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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과학문명의 발달과 경제수준의 향상은 생활 전반에

양적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건강관리 개념도,

과거의 소극적인 질병관리와 예방적 단계에서 적극적이고 능

동적인 건강증진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건강증진 사업이.

크게 학교 산업장 및 지역사회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

특히 이 중에서 학교를 통한 건강증진 사업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가 습득된 건강에 대한 지식.

과 태도가 습관화되고 생활화로의 전환이 용이한 시기로최진(

영 건강할 때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 병에 걸린 후, 1995),

치료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훨씬 경제적이라는 쪽으로 의

식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학교를 통한 건강증진(Pender, 1996)

사업은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는 대의를 달성하는 데 보다 중

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함께 심리적사회적

으로 심한 혼란과 복잡한 변화를 겪어 내외적 경험을 통합

하고 성숙의 기초를 형성하는 발달단계로 건강생활양식과 관,

련된 태도와 행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Healthy

또한 인생의 초기에 학습된 건강관리 행위는People, 2000),

청소년기에 강화 될 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발생(Gillis, 1995)

하는 대부분의 만성질환이 유아기와 청소년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건강습관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고등학생 시절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자신의 건강뿐

만 아니라 장차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실천을 유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최근 고등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의 증가와 함께 이들은 건강증진 실현을 위한 목표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박인숙 주현옥 및 이화자( , , 1997).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치열한 대학 입시경쟁으로

인하여 지식주입 위주의 지적성장에만 관심을 둔 교육이 대부

분이고 학생들은 건강유지 및 향상과 관련된 건강증진 생활양

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청소년백서 에서는 학업으로 인해 신체적 병리현MBC (1999)

상을 경험한 학생이 로 두통이 가장 많았고 복통 축농82.7% , ,

증비염불면증 등을 호소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고등학생들,

의 보건실 이용 현황을 보면 년에 의 많은 학생들이1 71.4%

보건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은경( , 1998).

우리나라 청소년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고지혈증 고혈,

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박명윤, ( ,

이는 청소년층이 가장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 연령층1992),

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이 위협받고 있다는 Millstein et al.

의 지적과도 일치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청소년의 건강(1992)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기의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래 사회의 주인21

공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전 국민의 에 해당되는 청소년 인, 1/4

구의 건강관리 문제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

다통계청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건강증진행위를 수행( , 2002).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청소년의 건강증진 행위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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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통제위, ,

사회적 요인 가족요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이 건강증, , ,

진관련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김은애 이재천( , 1999; , 2000;

홍외현, 1998).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일부 변인과 건강증,

진행위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을 뿐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변인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파악, ,

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기의 건강문제는 특정.

한 측면의 건강이나 건강행위 관련 문제라기보다는 신체적

정신적사회적 건강문제가 상호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 측면의 부분적인 접근보다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요인이 건강증진행위에 가장 많은 영향

력이 있는지 설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

년의 건강증진행위정도를 파악하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건강

증진 관련요인 즉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내적건강통, ,

제위 사회적 지지 가족기능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 ,

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어떤 요인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

밝혀봄으로써 앞으로 청소년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건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를 파악

하고 청소년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

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내적 건강통제위, , ,∙

사회적지지 가족기능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와 제 관련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다.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규∙

명한다.

용어 정의
건강증진 행위•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능력

을 증진시키는 과정으로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

녕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개인의 안녕수준이나 자아실현, ,

성취감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자기창조적,

행동이나 지각의 다차원 유형을 말한다(self-creative) (Pender,

본 연구에서는 박인숙 이 개발한 건강증진생활양1996). (1995)

식 측정도구를 이재천 이 고등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2000)

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지각된 건강상태•

주관적인 건강상태로서 현재의 건강상태를 자가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Ware, Davis-Avery & Donald, 1978).

이 개발한 자가 건강 척도Ware et al.(1978) (Health Self

중 현재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문항을 박인숙Rating Scale)

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1995) .

자기효능감•

특수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자신감에 대한 믿음이다(Bandura,

본 연구에서는 에 의해 개발된 자기1986). Sherer et al.(1982)

효능 척도 중 일반적 자기효능 척도를 김종임 이 번안한(1994)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내적 건강통제위•

건강과 관련된 결과나 강화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나 신념

의 일부로 건강이나 질병이 자신으로 인해 기인한다고 지각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Wallston, Wallston, & Develis(1978).

