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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운동 자기-도식과 운동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운동실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J시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대학
생 178명에게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ion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운동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행동적 운동자기도식, 운동실천의도, 인지.감정적 운동자기도식 순이었으며, 설명력은 63.8%였다(F=104.59, p<.001).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운동실천향상을 위해서는 올바른 운동자기도식을 형성시킬 수 있는 건강관련 교육과
정 개발이 필요하며,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운동행동, 운동실천의도, 운동실천정도, 운동 자기-도식,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nursing college students’ exercise self-schema and 
exercise behavior,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adherence to In this study. Participantrs included 170 
nursing students in J City from November 1 to November 30, 2018..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ion, and multiple regression by 
SPSS 21.0 program.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indicates exercise behavior, influences of 
behavioral exercise self-schema, exercise participation intention, cognitive and emotional exercise 
self-schema, predict 63.8%(F=104.59, p<.001). Based on this study, in order to enhance nursing college 
students’ exercise practice, it is believed that it is necessary to not only develop health-related 
curriculums that would allow nursing college students to appropriately develop and enhance their 
exercise self-schema, but also provide active government-level support required for operating diverse 
physical activity programs.

Key Words : Exercise behavior, Exercise participation intention, Exercise participation level, Exercise 
self-schema, Nursing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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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료에 의하면 성인의 걷기실천율은 2014년 41.7%에서 
2017년 39%, 유산소신체활동은 2014년 58.3%, 2017
년 48.5%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성인의 35.5%가 평균 8-12시간정도를 운동을 하지 않고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1]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실천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운동이 부족할 경우 고혈압 및 심혈관질환과 같
은 만성질환의 위험도를 상당히 높이는 요인이 되지만[2] 
꾸준히 실시할 경우 대장암, 유방암, 제 2형 당뇨병, 골다
공증, 비만, 과체중, 정신건강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가 
있어[3,4]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개인의 실천율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이것은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운
동 행동에 대한 이해의 틀인 운동 자기-도식으로 설명된
다[5]. Kendzierski[6]는 운동 자기-도식에 대해 규칙적
으로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내 자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자기도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Park, Park[7]은 운동 자기-도
식에 대해 행동적 운동 자기-도식과 인지. 감정적 운동 
자기도식으로 구분하여 운동 자기-도식이 단일개념이 아
닌 다차원적인 개념임을 밝혀낸 바가 있다. 행동적 운동 
자기도식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
(운동계획, 운동형태, 운동실천의 여건)을, 인지, 감정적 
운동 자기-도식은 개인의 생각과 느끼는 것(운동결가기
대, 운동신념, 감정)을 반영하고 있다[7]. 운동 자기-도식
에 선행연구에서 운동 자기-도식은 운동행동를 설명하는 
유용한 변인으로[8] 운동 자기-도식은 운동행동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운동에 대한 욕구, 운동 자기도식이 운동행동에 대한 긍
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10]. 운동 자기
도식이 있는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운동행동이 유의
하게 나타나고 운동에 대한 의도가 높으며[11,12], 운동 
도식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도식이 없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할 때, 자기효능감, 운동에 대한 태도, 신체활동 
지각 및 적극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13]. 이것은 
운동행동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 바탕이 되어 운동 자기
도식이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운동행동이 다르게 나타
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점에서 운동 자기도식의 발
달은 운동행동으로 이어지기 이전에 갖추어야 할 요소이
며 개인의 운동 자기도식을 발달시키는 것은 중요한 의
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14]. 

기존의 연구에서는 운동행동이 변화단계[15-17]에 따
라 달라지며, 성별,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9,15] 운동 자기도식의 세부적인 하위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이론 및 임상실습을 위한 학교의 
교과과정으로 인하여 체력관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차원적인 운동 자기도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사는 환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권장해야 하므로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학생의 운동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간호대학 저학년생은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다[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운동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운동행동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운동자기도

식과 운동행동의 정도를 알아보고, 운동실천정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운동자기도식과 운동행동의 정도를 파

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운동행동의 차이

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운동자기도식과 운동행동 간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운동실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운동자기도식과 운

