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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로 매

우 중요한 생의 전환기를 맞는 시기이다 이시기에 형성.

된 행동 양상은 성인기와 생애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특히 건강 행위는 성인기와 생애 전체의 건강.

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성이 있다 신.

체적 그리고 정서적인 건강 행위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학습되며 또래 집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청소년기

는 특히 또래의 건강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강화

되는 특성을 갖는다 최근 들어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

한 다각적인 노력이 보건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건,

강 행위와 생활 습관을 위한 건강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

되고 있으나 기초적인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체

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결여와 함께 청소년의 인

지 능력과 행위 조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이루어

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

고 있다.

사회 인지 모델은 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 행동 결정

요소들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유용

한 이론적 기틀을 제공한다(Bandura, 1986, 1997).

사회 인지 모델에 의하면 자아 효능 은 특- (self-efficacy)

정한 성취를 위한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서 이는 행동의,

자아 조절 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 (self-regulatory)

고 있다 개인의 행동은 자아 효능에 대한 믿음에 의하. -

여 좌우되며 기대되는 성취를 위해 특정 행동을 선택하,

는 것 성취에 대한 기대로 과정중에 인내의 정도와 성,

취의 정도를 결정한다 즉 개(Bandura, 1986, 1997).

인이 지식만으로 행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개인의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각에 의하여

지식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러한 지각을 자아 효. -

이라고 한다 지난 여년 동안 건강 관리 행동뿐만 아. 20

니라 성인의 다양한 생활방식 결정예 흡연 운동 등( : , )

에 있어서 자아 효능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왔으나-

(Bandura, 1997; Lev, 1997; O'Leary, 1985;

Stretcher, DeVillis, Becker, Rosenstock, 1986),

건강 관련 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자아 효능에 대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드문 실정이다.

최근들어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에 대한 자아 효능, -

과 행동에 대한 좀더 일반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자아 효능이 행동 선택과 행동 기대에 밀접.

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Froman &

은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Owen(1991, 1999)

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대한 청소년의 자아 효능에 대-

한 일반적 측정을 위한 도구인 SHEQ(School Health

개발하여 도구의 신뢰도와Efficacy Questionnaire)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여러 연구에서 건강을 위한 자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진주보건대학 간호과**

주요개념 청소년 건강 자아 효능: , - , SHEQ

청소년이 지각한 신체정신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 측정을-
위한 의SHEQ(School Health Efficacy Questionnaire)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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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측정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건강 유지 증진에 중요한 영향 요인인 건전한 생

활 습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기의 신

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 측정을 위한 도구, -

로서 의 한국 청소년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SHEQ

정하여 표준화된 한국어판을 제시함으로 향후 간SHEQ

호 연구 및 실무에서의 활용과 이론적인 검증의 기초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강을 위한 자아,

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청소,

년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건강 교육의 기초 자료로서

표준화된 도구를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 신뢰도와 타당1. SHEQ

도를 확인한다.

청소년이 인지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자기2. ,

효능과 주관적으로 인지한 건강 상태의 관계를 확인

한다.

청소년이 인지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자기3. ,

효능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Ⅱ 문헌 고찰.

사회 인지 이론은 인간이 직접적 그리고 대체적 강화를

통해 학습이 이루짐을 설명하고 있다 는. Bandura(1977)

자아 효능의 개념을 학습된 행위를 실제로 지속시키고

성취하는데 있어 매우 영향력 있는 중재 인자로 설명하

고 있다 또한 의 자아 효능 이론은 한 사람의. Bandura

행동 인식 그리고 환경적 요인들이 실제적으로 행동을, ,

선택하는데 상호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침을 주장하

고 있다 즉 환경이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행. ,

동과 인식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이 상호.

작용적 인과모델은 많은 간호 이론들이 환경 개인 그리, ,

고 건강 가운데서 관련성을 제시하는 방법과 상응하는

모델이다 즉 사회 인지 이론 안에서 자(Melies, 1991).

아 효능 은 이러한 상호 호혜적 관계 즉- (self-efficacy) , ,

인간의 환경 행동 그리고 인식의 관계에서 중요한 인식,

적 주제가 된다(Froman & Owen, 1999).

