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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patients with stroke. Methods: A sample of 123 patients with stroke was recruited from outpatient department 
of a hospital. Data were collected between September and October in 2015 using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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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60, respective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self-efficacy and family support explained 40%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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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뇌졸중은 현재 국내 사망원인 중 단일질환으로는 2위를 차

지하고 있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8). 최

근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뇌졸중 위험인자의 

조절로 인하여 뇌졸중의 연간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8), 인구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뇌졸중의 유병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뇌졸중은 재발율이 높은 질환으로 이차성 뇌졸중이 25~30%

를 차지하므로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뇌졸중 후유장

애에 대한 관리와 함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가 필

요하다(Bae, Lee, & Han, 2015; Callaly et al., 2015; Hankey, 

2014). 특히 뇌졸중 환자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뇌졸

중 재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자가관리 능력이 향상될수록 

뇌졸중으로 인한 재발률과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Cheng et al., 2017) 뇌졸중 관리 및 재발 예방을 위해 건강증

진행위 및 생활습관을 변화하려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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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구된다(Bae, Lee, & Han, 2015).

뇌졸중 환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개인적 요인으로는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Kim, 2015; Kim, 

Lee, Kwon, & Oh, 2013), 우울(Park, Ko, & Kang, 2016), 건

강 관련 지식(Choi & Lee, 2017; Kim, Lee, Kwon, & Oh, 

2013), 주관적 건강(Kim, 2015), 행위의도(Kim, 2015), 자기효

능감(Brouwer-Goossensen et al., 2018; Kim, Lee, Kwon, & 

Oh, 2013; Park & Ko, 2017), 재발염려(Choi & Lee, 2017)가 보

고되고 있으며,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족의 지지(Jeong & Moon, 

2017; Jiang et al., 2014; Kim, 2015; Park & Ko, 2017; Park, 

Park, & Kwon, 2011), 사회적 지지(Jeong & Moon, 2017; Kim, 

2015)가 제시되고 있다. 이 중 자기효능감은 뇌졸중 환자의 삶

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이행을 도우며 대상자의 건강

행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Lee, 2018)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가간호 수행 정도가 증가하고 건강증진

행위의 수행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Jones & 

Riazi, 2011).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지역사회의 

지지로 분류되는데,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감

소시키고, 뇌졸중 이후 변화된 삶에 적응하도록 도움으로써 기

능적 회복을 촉진시키는 요인이다(Jeong & Moon, 2017). 사

회적 지지를 받은 뇌졸중 환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일상

생활 수행능력이 향상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나(Jeong & Moon, 2017; Kim & Cho, 2013; 

Lee & Kim, 2014), 사회적 지지가 뇌졸중 환자의 건강증진행

위를 높이는 것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건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선행연구(Brouwer-Goos-

sensen et al., 2018; Jiang et al., 2014; Kim, 2015; Kim, Lee, 

Kwon, & Oh, 2013; Lee & Kim, 2014; Lee, 2018)들을 보면 대

부분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를 단

편적으로 조사하거나 뇌졸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뇌졸중을 경험한 후 재활기간에 있는 환자를 대상

으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동시적으로 투입하여 상대

적으로 더 영향력이 있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 정

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뇌졸중 환자의 건강증진행위를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환자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뇌졸중 재

발 예방을 위한 중재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 정도

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와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 간

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건

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

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기관임상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AJIRB- 

MED-SUR-15-202)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D종합병원에서 2015년 9월에서 10월까

지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외래 통원중인 환자 중 대상자 선정기

준에 부합되는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출혈성 또는 허혈성 뇌졸중 발생 후 2주 이상이 지

난 자, 지남력이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Korean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점수 24점 이상인 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이다. 연구

자가 직접 자료수집하기 전 연구의 목적, 연구진행절차, 참여

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의 보호, 자료이용범위 등을 구두로 충

분히 설명한 후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총 수집된 자료는 132부 중 자료가 미비한 9부를 제외한 

123부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

용한 대상자 수는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검정

력 90%, 효과크기 .15, 예측요인 4개로 하였을 때 108명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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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 수 123명은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

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1)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Walker, Sechrist와 Pender 

(1995)이 개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II 

(HPLP-II)를 Yun과 Kim (1999)가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 HPLP-II는 6개의 하위개념으로 신체활동 8문항, 건

강책임 9문항, 영적성장 9문항, 영양 9문항, 대인관계 9문항, 스

트레스관리 8문항의 총 5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항상 그렇다’가 4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의 수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값은 .94이고, Yun

과 Kim (1999)에서의 Cronbach's ⍺값은 .91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93이었다. 