동행동의 정도를 확인하고, 운동실천정도에 영향을 미치
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J시 소재한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1,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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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
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
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요인 8개일 때 대상자수는 
180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설문지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는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190부가 회
수되었다. 이중 내용이 불충한 자료 12부를 제외한 178
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수집은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
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J시 소재한 간호대학 
간호학과에 연구목적 및 절차를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
한 허락을 구한 후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다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익명 처리하였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으며, 설문지를 작성
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연구참여 철회가 가능함을 충분
히 설명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문조사로 자기보고 방식으
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응답 평균 시간은 10분∼20분 정
도로 소요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운동자기도식
대상자의 운동 자기도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Park, Park[7]가 개발한 운동 자기도식 측정도구를 사용
하였다. 인지·감정적 운동자기도식(7문항), 행동적 운동
자기도식(7문항)으로 총 14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 자기도식이 잘 형성되
었음을 의미한다. Park, Park[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행동적 운동 자기도식 .89, 인지·감정적 운동자기-
도식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인지·
감정적 운동자기도식 .84, 행동적 운동자기도식 .75이었
다.

2.3.2 운동행동
대상자의 운동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Park[19]이 개발

한 운동행동 측정 도구 12문항 중 10문항을 사용하였으
며, 운동실천정도(5문항)과 운동실천의도(5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행
동의 실천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운동실천정도 .886, 운동실천의도 
.8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운동실천
정도 .77, 운동실천의도 .76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변수의 정도
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운
동행동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분석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운동자기도식과 운
동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구하였으며, 운동실천정도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들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전공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 음주, 격렬한 신체활동, 수면 상
태, 스트레스, 체중조절노력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
의 성별은 여성이 152명(85.4%), 학년은 2학년 103명
(57.9%),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101명(56.7%), 주관적 건
강상태는 건강한 편이 162명(91%), 흡연을 하지 않는 경
우가 157명(88.2%), 음주는 가끔 마신다 127명(71.4%), 
격렬한 신체활동은 전혀 안한다 111명(62.4%), 수면상
태는 잘 못잔다 85명(47.8%), 스트레스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89명(28.7%), 체중조절 노력은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99명(55.6%)로 가장 많았다. Table 1

3.2 대상자의 운동자기도식과 운동행동
연구 대상자의 운동자기도식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52점이었으며, 운동자기도식의 하위 영역별 5점 만점에서 
행동적 운동자기도식 3.24점, 인지·감정적 운동자기도식 
3.81점이었다. 운동행동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2.46점이
었으며, 운동행동의 하위 영역별 5점 만점에 운동실천의도 
2.65점, 운동실천정도 2.27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3.2 대상자의 운동자기도식과 운동행동
연구 대상자의 운동자기도식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52점이었으며, 운동자기도식의 하위 영역별 5점 만점에서 
행동적 운동자기도식 3.24점, 인지·감정적 운동자기도식 
3.81점이었다. 운동행동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2.46점이
었으며, 운동행동의 하위 영역별 5점 만점에 운동실천의도 
2.65점, 운동실천정도 2.27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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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26(14.6)
Female 152(85.4)

Grade
Grade 1 75(42.1)
Grade 2 103(57.9)

Major satisfaction
Unsatisfied 8(4.5)
Moderate 69(38.8)
Satisfied 101(56.7)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80(45.0)
Modrate 71(39.9)
Bad 27(15.1)

Smoking
Yes 16(9.0)
No 162(91.0)

Drinking
No 28(15.7)
Sometimes 127(71.4)
Often 23(12.9)

Physical activity
No 111(62.4)
2-3/wks 61(34.2)
Everyday 6(3.4)

Sleeping
Enough 24(13.4)
Moderate 69(38.7)
No 85(47.8)

Stress
Many 71(39.9)
Moderate 89(28.7)
No 18(10.1)

Weight control 
effort

No 99(55.6)
Weight gain effort 5(2.8)
Weight loss effort 52(29.2)
Maintain weight 22(12.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on     
(N=178)

Variables M±SD Range
Exercise self-schema 3.52±0.77 1-5

Behavioral exercise self-schema 3.24±0.81 1-5
Cognitive and emotioal exercise 
self-schema 3.81±0.91 1-5

Exercise behavior 2.46±0.96 1-5
Exercise participation intention 2.65±1.01 1-5
Exercise participation level 2.27±1.03 1-5