는 자아 효능을 특정 성취 결과를 얻기 위Bandura - “

해 필요한 행위을 조직화하고 완수하는 과정과 관련된,

인간의 능력에 대한 개개인의 판단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한 개인의 효능 지각에 대한 지식은 그(1986, p391).

가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상생활에서 인간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며 그가 그 일에 대한 자신감이 적을 때는 회피,

하거나 자포자기한다 자아 효능은 행동 수행을 함께 할. -

사람을 선택한다든지 능력을 증진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동 변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중요

한 공헌을 한다(Froman & Owen, 1999).

에 의하면 개인은 그들의 능력에 관한 다양Bandura ,

한 정보의 자원을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들의 행동,

선택을 조절하고 이를 성취하려는 노력을 보임을 규정,

하고 있다 자아 효능 이론은 세가지의 과정 기초적 인. - ,

지적 중재적 과정 을 통해 개인이 행동을 야기하고 진, -

행상 마주하게 되는 장애와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

행하려는 행동 양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함

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인지적 중재인자들은 심리적.

문제 뿐만 아니라 임상적 중재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특정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a)

믿음으로서의 자아 효능 기대 이러한 특정 행동 과; (b)

정이 뚜렷한 결과나 산물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능성에

관한 믿음으로의 결과 기대 그리고 개인이 특정 결; (c)

과와 결과 전번에 걸쳐 부여하는 주관적인 가치로서의

결과 가치를 말한다.

인간이 자신의 효능에 대한 신념을 갖는 과정은 다음

의 주요한 가지 방법으로 발달될 수 있다 첫째는 효능4 .

에 대한 느낌이 스며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숙

달된 경험의 정도를 통하여 가능하다 즉 성공한 경험은. ,

한 사람의 개인적 효능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이룩하게

한다 역으로 실패는 그러한 믿음을 훼손하게 한다 두. .

번째 방법은 사회적 원형 을 통하여(social modeling)

자아 효능을 창조하고 강화시킬 수 있다 다른 사람이- .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성공하는 사례를 관찰했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타인.

이 자신과 유사한 활동을 시도하다가 실패했을 때 관찰

자 자신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 사회적.

확신 이 세 번째 영향요인이다 인(social persuasion) .

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성공시

키기 위하여 필요한 무언가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에 대

한 확신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성공을 가져오는 방법.

으로 행동을 구축하게 한다 인간은 또한 그들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로부터,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효능 신념 개정의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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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인간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강점을 이룩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체적 상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Bussey &

Bandura, 1999).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아 효능은 건강 행동들에 대한-

접근 또는 회피 학습 또는 자포자기와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O'Leary, 1985; Rosenstock,

흡연 운동 체중 조절Strecher, & Becker, 1988). , , ,

그리고 당뇨 간질 및 관절염의 자조관리와 같은 건강, ,

행동을 시작하게 하고 유지시키는데 있어서 자아 효능의-

역할은 확고하게 수립된 것으로 나타났다(Dilorio,

Faherty, & Manteuffel, 1992; Gecht, Connell,

Sinacore, & Prohaska, 1996; King, Marcus,

Pinto, Emmons, & Abrams, 1996; Stretcher,

청소년기에DeVillis, Becker, Rosenstock, 1986).

발달된 건강관련 행위는 성인기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

을 미치게됨에도 불구하고 건강 행위와 관련된 자아 효-

능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된 자아 효능에 대한 연구는 성적 활동 성병 콘돔- , ,

사용 그리고 건강 서비스 이용과 같은 매우 특수한 건강

임무에 국한되어왔다(Dilorio, Dudley, Soet, Watkins,

& Maibach, 2000; Fortenberry, 1997; Joffe &

청소년을Radias, 1993; Shafer, & Boyer, 1991).

대상으로 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전반에 대한 자아,

효능에 관한 연구는 Froman & Owen(1991, 1999)

의 연구 결과 외에는 찾아 보기 힘들다 청소년의 신체.

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자아 효능을 위한 측정 도구 개,

발을 위한 구성 타당도를 확인한 연구에서 다른 연구와

유사한 성차에 의한 자아 효능의 차이가 나타 났으며,

이는 성차와 관련된 행위 사회 심리적 측정등과 유사한,

결과를 보임을 보고하고 있다(Froman & Owen,

1991).

