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건강패러다임이 ‘수명연장’에서 ‘건강수명과삶의질

향상’으로 환됨에 따라 헬스 어의 심도 ‘질병 치료’

에서 ‘질병 방과 건강증진’으로 변화되었다. 오늘날 건

강 리는사람들로하여 만성 질병을 리하기 하

여 자신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고 응하면서 일상생활

을수행해나가도록요구하고있으며, 질병에걸린후건

강 리를하는것보다평상시에건강에유해한생활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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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의 건강증진행 를 비교하고, 건강 련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 의

차이를규명하기 함이다. 2017년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W군에 치한일개 학의간호 학생과일반 학생 220명

을편의표집하 으며, 부 한응답자를제외한 210명의자가보고설문지를 SPSS/WIN 23.0 로그램을이용하여분석하

다. 본 연구결과간호 학생과일반 학생의건강증진행 이행정도에는유의한차이가없었고(t=-0.489, p=625), 인

계 역의 수가가장높고(간호 학생 2.92±0.52, 일반 학생 2.94±0.53), 건강책임 역의 수가가장낮았으며(간호 학

생 2.01±0.50, 일반 학생 1.96±0.52), 성별, 건강 련 강의수강여부, 흡연여부, 지각된 건강상태에따라건강증진행 하

역별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 따라서본연구를토 로 학 지역사회보건기 이 력하여 학생들의건강증진행

향상을 한 다양하고 지속 인 건강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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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s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10 students(100 nursing students, 110 general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SPSS/WIN 23.0 program.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in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s(t=-0.489, p=625). Bu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sub-categori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according to gender, taking health-related lectures, smoking, 

and perceived health statu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ntervene various health education programs 

in order to promote the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in cooperation with universities and local community health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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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행 를 변화시켜 보다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과

자신의건강을유지증진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는방향

으로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1].

Pender[2]는 건강증진 행 의 범주를 규칙 인 운동,

여가활동, 휴식, 정수 의 양, 스트 스를 이완시키

는 활동, 사회 지지체계의 개발로 나 었으며, 개인이

건강에 한 책임을 가지고 생활양식의 변화를 갖게 되

면오늘날의많은건강문제를 방할 수있을 뿐아니라

좋은 건강 상태를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은 시

부터흡연, 음주등의건강 해행 조 , 식이조 ,

한 신체활동 등과 같은 건강증진행 를 시작함으로써

죽음과 질병, 불구를 래하는 건강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3].

학생을 포함한 기 성인기는 성장발달 과정상 신

체 , 심리 , 사회 상호 계의 성장을 빠르게 경험하

는 시기로, 경제 독립을 비하기 한 역동 인 단계

이면서올바른건강습 이형성되지않아건강을해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4]. 한 학생들은 일반 으로

사망률이나질병의이완율이비교 낮고체력 으로아

주 건강한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집단이나. 이 시기에 잘

못형성된건강습 이나부 한스트 스노출과 리

는 학생시기의건강상태 뿐만아니라향후 성인이 되

었을 때의 건강 수 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5]. 재

우리나라의 학생은 학 입학 이후 성 경쟁과 취업

비로 인한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건강하지 못

한식이습 , 운동량부족, 자유롭게음주와흡연을할뿐

만아니라그 양이증가하고있어 건강행 와 련된 다

양한 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6]. 하지만 학생 시기

는생활습 의개선이나건강교육을통하여건강행동의

수정이 가능하므로 학생 때에 올바른 건강의 의미와

삶에 있어서 건강의 요성을 깨닫게 하고 스스로 건강

증진행 를 생활화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

이라 하겠다.