2) 자기효능감 

Bak (2003)이 개발한 재가 뇌졸중 환자의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Kang과 Yeun (2005)이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투약 3문항, 식이 3문항, 운동 3문항, 

자가측정 1문항, 금연 1문항, 절주 1문항, 일상생활에서의 주의 

사항 등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매우 자신이 있다’가 5점, ‘전

혀 자신이 없다’가 1점으로 배점되는 5점 척도로 최저 15점에

서 75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원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값은 .86이

고,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Kang과 Yeun (2005)의 연구에

서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Zimet, Dahlem, Zimet와 Farley (1988)가 

개발하고 Shin과 Lee (1999)이 번역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척도로 측정하였다. 

MSPSS 척도는 가족의 지지를 묻는 4개의 문항, 친구의 지지

를 묻는 4개의 문항, 의미있는 타인의 지지를 묻는 4개의 문항

인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

도로 ‘매우 그렇다’가 5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으로 점수

의 범위는 최저 12점에서 최고 6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값은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및 질병 관련 특성, 자기효능감, 사회

적 지지, 건강증진행위 정도는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

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

으며, 사후 분석은 Scheffé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건강증진행위의 관

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인구학적 및 질병 관련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5.92±9.68세로 65세 미만과 65~74

세가 각각 41.5%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

으며 교육정도는 고졸 이상이 48%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없

음’이 74%였다. 독거여부는 독거가 아닌 경우가 81.3%였으

며 평균 수입은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4.2%였다. 발병횟수

는 ‘1회’인 경우가 91.9%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기간은 ‘24개월 

이상’인 경우가 71.5%였다. 마비여부는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가 51.2%, 언어장애여부는 ‘없음’이 66.7%, 감각장애여부는 

‘없음’이 65.0%였다(Table 1). 

2.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전체 4점 만점에서 평균 2.71± 

0.57점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행위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신체활동영역은 2.90±0.89점으로 가장 높았고, 건강책임영역

은 2.36±0.67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63.87±10.86점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점수의 범위는 

최저 12점에서 최고 60점까지로 평균 37.91±11.51점이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가족의 지지가 14.95±4.39

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미있는 타인의 지지가 10.67±5.36점으

로 가장 낮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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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ifferenc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23)

Variables Categories n (%)
Health promoting behaviors

M±SD t or F p Scheffé́

Age (year) ＜65
65~74
≥75

 51 (41.5)
 51 (41.5)
 21 (17.0)

2.65±0.54
2.84±0.54
2.54±0.65

2.60 .079

Gender Male
Female

 90 (73.2)
 33 (26.8)

2.81±0.52
2.45±0.61

1.23 .270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a

Middle schoolb

≥High schoolc

 36 (29.2)
 28 (22.8)
 59 (48.0)

2.45±0.67
2.87±0.10
2.71±0.57

6.13 .003 a＜b, c

Occupation Yes
No

 32 (26.0)
 91 (74.0)

2.74±0.55
2.65±0.60

1.03 .312

ALiving alone Yes
No

 23 (18.7)
100 (81.3)

2.44±0.59
2.77±0.55

0.26 .608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101~200
≥200

 79 (64.2)
 23 (18.7)
 21 (17.1)

2.64±0.63
2.77±0.44
2.91±0.38

1.95 .147

Number of 
stroke attack

1
≥2

113 (91.9)
10 (8.1)

2.69±0.58
2.99±0.35

3.29 .072

Duration since 
diagnosisof illness
(month)

＜12 
12~＜24 months
≥24 months

 20 (16.3)
 15 (12.2)
 88 (71.5)

2.79±0.50
2.77±0.60
2.68±0.58

0.38 .688

Paralysis Yes
No

 63 (51.2)
 60 (48.8)

2.73±0.51
2.69±0.63

2.97 .087

Dysarthria Yes
No

 41 (33.3)
 82 (66.7)