젊은 층에서 비만이 증가하는 경향 신체적 활동과 운,

동은 감소하고 음주와 약물 남용은 증가하고 그리고 청, ,

소년의 과격한 폭력성의 증가 추세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

하고 있다(Froman & Owen, 1999). SHEQ(School

는 흡연을 회피하는Health Efficacy Questionnaire)

것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을 취하는 것 어른과, ,

함께 하는 것 통제하에서 불안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

다른 사람과 친절하게 지내는 것과 관련된 문항을 자가

보고하도록 구성되었다.

인간이 건강 행동을 선택하고 시행하고 유지하는데 결

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아 효능은 성인기뿐만 아니라 청-

소년기의 건강 행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행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그들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을 측정하는 것이 청소년

건강 중재에 선행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아 효. -

능 사정 도구로서 를 간호의 실무와 연구에 사용SHEQ

하기 위하여 한국어판 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제시SHEQ

함이 선행되어야겠다.

Ⅲ 연구 방법.

연구 대상1.

연구대상자는 고등학교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로1-2

서울 지역 명 지방 명으로 총 명을 대상으로216 , 177 393

년 월부터 월까지 설문 조사하였다 표본의 평균2000 6 8 .

연령은 세로 나타났으며 여학생 명17.40(±.59) , 200

남학생 명으로 구성되었다(50.9%), 193(49.1%) .

본 연구 대상자들은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여 자발적으

로 참여하였으며 어떤 항목에 대한 대답은 거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고 설문,

에 답하였으며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익명성이 보장됨을

설명하였으며 해당 학교의 교사의 허락에 의하여 수업,

시간 중에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도구2.

가 개발한Froman & Owen(1991) School Health

는 신체 건강 문항Efficacy Questionnaire(SHEQ) (21 )

과 정신적 건강 문항에 대한 자아 효능을 측정하도록(22 ) -

구성되었으며 점 척도로서 각 문항에 대한 자신감 정도5

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매우 자신 있다 는 점 매우, “ .” 5 , “

자신 없다 는 점으로 평점 처리토록 되어 있다 본 연.” 1 .

구에서는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내용 타SHEQ 43

당도를 위하여 전문가 인의 자문을 구하여 우리 나라2

사회 문화적 배경에 맞지 않은 문항 예를 들어 운전에(

관계된 문항을 삭제하고 문항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신체적 건강에 대한 영역 문항 정신적 건강에 대한21 ,

영역 문항으로 총 문항을 한국어판 의 타당17 38 SHEQ

도 연구를 위해 사용하였다.

의 문항에 대해 미국 고등학생 명을 대SHEQ 38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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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내적 신뢰도는 에서 까지로 나타났으며.84 .91

미국 고등학생 명과(Froman & Owen, 1991), 450

한국 고등학생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357 Froman &

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신체적 건강에Owen(1999)

대한 영역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영역은 으로.87, .90

나타났다 한국판 문항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SHEQ 31

내적 신뢰도는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 영역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 영역은 로 나타.87, - .86

났다.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학,

년 나이 학업성적 결석일수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 , , ,

상태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자신이 인지하는 건강 정도.

는 매우 좋다 점 매우 나쁘다 점으로 측정하였으“ .” 5 , “ .” 1

며 한 문항을 이용한 척도이기 때문에 신뢰도 검사가 불

가능하였다.

자료 분석3.

요인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판 의 구성 타당도SHEQ

를 분석하고 각 하부영역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로 나타내었으며 동시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α

와 을 이Pearson Correlation Coefficent Regression

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에 대한 요인 분석1. SHEQ

한국어판 문항으로 한국 청소년의 건강에SHEQ 38

대한 자아 효능을 측정한 결과 최대 점 중 신체적 건- , 5

강에 대한 자아 효능은 평균 정신적 건강- 3.45(±.57),

에 자아 효능은 평균 으로 신체적 건강에- 3.43(±.58)

대한 자아 효능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자료의 요인 분석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와 검정을 한 결과 신체적 건강에 대한KMO Bartlett