간호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

트 스 이외에도 엄격한 교육과정, 과 한 학습량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여유가 없으며, 조직체계가 다른 임상

실습 장에서의 응에 한 어려움도 함께 겪게 되어

더 많은 스트 스를 경험한다. 한 국가고시에 합격해

야만 간호사로 취업할수 있다는부담감등으로자기 자

신을 한수면, 식사 운동같은건강증진행 를

히 실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학생에 비해

더많은건강의 을받는것으로확인되었다[7-9]. 건

강 련학문을배우는간호 학생은앞으로간호 상자

들의건강증진행 에 극 인 심을가지고, 건강증진

을 한 교육을 해야 하기에 바람직한 건강증진행 실

천의모델이 될수 있도록 학 생활동안 자신의 올바른

건강증진행 를 정립하는 것은 매우 요한 문제이다

[10].

따라서 앞으로 간호사가 되어 상자들의 바람직한

건강행 형성에주도 인역할을하게될간호 학생들

의건강증진행 이행정도를 악하는것은필요하겠다.

한 일반 학생의 건강증진행 와 비교해 으로써 건

강증진 향상을 한 획일 인 리가 아니라 학과 특성

에 맞는실질 건강 리교육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의 건강증진행

이행 정도를 악하고, 상자의 일반 특성과 건강

련 특성에 따라 건강증진행 이행 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융합연구로 추후 학생의 건강증진

행 도모를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 방법 

2.1 연 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의 건강증진행

이행 정도를 비교하고, 건강 련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행 이행 정도를 규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대상 

본연구 상자는W군에 치한일개 학에재학

인 학생을 상으로 편의추출 하 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는 G*Power 3.1.0 program을

이용하여유의수 .05, 효과크기 .30, 검정력 .90, 최 그

룹수 4를 용하여연구에필요한최소표본수가 164명

임을확인하 다. 불충분한응답수를고려하여 간호학과

재학 인 학생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타과에 재학 인

일반 학생 220명을 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이 미흡한응답자 10명을제외한 210부를 분석 상으

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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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 도

2.3.1 건강 진행

건강증진행 측정도구는 Walk, Sechris & Pender

[11]이 기존의 HPLP를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Ⅱ(HPLPⅡ)를 Seo[12]가 수

정보완한도구로측정하 다. 이 도구는총 50개 문항으

로, 6개 하 역인건강책임, 신체활동, 양, 성장,

인 계, 스트 스 리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

안 한다(1 )’에서부터 ‘항상 한다(4 )’까지의 4 척도

이며, 평균 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 이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서 미(2000)에서 건강증진행 도구

의 신뢰도 Chronbach’s α=.920이었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940이었다.

2.4 료수집

본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연구참여에동의한 상자에게설문지를배포하

고회수하여자료를수집하 으며, 설문지를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7～10분 정도 다.

2.5 료분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 상자의 일반 특성, 건강 련 특성은 빈도와 백

분율, χ2으로 산출하 다.

․ 상자의건강증진행 이행정도는평균과표 편

차를 산출하 다.

․ 상자의 일반 특성, 건강 련 특성에 따른 건강

증진행 이행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해 t-test

와 ANOVA로분석하 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

를 하 다.

2.6 연  리적 고려   

연구 상자의권리를보호하기 하여 상자에게자

료수집시연구목 , 익명성보장, 비 보장, 설문을연구

목 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

를 작성한 상자에게만 설문을 실시하 다. 참여에 동

의한 후에도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으

며, 참여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 다.

3. 연 결과 

3.1 대상  반적 특  및 건강 련 특  

상자의일반 특성 건강 련특성은 Table 1과

같다.

체 상자 여학생이 176명(83.8%)이었으며, 22세

이하가 167명(79.5%)이었다. 건강 련 강의를 수강한

이 있는 상자는 135명(64.3%), 음주를 하는 상자는

132명(62.9%), 흡연을 하는 상자는 23명(11.0%), 상

자가지각하는건강상태는건강한편이라고느끼는 상

자가 155명(73.8%), 건강하지않은편이라고느끼는 상

자 32명(15.2%)이었다. 최근 3개월 간 병원 방문 횟수는

방문한 이 없는 상자가 98명(46.7%), 1～2회 방문한

이 있는 상자가 85명(40.5%)이었다.