2.70±0.59
2.72±0.56

0.16 .695

Dysethesia Yes
No

 43 (35.0)
 80 (65.0)

2.68±0.56
2.73±0.57

0.21 .649

Comorbidity count 1
2
≥3

 69 (56.1)
 40 (32.5)
 14 (11.4)

2.45±0.67
2.87±0.54
2.80±0.46

0.17 .841

Table 2. Health Promoting Behaviors,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Score (N=123)

Variables Categories   M±SD Min Max Score

Health promoting 
behaviors

Total
Physical activity
Nutrition
Interpersonal relations
Stress management
Spiritual growth
Health responsibility

 2.71±0.57
 2.90±0.89
 2.88±0.58
 2.78±0.65
 2.75±0.63
 2.62±0.81
 2.36±0.67

1.25
1.00
1.00
1.11
1.00
1.00
1.00

3.85
4.00
4.00
4.00
4.00
4.00
4.00

1~4
1~4
1~4
1~4
1~4
1~4
1~4

Self-efficacy Total  63.87±10.86 34.0 75.0 15~75

Social support Total
Family
Friend
Significant other

 37.91±11.51
14.95±4.39
12.29±4.80
10.67±5.36

12.0
 4.0
 4.0
 4.0

60.0
20.0
20.0
20.0

12~60
 4~20
 4~20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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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dictors for Health Promoting Behaviors (N=123)

Step Variables B β t (p) R Adj. R2 ∆R2 F  p

Step 1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37 .30 3.47 (＜.001) .30 .08 12.01 .001

Step 2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elf-efficacy
Social support: family 
Social support: friend 

.18

.02

.04

.01

.15

.47

.28

.06

1.94 (.054)
6.52 (＜.001)
3.53 (.001)
0.71 (.477)

.65 .40 .33 21.36 ＜.001

*Dummy variables.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Health Promoting Behaviors,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N=123)

Variables Categories
Health promoting 

behaviors

r (p)

Self-efficacy .526 (＜.001)

Social support Family
Friend
Significant other

.425 (＜.001)

.183 (.042)

.150 (.099)

3. 대상자의 인구학적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

증진행위의 차이

대상자의 인구학적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의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교육수준(F=6.13, p=.003)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한 결과 ‘초

졸 이하’ 대상자(2.45±0.67점)가 ‘중졸’(2.87±0.10점)이나 ‘고

졸 이상’(2.71±0.57점) 대상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건강

증진행위 점수가 낮았다(Table 1). 

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행위

간의 관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강증진

행위와 자기효능감(r=.526, p<.001), 건강증진행위와 사회적 

지지(r=.308,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5.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변량분석에서 종속변수인 건강증진행위와 유의한 관련

성이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Table 4). 위계적 회귀분석은 1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

성 중 단변량분석에서 건강증진행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교육수준(1=중학교 이상, 0=초등학교 이하)를 투입하였고, 2

단계에서는 자기효능감과 가족지지, 친구지지를 투입하여 건

강증진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에 대한 기본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과 잔차,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독

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183~.526

으로 .60 이상인 설명변수가 없어서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임을 

확인하였고, 공차한계(tolerance)가 .764~.957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altion factor)도 1.045 

~1.308로 기준인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잔차의 가정을 충족

하기 위한 검정결과, 정규성, 등분산성, 선형성의 가정도 만족

하였으며 자기 상관성 검증에서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1.95로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의 최댓값도 0.095로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어 특이값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가정은 충족되었다.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단계 위계

적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1단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교육수준을 입력한 결과 건강증진행위를 9%설명하였으며,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p=.001). 2단계에서 자기효능

감과 가족지지, 친구지지를 추가 투입한 결과 입력된 변수의 수

를 고려한 수정된 R2는 40%로 증가하였고 자기효능감(β=.47, 

p<.001)과 가족지지(β=.28,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

악하고 건강증진행위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행된 

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점수를 보면 전체 

평균점수는 2.71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의 뇌졸중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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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를 조사한 Jiang 등(2014)의 연구에