자아 효능에서는 정서적 건강에 대한 자아- KMO .87, -

효능에서는 로 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이KMO .84

매우 적절함을 보였고 변수간의 독립성을 검정한,

검정치는 신체적 건강 영역이Bartlett 2673.57

로 정신적 건강 영역이 로(p=.00) , 2360.89(p=.00)

표 회전에 의한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의 요인 분석< 1> Varimax

문항
Factor Loading

Communalities
1 2 3 4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1. . .222 .106 .802 .063 .707

하루에 세끼를 잘 먹는다2. . .176 .009 .832 .135 .742

사고를 조심한다3. . .373 .288 .324 .284 .408

감기를 치료한다4. . .655 .215 .286 .054 .560

흡연을 삼가한다5. . .084 -.032 .050 .776 .613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6. . .316 -.094 .386 .313 .355

적절한 약을 먹는다7. . .654 .077 .158 .124 .474

고열을 치료한다8. . .747 .087 .128 .046 .584

충치를 조심한다9. . .537 .255 .166 -.038 .382

작은 상처를 치료한다10. . .653 .316 .024 .166 .554

근육의 당김이나 긴장감을 치료한다11. . .569 .391 .127 -.026 .493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12. . .148 .463 .519 -.176 .536

정규적인 운동을 한다13. . .019 .544 .502 -.239 .605

감기 또는 다른 감염을 조심한다14. . .450 .553 .171 .102 .547

내가 아픈 때를 안다15. . .136 .596 .019 .139 .393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16. . .226 .682 -.014 .107 .528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을때 물어볼 사람을 알고 있다17. . .482 .459 -.056 -.086 .446

나의 일과를 적절하게 계획한다18. . .216 .586 .111 .057 .406

술마시는 것을 삼가한다19. . .109 .151 -.019 .774 .633

날씨에 따라 적절한 옷을 입는다20. . .150 .631 .095 .144 .450

불법적인 약물의 사용을 삼가한다21. . -.019 .190 .070 .688 .515

Eigenvalues 6.158 1.920 1.614 1.242

% of Variance 29.323 9.143 7.683 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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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요인 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국어판 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SHEQ

회전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였으Varimax

며 선행연구 문항수와 요인적재를 고려하여 개의 요, , 4

인으로 분석 한 결과 요인 누적 설명력은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은 정신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 52.07%, -

능은 로 나타났다 표61.98% < 1, 2>.

각 요인의 구성 항목은 요인 적재량이 이상이고.40 ,

다른 요인의 항목과 요인 적재량이 최소 이상 분명한.10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 요인간의 분별.

력이 적은 개 문항을 제외하고 총 개의 항목이 선택7 31

되었다.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는 표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 에는 문항이 적재< 1> 6Ⅰ

되었고 고열을 치료한다 감기를 치료한다 등과 같, “ .”, “ .”

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치료 활동(treatment activities)

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에는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외. “ .”Ⅱ

문항으로 구성되어 예방 활동4 (preventive activities)

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은 하루에 세끼를 잘 먹는다. “ .”,Ⅲ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와 같은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

며 식이 활동 로 명명하였다 끝으로 요, (diet activities) .

인 에는 흡연을 삼간다 외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물“ .” 2 ,Ⅳ

질 남용 관련 활동 으로 명명하였다(substance abuse) .

정신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에는 우정을 유지한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 “Ⅰ

한다 외 문항이 적재되었으며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 3 ,

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는(interpersonal concern) . Ⅱ

나의 전반적인 불안을 조정하고자 노력한다 외 문항으“ .” 3

로 구성되었으며 불안 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anxiety) .

은 부모님과 사이가 좋다 외 문항으로 어른과의 관“ .” 2Ⅲ

계 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relationship with elders) .

로 요인 는 정규적으로 건강검진을 한다 외 문항으로“ .” 2Ⅳ

구성되었으며 건강 유지 로 명명, (health maintenance)

하였다.