간호 학생과일반 학생은건강 련강의수강여부

(χ2=39.21, p=.000)와 흡연(χ2=4.80, p=.04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건강 련 강의를 수강한 상자가 간호

학생의경우 86명(86.0%)인 반면일반 학생의경우에

는 49명(44.5%)이었다. 흡연을 하는 상자는 간호 학

생의 경우 6명(6.0%), 일반 학생의 경우 17명(15.5%)로

일반 학생의 흡연 비율이 더 높았다.

3.2 대상  건강 진행  행정도 

상자의 건강증진행 이행정도는 Table 2와 같다.

체 상자의 건강증진행 이행정도는 4 만 에

평균과 표 편차 2.38±0.43이었고, 하 역별로는 인

계 역이 2.93±0.52로 가장 높았고, 건강책임 역이

1.98±0.51로 가장 낮았다.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의 건강증진 이행정도를 비

교한결과간호 학생은 4 만 에 2.36±0.41, 일반 학

생은 2.39±0.44로 두 그룹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0.489, p=625). 하 역별로 두 그룹 모두 인 계

역이 가장 높았고(간호 학생 2.92±0.52, 일반 학생

2.94±0.53), 건강책임 역이 가장 낮았다(간호 학생

2.01±0.50, 일반 학생 1.9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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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210)

Nursing students

(N=100)

General college

students

(N=110) χ2(P)

n(%) n(%) n(%)

Gender
Male 34(16.2) 18(18.0) 16(14.5) 0.46

(.575)Female 176(83.8) 82(82.0) 94(85.5)

Age(yr)

≤22 167(79.5) 91(91.0) 94(85.5)

2.72

(.257)
23～25 29(13.8) 8( 8.0) 11(10.0)

≥26 14( 6.7) 1( 1.0) 5( 4.5)

Taking health

related lectures

Yes 135(64.3) 86(86.0) 49(44.5) 39.21

(.000)No 75(35.7) 14(14.0) 61(55.5)

Drinking
Yes 132(62.9) 64(64.0) 68(61.8) 0.11

(.744)No 78(37.1) 36(36.0) 42(38.2)

Smoking
Yes 23(11.0) 6( 6.0) 17(15.5) 4.80

(.045)No 187(89.0) 94(94.0) 93(84.5)

Perceived

health status

Excellent 23(11.0) 12(12.0) 11(10.0)

4.16

(.234)

Good 155(73.8) 78(78.0) 77(70.0)

Poor 32(15.2) 10(10..0) 22(20.0)

Very poor 0( 0.0) 0( 0.0) 0( 0.0)

Visits to physician in

past 3 months

None 98(46.7) 51(51.0) 47(42.7)

2.97

(.407)

1～2 85(40.5) 40(40.0) 45(40.9)

3～4 20( 9.5) 7( 7.0) 13(11.8)

≥5 7( 3.3) 2( 2.0) 5( 4.5)

Table 2. Mean scor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Characteristics
Total

(N=210)

Nursing students

(N=100)

General college students

(N=110) t p

M±SD M±SD M±SD

Total 2.38±0.43 2.36±0.41 2.39±0.44 -0.489 .625

Health

responsibility
1.98±0.51 2.01±0.50 1.96±0.52 0.624 .533

Physical activity 2.12±0.74 2.05±0.71 2.18±0.77 -1.264 .208

Nutrition 2.17±0.47 2.15±0.46 2.19±0.48 -0.636 .526

Spiritual growth 2.72±0.61 2.73±0.59 2.70±0.62 0.409 .683

Interpersonal

interaction
2.93±0.52 2.92±0.52 2.94±0.53 -0.240 .810

Stress

management
2.32±0.51 2.28±0.45 2.35±0.56 -0.991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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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상  특 에 따  건강 진행   

간호 학생의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 이행정도는

Table 3과 같다.