서는 이 개발한 다차원적 건강통제위 도Wallston, et al.(1978)

구 중 내적 건강통제위 문항으로 측정한 점수이다.

사회적지지•

사회적 결속을 통하여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의미 있는 사

람들의 조직망으로서 대상자가 가족 친구 이웃 등과 대인관, ,

계적 상호작용을 통해 받는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Norbeck, Linsey, & Carrier, 1981). Cohen and

에 의해 개발된 대인관계지지 척도Hoberman(1983) (Interpersonal

를 홍외현 이 고등학생에게 맞게Support Evaluation List) (1998)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가족기능•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의존으로 애정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상호협력에 의한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Ackerman,

본 연구에서는 유영주 가 개발한 도구를 박소영1960). (1990)

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1997) .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교 학생을 임의로

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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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 설계는 고등학교 청소년의 건강증진행위와 이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학년에 재학2

중인 남녀 학생으로서 표본추출은 개 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5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남학생 명 여학생 명 총353 , 349 702

명을 임의 표출하였다.

학년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학년은 년도에2 1 2002

처음으로 적용되는 차 교육과정으로 예년에 비해 교수학7

습 내용이 많아 시간을 할애 받기 어려웠고 학년은 대학 수, 3

학 능력평가가 있는 관계로 협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 수집은 년 월 중순부터 주 동안 실시하였고2002 12 2 ,

연구자가 임의 선정한 개교를 방문하여 학교장과 담임교사5

에게 연구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대상자.

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본 설문지는 연구목적으로만 사

용되며 원하는 자만 본 설문에 응답해줄 것을 먼저 설명한,

후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설,

문지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무기,

명으로 자가보고 하도록 하였다.

연구도구
건강증진행위•

박인숙 이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건강증진생활양식(1995)

측정도구를 이재천 이 고등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2000)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 개념은 개 영역으로 조. 11

화로운 관계 문항 규칙적인 식사 문항 전문적 건강관리4 , 3 , 4

문항 위생적 생활 문항 자아조절 문항 정서적지지 문항, 7 , 5 , 4 ,

건강식이 문항 휴식 및 수면 문항 운동 및 활동 문항 자7 , 5 , 7 ,

아실현 문항 식이조절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8 , 6 .

점 척도로서 건강증진행위의 총 점수는 각 문항 점수의 합4

을 문항수로 나눈 점수로서 평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의

수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도구 개발당시와 이재.

천 의 연구에서 모두 였고 본 연구에(2000) Cronbach's = .92 ,.α

서도 이었다Cronbach's = .92 .α

지각된 건강상태•

이 개발한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하는Ware et al.(1978)

개 문항의 점 척도로 현재의 건강을 자가 평가하는 도구이1 5

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

내적 건강통제위•

에 의해 개발된 건강통제위 측정도구Wallston et al.(1978)

문항 중 내적 건강통제위를 나타내는 문항의 점 척도이18 6 4

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건강통제위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의 연구에서. Wallston et al.(1978)

이었고 홍외현 의 연구에서는 이Cronbach's = .77 (1998) = .88α α

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었다. Cronbach's = .87 .α

자기효능감•

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 중 일반적 자Sherer et al.(1982)

기효능감 척도를 김종임 이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문(1994) 17

항으로 된 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4 ,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이. Cronbach's = .86α

었고 김종임 의 연구에서는 이었으며 본 연구에, (1994) = .98 ,α

서는 이었다Cronbach's = .92 .α

사회적지지•

에 의해 개발된 대인관계 지지척Cohen and Hoberman(1983)

도 를 기초로 서문자 가 번안한 문항을 홍외현(ISEL) (1989) 18

이 고등학생에게 맞게 수정한 문항의 점 척도로 측(1998) 17 4

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는 홍외현 의 연구에서. (1998) Cronbach's =α

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었다.89 Cronbach's = .92 .α

가족기능•

유영주 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박소영 이 건강에(1990) (1997)

관련된 문항만으로 수정한 문항의 점 척도를 이용하였으10 4

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

도구의 신뢰도는 이었고 이재천 의Cronbach's = .87 , (2000)α

연구에서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9 , Cronbach's = .85α α

이었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처리 하SPSS Program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건강증진행. ,

위 정도와 지각된 건강상태 내적 건강통제위 자기효능감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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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지지 가족기능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건강증진, .