Table 2. Degree of Exercise self-schema and 
Exercise behavior                   (N=178)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운동행동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운동행동은 

성별(t=4.18, p<.001), 학년(t=2.84, p=.005), 전공만족
도(F=3.38, p=.036), 주관적 건강상태(F=6.97, p=.001), 
흡연유무(t=2.35, p=.019), 격렬한 신체활동(F=32.11, 
p<.001), 수면상태(F=3.65, p=.028), 체중조절노력(F=6.67,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3

Charact
-eristics Categories M±SD F(p)

Scheffe

Gender
Male 31.69±10.25 4.18

(.000)Female 23.46±9.09

Grade
Grade 1 27.04±9.56 2.84

(.005)Grade 2 22.94±9.45

Major 
satisfactio
n

Unsatisfied 26.19±10.34
3.38

(.036)Moderate 22.33±8.11

Satisfied 25.50±10.77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27.46±10.73
6.97

(.001)Modrate 22.98±7.61

Bad 20.81±9.26

Smoking
Yes 30.06±9.79 2.35

(.019)No 24.13±9.57

Drinking

No 25.14±10.87
0.065
(.937)Sometimes 24.50±9.66

Often 25.00±8.63

Physical 
activity

No 21.12±8.20
32.11
(.000)2-3/wks 28.96±8.52

Everyday 37.75±8.69

Sleeping

Enough 27.00±9.41
3.65

(.028)Moderate 25.96±10.58

No 22.68±9.02

Stress

Many 23.07±9.31
1.66

(.193)Moderate 25.85±9.89

No 25.11±9.69

Weight 
control 
effort

No 22.01±9.19

6.67
(.000)

Weight gain effort 27.17±9.00

Weight loss effort 27.20±6.05

Maintain weight 30.13±9.68

Table 3. Difference of  Exercise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8)

3.4 대상자의 운동자기도식과 운동행동 간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운동 자기도식은 운동 실천정도

(r=.523, p<.01), 운동 실천의도(r=.559, p<.01)와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자기도식 하위 요인인 행동적 운동 자기도식은 
운동 실천정도(r=.577, p<.01), 운동 실천의도(r=585,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인지·감정적 
운동 자기도식은 운동실천정도(r=.374, p<.01), 운동 실
천의도(r=429,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
다. 운동실천의도는 운동실천정도(r=.791, p=<.01)와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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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ehavioral 
exercise 

self-schem
a

Cognitive 
and 

emotioal 
exercise 

self-schem
a

Exercise 
participatio
n intention

Exercise 
participatio

n level

Behavioral exercise 
self-schema 1

Cognitive and 
emotioal exercise 

self-schema

.604
(.000) 1

Exercise 
participation 

intention

.585
(.000)

.429
(.000) 1

Exercise 
participation level

.577
(.000)

.374
(.000)

.791
(.000) 1

Table 4. Correlation of Exercise self-schema and Exercise
behavior                              (N=178)

3.5 대상자의 운동실천정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운동실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행동적 
운동자기도식, 인지·감정적 운동자기도식, 운동 실천의도
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
석 전에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검증 시 오차의 독립
성 검정에서 Dubin-Watson 통계량은 1.884로 기준 값
인 2에 근접하고 있어 잔차들 간의 자기 상관성이 없었
고,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
인자도 1.282-2.000로 기준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정규분포
는 P-P도표에서 선형성이 있었고, 산점도에서의 잔차의 
분포가 0을 기준으로 고르게 있어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
산성을 확인하였다.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F=104.59, p<.001), 대학생의 운동실천정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행동적 운동자기도식(β=.20, p<.001), 
운동 실천의도(β=.69, p<.001)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
은 63.8%이었다. Table 5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1.09 1.08 - -1.01 .312