성별에 따라 건강증진행 하 역 신체활동

(t=4.251, p=.000), 스트 스 리(t=2.141, p=.035) 역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수

가 유의하게 낮았다. 건강 련 강의 수강여부에 따라 건

강책임 역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1.286, p=.043),

건강 련 강의를 수강한 이 있는 상자의 건강책임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흡연 유무에 따라 건강책임

(t=2.086, p=.040), 성장(t=-3.150, p=.002) 역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흡연을 하지 않는 상자의 수

가 유의하게 높았다. 개인이 지각한 건강상태에 따라 신

체활동(F=3.724, p=.028), 양(F=5.146, p=.008), 스트

스 리(F=3.136, p=.048)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

신이 매우 건강한 편이라고 지각한 상자가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한 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수가 높았다.

일반 학생의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 이행정도는

Table 4와 같다.

성별에 따라 건강증진행 하 역 건강책임

(t=3.224, p=.002), 신체활동(t=4.224, p=.000), 스트 스

리(t=2.351, p=.022) 역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

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건강

련 강의 수강여부에 따라 건강책임 역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t=2.209, p=.029), 건강 련 강의를 수강한

이 있는 상자의 건강책임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개인이 지각한 건강상태에 따라 신체활동(F=4.538,

p=.005)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신이 매우 건강한

편이라고지각한 상자가 건강한편 는건강하지 않

다고 지각한 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수가 높았다.

한 인 계(F=3.805, p=.012), 스트 스 리(F=8.439,

p=.000)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신이 매우 건강

한 편이라고 지각한 상자가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한

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수가 높았다.

Table 3. Health promot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Nursing students)  

                                                        (N=1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100) t/F

(p)

Health

responsibility t/F

(p)

Physical

activity t/F

(p)

Nutrition t/F

(p)

Spiritual

growth t/F

(p)

Interpersonal

interaction t/F

(p)

Stress

management t/F

(p)
M±SD M±SD M±SD M±SD M±SD M±SD M±SD

Gender
Male 2.52±0.39 1.831

(0.70)

1.99±0.33 -0.189

(.851)

2.65±0.82 4.251

(.000**)

2.21±0.37 0.643

(.522)

2.88±0.64 1.181

(.240)

2.90±0.49 -0.166

(.869)

2.49±0.54 2.141

(.035*)Female 2.33±0.41 2.01±0.53 1.92±0.61 2.13±0.48 2.70±0.58 2.92±0.53 2.24±0.42

Taking health

related

lectures

Yes 2.39±0.41 0.966

(.336)

2.05±0.49 1.286

(.043*)

2.06±0.72 -0.768

(.445)

2.19±0.46 -0.244

(.807)

2.75±0.59 1.822

(.072)

2.97±0.52 2.054

(.202)

2.33±0.47 0.605

(.547)No 2.34±0.45 1.86±0.52 2.22±0.77 2.14±0.48 2.66±0.63 2.86±0.52 2.30±0.57

Smoking
Yes 2.31±0.45 -1.526

(.130)

1.93±0.50 2.086

(.040*)

2.01±0.71 -0.766

(.445)

2.12±0.45 -0.728

(.468)

2.60±0.60 -3.150

(.002**)

2.97±0.54 1.374

(0.172)

2.23±0.50 -1.481

(.142)No 2.44±0.33 2.14±0.47 2.13±0.71 2.19±0.48 2.97±0.50 2.82±0.47 2.37±0.36

Perceived

health

status

Excellenta 2.50±0.57 3.358

(.039*)

c<a

2.14±0.70
0.488

(.615)

2.38±0.79 3.724

(.028*)

c<a

2.42±0.55 5.146

(.008**)

c<a

2.76±0.73
1.324

(.271)

2.97±0.73
1.138

(0.325)