각 요인의 내적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의 각 요인에 내적 신뢰도는 요인- 1, .80,

요인 요인 요인 로 나타났으며, .74, , .83, , .68 ,Ⅱ Ⅲ Ⅳ

정신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에서는 요인 요인- , .74,Ⅰ

요인 요인 로 나타났다, .80, , .83, , .74 .Ⅱ Ⅲ Ⅳ

그룹간의 비교를 위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 두 그룹으로 나누어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서도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과 정서적 건강에 대

한 자아효능 영역에서 개의 요인 별 요인 적재가 유사4

하게 나타났다 표< 3, 4>.

표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아< 3>

효능에 있어서 요인 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 ,Ⅰ Ⅱ Ⅲ

요인 적재 문항은 비슷하나 활동적인 남학생의 성향과

예방적이고 체중에 많은 관심을 갖는 여학생의 성향이

표 회전에 의한 정신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의 요인 분석< 2> Varimax

문항
Factor loading

Communalities
1 2 3 4

사소한 문제에 관하여 걱정하는 것을 삼가한다22. . .189 .731 -.056 .036 .574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을 피한다23. . .015 .781 .159 .139 .655

학업에 관한 불안을 조정하고자 노력한다24. . .070 .781 .255 .128 .696

나의 전반적인 불안을 조정하고자 노력한다25. . .079 .800 .209 .063 .694

내 또래의 여자들을 만난다26. . .624 -.064 .020 .062 .397

우정을 유지한다28. . .758 .164 .116 .004 .615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한다29. . .694 .203 .300 .064 .617

행복하다30. . .305 .335 .654 .130 .651

부모님과 사이가 좋다31. . .167 .131 .863 .099 .799

어른들과 잘 지낸다32. . .238 .146 .826 .142 .780

다른 사람에게 만날 약속을 청한다33. . .639 .084 .327 .124 .538

진실을 말한다34. . .594 .151 .211 .212 .465

내가 좋아하는 아르바이트를 얻는다35. . .448 -.061 -.043 .509 .461

안전밸트를 착용한다36. . .256 .024 .112 .679 .540

정규적으로 건강검진을 한다37. . .045 .182 .108 .847 .764

정규적으로 치과 진료를 받는다38. . -.040 .133 .142 .795 .671

Eigenvalues 5.192 1.914 1.658 1.154

% of Variance 32.448 11.963 10.360 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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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타나고 있다 요인 는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동일. Ⅳ

한 양상을 보였다.

표 에 제시한 정서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에서< 4> -

는 요인 적재 문항은 신체적 건강에서보다도 더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남학생에서는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 문항이 요인 인 반면에 여학생에서는 불안에 관한Ⅰ

문항이 요인 에 적재되었다.Ⅰ

표< 3> 그룹간 비교를 통해 본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아효능의 요인 분석

문항
남학생 여학생

1 2 3 4 1 2 3 4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1 . .811 .641

하루에 세끼를 잘 먹는다2 . .831 .593

사고를 조심한다3 . .519

감기를 치료한다4 . .595 .730

흡연을 삼가한다5 . .775 .781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6 . .519 .442

적절한 약을 먹는다7 . .635 .542

고열을 치료한다8 . .731 .707

충치를 조심한다9 . .463 .576

작은 상처를 치료한다10 . .740

근육의 당김이나 긴장감을 치료한다11 . .727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12 . .694

정규적인 운동을 한다13 . .589 .690

감기 또는 다른 감염을 조심한다14 . .541

내가 아픈 때를 안다15 . .604 .559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16 . .711 .769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을때 물어볼 사람을 알고 있다17 . .620 .604

나의 일과를 적절하게 계획한다18 . .504

술마시는 것을 삼가한다19 . .727 .821

날씨에 따라 적절한 옷을 입는다20 . .655 .672

불법적인 약물의 사용을 삼가한다21 . .647 .770

표< 4> 그룹간 비교를 통해 본 정신적 건강에 대한 자아효능의 요인 분석

문항
남학생 여학생

1 2 3 4 1 2 3 4

사소한 문제에 관하여 걱정하는 것을 삼가한다22 . .604 .800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을 피한다23 . .747 .786

학업에 관한 불안을 조정하고자 노력한다24 . .780 .770

나의 전반적인 불안을 조정하고자 노력한다25 . .806 .806

내 또래의 여자들을 만난다26 . .579 .750

우정을 유지한다28 . .760 .763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한다29 . .682 .670

행복하다30 . .682 .640

부모님과 사이가 좋다31 . .867 .849

어른들과 잘 지낸다32 . .827 .807

다른 사람에게 만날 약속을 청한다33 . .687

진실을 말한다34 . .608 .519

내가 좋아하는 아르바이트를 얻는다35 .588

안전밸트를 착용한다36 . .622 .751

정규적으로 건강검진을 한다37 . .855 .830

정규적으로 치과 진료를 받는다38 . .810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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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타당도2.