행위와 관련된 제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상관계수로 건,

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단계

적 중회귀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과 같았다 성별 분포는 남< 1> .

학생이 이었으며 학교성적 정도는 중위권이 로50.3% , 61.1%

가장 많았고 월용돈은 만원 미만이 로 가장 많았다, 5 57.0% .

형제순위는 맏이가 로 가장 많았고 가정의 한달 수입49.4% ,

은 만원 이상이 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교육정도300 38.6% ,

는 아버지는 대학교 졸업 이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48.6%)

이 가장 많았다(53.5%) .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N=702)
특 성 구 분 실수(N) 백분율(%)

성 별 남
여

353

349

50.3

49.7

학교 성적 정도 상
중
하

136

429

137

19.4

61.1

19.5

월 용돈
만원( )

미 만5

미만5 ~ 15

미만15 ~ 30

30 ~

400

267

24

11

57.0

38.0

3.4

1.6

형제순위 맏 이
외동아들딸( )

막 내
기 타

347

65

257

33

49.4

9.3

36.6

4.7

가정의 월수입
만원( )

미만100

미만100 ~ 200

미만200 ~ 300

300 ~

23

171

237

271

3.3

24.4

33.7

38.6

아버지의 교육정도 무 학
초 등 졸
중 졸
고 졸
대 졸 이 상

5

9

25

239

423

0.7

1.3

3.6

34.0

60.4

어머니의 교육정도 무 학
초 등 졸
중 졸
고 졸
대 졸 이 상

3

15

37

375

272

0.4

2.1

5.3

53.5

38.7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정도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정도는 표 와 같이 평균평점은< 2>

점이었다 하위영역별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를 보면 정2.49 .

서적지지 영역이 평점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순위는3.02 ,

조화로운 관계 영역으로 점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은 전3.00 ,

문적 건강관리로 평점 점이었다1.51 .

표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정도< 2> (N=702)
영 역 Mean ± SD

조화로운 관계
규칙적인 식사
전문적 건강관리
위생적 생활
자아조절
정서적지지
건강 식이
휴식과 수면
운동 및 활동
자아 실 현
식 이 조 절

3.00 ± .59

2.56 ± .92

1.51 ± .53

2.84 ± .55

2.44 ± .61

3.02 ± .69

2.39 ± .53

2.44 ± .60

2.20 ± .58

2.55 ± .56

2.41 ± .56

전 체 2.49 ± .39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내적, ,
건강통제위 사회적지지 가족기능, ,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내적 건강통제위, , ,

사회적지지 가족기능정도는 표 과 같다, < 3> .

지각된 건강상태는 점 점 만점으로 자신이 비교적 건3.41 (5 )

강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점 점 만점으. 2.69 (4 )

로 다소 높은 편이었고 내적 건강통제위는 점 점 만점, 3.16 (4 )

으로 높은 편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점 점 만점이었으. 2.95 (4 )

며 가족기능은 점 점 만점이었다, 2.61 (4 ) .

표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내적< 3> , ,
건강통제위 사회적지지 가족기능, , (N=702)
영 역 Mean ± SD Range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내적 건강통제위
사회적지지
가족기능

3.41 ±. 96

2.69 ±. 56

3.16 ±. 59

2.95 ±. 59

2.61 ± .61

1- 5

17-68

6-24

17-68

10-40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제 요인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요인인 지각된 건강상태 자,

기효능감 내적 건강통제위 사회적지지 가족기능간의 상관관, , ,

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와 같았다< 4> .

건강증진행위와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r=.254, p=.000),

감 내적 건강통제위 사회적지(r=.613, p=.000), (r=.391,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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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가족기능 과는 모두 통계적(r=.528, p=.000), (r=.507, p=.000)

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그 중에서 자기효능,

감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건강증진행위의 영향 요인
대상자들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규

명하기 위해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내적 건강통제위, , ,

사회적지지 가족기능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

을 한 결과는 표 와 같았다< 5> .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 요인은 자기효능감으로 건강증진행

위를 를 설명해 주었으며 그 다음은 가족기능 사회적37.5% , ,

지지 지각된 건강상태 내적 건강통제위의 순으로 설명력을, ,

나타냈고 이를 모두 포함하면 전체 의 설명력을 가지고50.6%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청소년의 건강증진행위정도를 파악