2.34±0.61 3.136

(.048*)

c<a,b

Goodb 2.37±0.38 1.99±0.46 2.06±0.70 2.15±0.43 2.76±0.57 2.94±0.50 2.31±0.41

Poorc 2.07±0.36 1.95±0.51 1.58±0.48 1.81±0.34 2.44±0.60 2.69±0.31 1.95±0.76

*p<.05, **p<.01

Table 4. Health promot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General college 

students)                                                                                  (N=1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110) t/F

(p)

Health

responsibility t/F

(p)

Physical

activity t/F

(p)

Nutrition t/F

(p)

Spiritual

growth t/F

(p)

Interpersonal

interaction t/F

(p)

Stress

management t/F

(p)
M±SD M±SD M±SD M±SD M±SD M±SD M±SD

Gender
Male 2.59±0.53 2.998

(.004**)

2.21±0.59 3.224

(.002**)

2.64±0.84 4.224

(.000**)

2.33±0.58 1.867

(.068)

2.87±0.65 1.959

(.053)

2.96±0.54 0.251

(.803)

2.54±0.61 2.351

(.022*)Female 2.29±0.36 1.84±0.44 1.97±0.63 2.12±0.41 2.62±0.59 2.93±0.53 2.26±0.51

Taking health

related

lectures

Yes 2.42±0.42 0.761

(.449)

2.08±0.50 2.209

(.029*)

2.21±0.76 -0.724

(.471)

2.26±0.48 1.440

(.153)

2.70±0.59 -0.043

(.966)

2.97±0.51 0.638

(.525)

2.40±0.51 0.815

(.417)No 2.36±0.45 1.87±0.51 2.23±0.78 2.13±0.47 2.70±0.65 2.91±0.54 2.31±0.59

Perceived

health

status

Excellenta 2.82±0.65 6.781

(.000**)

b,c<a

2.25±0.77
1.643

(.184)

2.89±0.90 4.538

(.005**)

b,c<a

2.41±0.75
1.749

(.162)

2.87±0.79
4.418

(.058)

3.31±0.39 3.805

(.012*)

c<a

2.88±0.76 8.439

(.000**)

c<a,b

Goodb 2.39±0.36 1.95±0.49 2.15±0.74 2.20±0.46 2.70±0.55 2.95±0.50 2.38±0.47

Poorc 2.18±0.42 1.85±0.42 1.92±0.57 2.06±0.34 2.48±0.67 2.70±0.60 2.06±0.47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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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본 연구는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의 건강증진행

이행 정도를 악하고, 상자의 특성에 따라 건강증진

행 이행 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추후

학생의건강도모를 한 리방안을모색하기 한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체 상자의건강증진행 이행정도는

4 만 에 평균 2.38 이었으며, 간호 학생은 2.36 ,

일반 학생은 2.39 으로두그룹에유의한차이없이

간 이상의 수를 보 다. 이는 Kim[13]의 연구에서 보

건계열과 비보건계열 학생의 건강증진생활양식 이행

정도를 비교한 결과 체 학생 2.41 , 보건계열 2.43

, 비보건계열 2.39 으로 두 계열간 유의한 차이가 없

었던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한 Hong[10]의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건강증진행 이행정도가 4 만 에평균

2.30 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 이지만, 일

반 학생을 상으로실시한 Kim & Jung[14])의 연구에

서 2.88 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는 다소 낮은 수 임

을 알 수 있었다.

하 역별로살펴보면, 가장높은 수를나타낸

역은 인 계 역으로 간호 학생은 2.92 , 일반 학

생 2.94 이었으며, 가장낮은 수를 보인 역은 건강

책임 역으로 간호 학생은 2.01 , 일반 학생 1.96

이었다. 이는간호 학생을 상으로한 Park & Kim[15]

의 연구와 일반 학생을 상으로한 Park & Lee[16]의

연구에서 인 계 역의 수가 가장 높고, 신체활동

역의 수가 가장낮은 결과와비교해볼 때부분 으

로 일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타인과 친 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폭과 깊이를 키워