한국어판 문항과 요인 분석 결과 개의 요SHEQ 38 4

인으로 구성된 항목의 의 동시 타당도 검증을31 SHEQ

위해 문헌과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표< 5>.

문항의 와 문항의 모두에서 신체31 SHEQ 38 SHEQ

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과 정서적 건강에 대한 자아- -

효능이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신이 인지하는 건강,

정도와도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정서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신체적- . ,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과 정서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 -

모두 학업성적과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상관관계가 있는 정서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 자신- ,

이 인지하는 건강 정도와 학업 성적에서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을 예측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회-

귀 분석 한 결과 문항의 에서는 신체적 건강, 31 SHEQ <

에 대한 자아 효능 정서적 건강에 대한- =1.261+0.570

자아 효능 자신이 인지하는 건강 정도 의 회귀- +0.075 >

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때 설명력은 로 나타났다42% .

문항의 에서도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38 SHEQ < -

정서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1.076+0.596 - +0.088

자신이 인지하는 건강 정도 의 회귀식을 도출할 수 있었>

으며 이때 설명력은 로 나타났다, 45% .

Ⅴ 논의 및 제언.

의 연구에 의하면 명Froman & Owen (1991) 445

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를 측정한 결과 신체적SHEQ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은 평균 정서적 건강에 대- 3.81,

한 자아 효능은 평균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3.73 .

한국의 고등학생들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은-

평균 정서적 건강에 자아 효능은 평균 으로3.44, - 3.43

미국의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낮은 평균값

을 제시하였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한국 청소년. 357

명과 미국 청소년 명을 비교한450 Froman & Owen

의 연구 결과와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1999) .

한국어판 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SHEQ

회전을 사용하여 요인 분석을 한 결과 신체적Varimax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의 요인 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6Ⅰ

며 치료활동 로 명명하였다 요“ (treatment activities)” .

인 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예방 활동5 , “ (preventiveⅡ

로 명명하였다 요인 은 두 문항으로 구성activities)” . Ⅲ

되었으며 식이 활동 로 명명하였으며, “ (diet activities)” ,

요인 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물질 남용 관련 활동3 , “Ⅳ

으로 명명하였다(substance abuse)” .

도구 개발 당시 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SHEQ -

능은 치료예방 활동/ (treatment/preventive activities)

과 물질 남용 의 두 요인으로 나타났(substance abuse)

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치(Froman & Owen, 1991).

료 활동 예방 활동 그리고 물질 남용의 요인이 모두 나, ,

타났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에서는 식이 활동 에 관한 항, “ ”

목이 한 요인으로 구성된 것이 Froman & Owen

의 연구와의 차이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1991) .

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다, .

표 동시타당도 검증을 위한 상관 관계 분석< 5>

문항31- SHEQ 문항38- SHEQ

Physical health

self-efficacy

Mental health

self-efficacy

Physical health

self-efficacy

Mental health

self-efficacy

주관적 건강 상태
.262

.000

.288

.000

.308

.000

.247

.000

신체적 건강 자아효능 -
.643

.000
-

.658

.000

결석 일수
-.036

.478

-.063

.215

-.054

.286

-.019

.710

학년
-.022

.661

-.003

.951

-.003

.945

-.018

.724

학업 성적
.129

.011

.145

.005

.125

.014

.113

.027

연령
-.083

.099

-.055

.273

-.067

.188

-.085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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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

인 은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 (interpersonal concern)”Ⅰ 으

로 명명하였으며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는 불안5 . “Ⅱ

으로 명명하였으며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anxiety)” 4 .