하고 선행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의 주요 관련요인으로 확인된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내적 건강통제위 사회적지지, , , ,

가족 기능이 청소년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

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수행 정도는 점 만. 4

점 중 점으로 나타나 중정도 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었다2.49 .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외현 의 연구결과(1998) (2.38

점보다는 조금 높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재천) , (2000)

의 연구결과 점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2.52 )

지 않고 거의 유사하였다.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준희 홍명희 박(2000), (2000),

인숙 박소영 이 보고한 연구결과 보다 낮게 나타(1995), (1997)

났다 이는 표집대상자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고등학생들이.

성인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또한 대입 및 학,

업문제 등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여 건강증진행위를 성인보

다는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위영역별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를 보면 정서적지지 영역

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조화로운 관계 영역이었으며 가장, ,

낮은 영역은 전문적 건강관리였다 이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김준희 박인숙 이재천 홍명희( , 2000; , 1995; , 2000; ,

와 유사하여 전반적으로 전문적 건강관리에 소홀함을 알2000)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가장 낮은 수행력을 보인 전문적 건.

강관리는 평균 점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박인숙1.51 (1995),

박소영 의 연구결과보다 낮고 중간 값 점보다도 낮게(1997) (2 )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등학생이 성인보다 전문적 건강관리.

영역이 낮은 이유는 고등학생은 거의 모든 시간을 학교나 학

원 등 집 밖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정기적.

건강검진의 기회가 적어 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하는데 어려움

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현재 교육과정상 고등학생. 1

학년만을 대상으로 혈액 및 병리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성인병이 저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

을 고려한다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까지 정기 건강검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평균 점 점 만점으로 자신이 비교3.41 (5 )

적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박미영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는데 이는 본(1993)

연구대상자와 연령층이 비슷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소영 박인숙, ( , 1997; , 1995)

의 결과보다 높게 나타나 청소년층이 성인보다 건강에 대한

표 건강증진행위와 관련요인간의 상관관계< 4> (N=702)
영 역

지 각 된

건강상태

자 기

효능감

내 적

건강통제위

사회적

지 지

가 족

기 능

건강증진행위
.254*

(p=.000)

.613*

(p=.000)

.391*

(p=.000)

.528*

(p=.000)

.507*

(p=.000)

*P<.05

표 건강증진행위 관련 요인에 대한 단계적 중회귀 분석< 5> (N=702)
영 역 B ß R2 Cum. R2 t p

(Constant)

자기효능감
가족기능
사회적지지
지각된 건강상태
내적 건강통제위

.733

.271

.155

.095

.044

.059

.394

.245

.146

.110

.091

.375

.091

.020

.013

.007

.375

.466

.486

.499

.506

10.175

12.198

7.754

4.220

4.002

3.020

.000*

.000*

.000*

.000*

.000*

.003*

Cum.R2=.506, F=142.560, p=.000*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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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점 점 만점으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2.69 (4 )

노태영 의 연구결과 보다는 낮았고 지방공무원을 대상(1997) ,

으로 한 송금숙 의 연구결과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와(1999) .

같이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타 집단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건강증진행위를 수행할 자신감은 비교적 긍정적이라,

고 평가할 수 있었다 내적 건강통제위의 평균은 점 점. 3.16 (4

만점으로 초등학교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한 박소영 의) (1997)

연구결과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미영 의 연구결과(1993)

보다 낮았으나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볼 능력을 가진 성인,

집단보다는 높아 본 연구대상자는 건강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자신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

점 점 만점으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노태영2.95 (4 )

의 연구결과 초등학교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한 박소영(1997) ,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여 대상자들이 사회적 지지에 대(1997)

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기.

능은 평균 점 점 만점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2.61 (4 )

재천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양호교사를 대상으로(2000) ,

한 박소영 의 연구결과 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1997) .

는 청소년은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에 대한 관심이 특정 집단

이나 성인에 비해 비교적 낮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건강증진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들의 건강증진

행위에 대한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으로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해 주었다 그 다음은 가족기37.5% .

능 사회적지지 지각된 건강상태 내적 건강통제위의 순으로, , ,

영향력을 나타냈다.