나가는 요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비교 건강한

인 계역량을 가지고있다는것은 의미 있는결과이

다. 향후 이들이 직무 장에서도 정 인 인 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인 계에 필요한 기술과 자질을

지속 으로 교육하고 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

학생시기는스스로자신의건강을 리하고돌 야하

는 시기[17]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책임 역의 수가 가

장 낮았다. 이를 통해 볼 때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에

심을 갖고, 필요 시 건강 문인을 찾거나 건강교육을

받는 등의 건강에 한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

에 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건강에 한 이해를 바탕으

로 스스로의 건강을돌볼수있도록지도하는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상자의특성에따른건강증진행 이행정도를살펴

보면 간호 학생의 경우 성별에 따라 신체활동, 스트

스 리 역에, 일반 학생의 경우 성별에 따라 건강책

임, 신체활동, 스트 스 리 역에유의한차이가있어

남학생의 건강증진행 이행정도가 더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성별에 따른 학생의 건강증진행 를 연

구한 Chung, Seo & Moon[18]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건

강증진행 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

으로, 향후 건강도모를 한 로그램 개발 용 시

남녀 학생에게획일 인 로그램을 용하는것이아

니라 남녀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건강증

진 로그램을달리하여활성화한다면여학생의건강

리 참여도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 련강의수강여부에 따라간호 학생과일반

학생 모두 건강책임 역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건강

련강의를수강하도록하는것이 요함을알수있었다.

이는 건강교육 로그램을 받은 상자의 건강증진행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Min & Paek[19]의 연구결과

를뒷받침하고있다. 학 교육과정내에건강 련교과

목을 필수 으로 개설하거나 지역사회 보건기 에서 운

하는 건강 련 로그램을 학 내 연계하는 등 학

생들에게 건강증진행 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

이 제공하기 한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한 1회

성교육이나 로그램이아니라 학입학부터졸업까지

지속 이고 체계 인 건강교육이 학 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간호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 학생과 달리 흡연 여

부에 따라 건강책임과 성장 역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흡연을 하지 않는 상자의 건강책임, 성장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흡연 여부에 따라 건강증진

행 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Hong[10]의

연구와 일치하 다. 간호 학생은 비 보건의료인으로

서 간호 상자들에게 연을 유도하기 한 교육자

건강증진모델로서의역할을수행해야하는 요한 치

에 있다. 그런데여성 흡연자의 비율상승[20,21], 간호학

과에남학생의입학비율증가[22] 등을고려해볼때간

호 학생의 흡연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망된다. 이에

따라 간호 학생을 상으로 보다 극 인 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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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유지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라 간호 학생은 신체활동,

양, 스트 스 리 역에유의한차이가있었고, 일반

학생은 신체활동, 인 계, 스트 스 리 역에 유의

한 차이가 있어 자신이 아주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건강

증진행 를 잘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Duffy &

MacDonald[23]는 지각된 건강상태는 건강증진 행 에

향을미친다고하 고, Cox, Miller & Mull[24]도 인지

된건강상태가증가할수록자기결정과내 동기가강화

되어 건강행 에 직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Pender[2]는 지각된건강상태는건강증진행 를행하

는빈도 강도와 련이있다고 하여 학생들이지각

한건강상태는건강증진행 를 한기 가되는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 볼 때 학생들이 건강증진을 해

자신의건강상태에지속 으로 심을가지고확인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의 건강증진행

이행 정도를 악하고, 상자의 일반 특성과 건강

련 특성에 따라 건강증진행 이행 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융합연구로 추후 학생의 건강증진

행 증진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학생들이 건강증진행 6개 하 역

건강책임을 잘 실천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한

건강 련 강의를 수강하는 것의 요성을 확인하 고,

특히간호 학생의경우에는 연을유도하는것이건강

증진행 도모에있어필요함을알수있었다. 이에 학

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에 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보건기 과 연계하여 연교육을 포함한 다양

한 건강교육 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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