Behavioral exercise 
self-schema .18 .05 .20 3.16 .000

Cognitive and emotioal 
exercise self-schema -.03 .04 -.04 -.77 .002

Exercise participation 
intention .69 .05 .69 12.29 .000

Durbin-Watson=1.884 , Adj.R2=.638, F=104.59, p<.001

Table 5. Influencing factor on Exercise participation 
level                                  (N=178)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운동자기도식과 운동행위 간
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운동실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운동실천을 위한 효과적
인 중재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
었다. 주요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대상자의 운동자기도식은 5점 만점에 3.52점으로 중
간 이상의 수준이었으며 하위영역에서 행동적 운동자기
도식은 3.24점, 인지·감정적 운동자기도식은 3.81점이었
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운동자기도식을 조사한 Park, Park[7]의 연구에서 20대 
성인의 점수가 운동자기도식 3.56점, 하위영역에서 행동
적 운동자기도식 3.32점, 인지·감정적 운동자기도식 
3.84점과 비슷하였다. 운동자기도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운동에 대한 만족도
를 높일 수 있도록 캠퍼스 내 학생맞춤형 스포츠센터 운
영, 운동동아리 활동비 지원, 운동실천주간 행사 운영 등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운동행동은 5점 만점에 2.46점이다. 하위영
역에서 운동실천의도 2.65점, 운동실천정도 2.27점이었
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운동행위를 조사한 Park[19]의 연구에서 20대 성인의 
점수가 운동실천의도 16.62점, 운동실천정도 13.95이었
다. 운동행동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
다[19]. 그러나 간호대학 저학년생의 17.95%만이 규칙
적인 운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수행한지 6개월 이
상인 학생은 4.27%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운동할 시간
이 없어서, 날씨가 좋지 않거나 아파서, 같이 운동할 사람
이 없어서 규칙적인 운동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20]. 그러므로 운동 자기-도식을 제대로 형성하
여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운동 피트니스앱 활
용[21],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과 같은 모바일 플랫폼 기
반의 운동 모니터링을 이용한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22]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 중 남학생일수록, 학년이 높을
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
록, 비흡연자일수록, 격렬한 신체활동운동을 할수록, 수
면상태가 좋을수록, 체중조절노력을 할수록 운동실천정
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학생들이 여학
생들에 비해 운동실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여러 
선행 연구결과[18,23,24]와 일치한다. 반면 주관적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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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따른 신체활동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8]와 상반된 결과이다. 여학생의 신체활동 촉
진을 위해 운동형태만을 지도하는 운동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운동경험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운동의 형태와 
운동방법 그리고 적합한 운동을 했을 때의 감정상황이나 
그때의 이점들을 인지하여 자발적으로 운동하고자 하는 
의도가 형성될 수 있는 지도법 개발이 필요하다[24].

운동자기도식은 운동실천정도, 운동 실천의도, 주간 
운동시간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운동자기도식이 형성될수록 운동
실천정도와 주간 운동시간이 높았으며, 앞으로 운동을 실
천할 의도도 높게 나타난 Park[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 또한, 운동자기도식이 높을수록 신체활동을 선택할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4] 결과와 일맥상
통한다. 운동자기도식은 자기와 관련된 운동행동 정보를 
인식하고 선택하며, 대처하는 데 사용되는 사고의 틀이다
[19]. 형성되어 있는 운동자기도식은 개개인마다 다르고, 
그로 인해 같은 상황에 있어도 다른 행동양식을 보이게 
된다[14]. 그러므로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 증진
을 위한 중재전략으로 대상자의 운동자기도식 향상을 위
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기획 시 대상자에게 적합한 운동을 찾을 수 있
는 심층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운동실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행동적 운동자
기도식, 운동 실천의도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63.8%
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행동적 운동자기도식이 운동
실천정도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성인을 대상으
로 한 Park[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신체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올바른 운동자기도식 형성은 운동행동을 유지하
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25]. 올바른 운동자
기도식 형성 향상을 위해서는 운동을 언제든 실천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적 기반이 구축이 필요하며, 간호대학
에서는 건강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생활체육과 연계
된 체육교과목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이수하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비교과 프
로그램 계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운동자기

도식과 운동행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운동실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으며, 간호대
학생의 건강한 생활 실천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대상자의 운동자기도식은 운
동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운동실천정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행동적 운동자기도식, 운동 실
천의도였다. 그러므로 올바른 운동자기도식 형성과 운동 
실천의도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이 요청된다.

추후 간호대학생의 운동자기도식 및 운동행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변
수 외에 간호대학생 1,2학년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변수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 저학년을 위한 긍정적 운동자
기도식 형성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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