인 은 어른과의 관계 로 명“ (relationship with elders)”Ⅲ

명하였으며 요인 는 건강 유지, “ (health maintenance)”Ⅳ

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모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Ⅲ Ⅳ

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은 대인관계에SHEQ -

대한 관심 과 불안 의(interpersonal concern) (anxiety)

두 요인으로 분리되었다 본(Froman & Owen, 1991).

연구 결과에서도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 불안의 항목이,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유교적 영향으로 인하여 어른과, “

의 관계 영역이 분리되어 나타난 점이 선행 외국 문헌과”

의 차이점이다.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의 각 요인에 내적 신뢰-

도는 요인 요인 요인 요인.80, .74, .83, .68Ⅰ Ⅱ Ⅲ Ⅳ

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에서는 요, -

인 요인 요인 요인 로 나타.74, .80, .83, .74Ⅰ Ⅱ Ⅲ Ⅳ

났다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의 요인 물질 남. - “Ⅳ

용 부분이 내적 신뢰도 로 낮게(substance abuse)” .68

나타났으나 의 연구에서는, Froman & Owen(1991)

로 내적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요인 에 해당하는.84 . Ⅳ

문항으로는 흡연을 삼가한다 술마시는 것을 삼가한‘ .’, ‘

다 그리고 불법적인 약물의 사용을 삼가한다 로 구성.‘, ’ .‘

되어 명확한 한 요인으로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구성되었

으나 낮은 신뢰도가 나타난 것은 향후 계속적인 반복연

구를 통하여 좀더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 효능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성차에 따른 차-

이점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정신사회학적 측정의 다양.

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보고되어왔으며 청소년의 건강,

에 대한 지각을 보고한 연구에서도 나타났다(Chipman,

1988; Farmer, 1987; Desmond, Price, Hallinan

본 연구& Smith, 1989; Grant & Sleeter, 1986).

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에 있어서 각 요인에 적재되는

문항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 -

능에 있어서 활동적인 남학생은 치료적 활동 중심적인

자아 효능을 보였으며 여학생들은 예방적 활동 중심적- ,

인 자아 효능을 나타내었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자아- . -

효능에서는 남학생에서는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 문항이

요인 에 적재된 반면에 여학생에서는 불안에 관한 문항Ⅰ

이 요인 에 적재되어 성차에 따른 자아 효능의 차이를-Ⅰ

바타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신체적 정. ,

신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과 학교성적이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남학생에서(r=.208**, r=.194**).

자아 효능과 성적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

러나 이 결과는 의 연구에서Froman & Owen(1991)

남학생에서 성적과 자아 효능이 더 관련있었다는 연구-

보고와 상이한 것이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 자신이 인지하는 건강- ,

정도와 학업 성적에서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을-

예측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휘귀분석을 시행한 결

과 문항의 과 문항의 모두에서 정신31 SHEQ 38 SHEQ

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과 자신이 인지하는 건강정도-

가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자아 효능을 측정할 때 우리 나라의 사회 문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수정한 문항의 한국어판을 사용하는31 SHEQ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

년의 자아 효능을 측정하는 의 표준화된 한국어판- SHEQ

을 제시하고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였으며 향후,

반복 연구를 통하여 실증적 증거를 계속 누적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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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 : Adolescent, Self-efficacy, SHEQ

Structural Validation of the SHEQ

Measure for Adolescents'

Perceived Self-efficacy 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Tak, Young Ran*Lee, Eun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construct validation and internal reliability

of the SHEQ(School Health Efficacy Question-

* 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Chinju Health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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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re)and to establish concurrent validity for the

instrument among Korean adolescents by

relationship found among SHEQ and the

self-reported health status.

The sample was consisted 393 high school

students, aged with average of 17.40(±0.59)

years. According to the criteria used in this

validating study, a four-factor structure, which

consisted of 31-items, resulting from 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with an varimax rotation,

best represented the multidimensionality of the

SHEQ of adolescents in Korea. Internal

consistency estimated for the four factor on the

SHEQ subscales range from .68 to .83. Evidence

in support of concurrent validity for both

31-item and 38-item of SHEQ was provided by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found

between the two scales and self-reported health.

With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31-item

Korean version of the SHEQ can be used in

practice as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measuring perceived self-efficacy 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for adolescents in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