체질량지수 산출과 이를 이용한 건

강습관 및 신체적 건강상태의 차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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