서 보고한 2.27점과 비교 시 다소 높은 점수이다. 이러한 차이

는 경과기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경우 진단 

후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대상자가 대부분인 것에 비해 Jiang 

등(2014)의 연구에서는 진단 후 기간이 평균 1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건강증진행위의 하부영

역 중 신체활동영역 점수가 2.90점으로, Jiang 등(2014)의 연

구에서 보고한 1.8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단 

후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상자의 신체기능 회복정도가 좋

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건강증진행위의 하부영역 중 건강책임영역이 가장 낮

게 나타났는데, 대부분 선행연구(Choi & Lee, 2017; Jiang et 

al., 2014; Park & Lee, 2016)에서도 건강책임영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Walker, Sechrist와 Pender (1987)는 

건강증진행위 영역 중 건강책임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돌보거나 필요시 건강교육을 받는 것으로 즉, 건강

책임영역이 낮은 것은 건강 관련 지식이 부족함을 의미할 수 있

다. 건강 관련 지식은 건강증진행위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으로 제시되므로(Choi & Lee, 2017) 건강책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교육요구도에 맞는 건강 관련 지식을 제공

하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건강증진행위의 영향요인은 자기효능

감과 가족지지로 사회적 지지 중 친구지지와 함께 건강증진행

위를 4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영향력있는 

요인은 자기효능감으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Park과 

Cho (2004)와 Brouwer-Goossensen 등(2018)의 연구결과에

서도 자기효능감이 뇌졸중 환자의 건강증진행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만성질환을 관

리할 수 있다는 인지된 자신감인 자기효능감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다(Kim, Lee, 

Kwon, & Oh, 2013; Lee, 2018; Min & Kim, 2012). 뇌졸중 환

자의 건강행위는 자기효능감에 많이 의존하며, 신체적이고 

인지적인 건강유지와 증진의 실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Kim, Lee, Kwon, & Oh, 2013; Min & Kim, 2012). 

Brouwer-Goossensen 등(2018)의 연구에서도 뇌졸중 환자의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건강증진행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다고 보고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뇌졸중 환자가 건강증진행위를 강화하고 유지

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중재전략이 요

구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만이 뇌졸중 환자의 건

강증진행위를 설명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환

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와 가족지지를 조사한 선행연구

들에서(Jeong & Moon, 2017; Kim, 2015; Kim, Lee, Kwon, & 

Oh, 2013)도 가족지지는 건강증진행위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

시되고 있다. 가족은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에서 가족 구성원의 

불안, 우울, 절망 등의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

는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지지체계이며, 가족지지는 건강행위

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다(Cottle & James, 2008). 가

족의 지지는 급성기 치료 이후에 장기적인 재활 및 적응 과정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개인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 자가관리 및 질병에 대한 대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위기나 변화에 대한 적응을 증진

시킨다(Park, Park, & Kwon, 2011). 그러므로 뇌졸중 환자의 

건강증진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을 포함한 지지자

원을 활용하는 교육이나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교육수준은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제시되지 못했으나 유일하게 단변량분석

에서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많

은 선행연구에서 교육수준은 뇌졸중 환자의 건강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Jones & Riazi, 2011; Kim, 2015)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자가 올바른 건강정보를 습득하고 

대상자의 건강지식을 향상시키는 개인별 교육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뇌졸중 재발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에 자기효

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정도를 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강신념인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환자에게 의미있

는 사람인 가족을 포함한 중재전략을 활용한 차별화된 뇌졸중 

재발예방을 위한 건강증진행위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

러나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

로 실시한 횡단적 연구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

해야 하므로 다양한 지역과 대상자를 선정하여 반복연구를 시

도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뇌졸중 환자의 활동장애 정도는 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마비감, 구음장애, 이상감각 여부와 동반질환 

개수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고

려할 때, 뇌졸중 환자의 후유증이나 활동장애 정도와 건강증진

행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Vol. 26 No. 3, 2019  173

뇌졸중 환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행위

결 론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

지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한 횡단적 조사

연구이다. 뇌졸중 환자의 건강증진행위의 평균점수는 2.71점

으로 신체활동영역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증진행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으로 파악한 결과 자기

효능감과 가족지지가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는 영향요인으

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뇌졸중 환자의 재발을 

예방하고 건강증진행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신념인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중재를 제공할 때 가

족지지를 중재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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