자기효능감은 다른 선행 연구이재천 홍외현( , 2000; , 1998)

에서 건강증진행위의 가장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결

과와 일치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이는 청소년 시기가 자기효능감이 고취되는 시기로서 독립

적으로 모든 행동을 시작하려는 때임은 물론 건강에 있어서

도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행위를 선택하려는 시기이므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Millstein et al. 1992)

를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준희 노태영( , 2000; , 1997;

홍명희 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행위를 부분적 혹, 2000)

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요한 결정요소로서 건강증진 행

위에 강력한 관련 요인임을 나타내어 자기효능이 인간행동

변화의 주요한 결정요인으로서 행위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력

이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박소영 홍명희 사회적( , 1997; , 2000),

지지가 높을수록노태영 박소영 자신들이 건강( , 1997; , 1997),

하다고 지각할수록 건강증진행위를 더 잘 하는 것으로 선행

연구박인숙 송금숙 이재천 들이 본 연구( , 1995; , 1999; , 2000)

결과를 지지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미영 성인. (1993),

을 대상으로 한 박인숙 의 연구에서 내적 건강통제위가(1995)

건강증진행위와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들이 건강증진행위를 어느 정도 설명 할 수 있는지 각

변수들의 영향력 만 확인 하였을 뿐 이들 변수들 간의 경로

를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한 공변량 구조분석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 요인은

자기효능감이며 자기효능감을 비롯하여 가족기능과 사회적지

지가 건강증진행위를 설명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등48.6% .

학교 청소년의 건강증진행위 이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효능자원을 이용한 보건교육

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족 기능이 청소년의 건강증진.

행위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은 주목 할 일이며 이들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가족기능

을 할 수 있는 가정과 사회의 지지도 매우 중요하므로 학교

교육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는 예측력이 비교

적 높게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청소년의 건강증진행위를 예측

하는 변수들로 활용 될 수 있다고 보며 청소년의 건강증진프,

로그램 개발 및 교육 방법에도 활용 될 수 있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년 학생5 2

명을 임의표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준비된 설문지에 자702 ,

가 기술하게 하였고 년 월 중순부터 주 동안 실시하, 2002 12 2

였다 연구도구는 이재천 의 건강증진행위. (2000) , Ware et al.

의 지각된 건강상태 김종임 의 자기효능감(1979) , (1994) ,

의 내적 건강통제위 홍외현 의 사Wallston et al.,(1978) , (1998)

회적지지 유영주 에 의해 개발된 가족기능 척도를 신뢰, (1990)

도를 검정한 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SPSS

따라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피어슨 상관계수 단계, , ,

적 중회귀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정도는 평균 평점 점 점 만2.49 (4∙

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정서적지지가 가장 높고 전) , ,

문적 건강관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김 미 선 외

502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10(4), 2004 10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는 점 점 만점이고 자기효3.41 (5 ) ,∙

능감은 점 점 만점이었으며 내적 건강통제위는2.69 (4 ) , 3.16

점 점 만점이었다 사회적지지는 점 점 만점이었고(4 ) . 2.95 (4 ) ,

가족기능은 점 점 만점이었다2.61 (4 ) .

대상자들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의 설명력을 가졌고 그37.5% ,

다음은 가족기능 사회적지지 지각된 건강상태 내적 건강, , ,

통제위 순으로 총 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50.6% .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는

중상으로 이는 청소년들이 대입 및 학업문제 등으로 인해 시

간이 부족하여 건강증진행위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가족기능은 청소년의 건강증.

진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과 가

족기능을 증진시키는 전략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가족기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한 후 효과를,

연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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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fluencing Health-Promotion Behavior in AdolescentsFactors Influencing Health-Promotion Behavior in AdolescentsFactors Influencing Health-Promotion Behavior in AdolescentsFactors Influencing Health-Promotion Behavior in Adolescents
Kim, Mi-Sun

1)
Kang, Hyun-Sook

2)
Cho, Kyoul-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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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unchon High School, 2)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Purpose: This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adolescent behavior that promotes health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is behavior. Method: The participants (702) were a conveniently selected sample of

second grade high school students. Data were gather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program. Results: 1) The

score for health-promotion behavior was 2.49 (total possible score = 4). By subcategories, emotional support was

the highest (3.02). 2) Of the factors influencing health-promotion behavior, self-efficacy was found to account for

37.5% of the variance, followed by family function, social support, perceived health status and internal health locus

of control. Overall, these factors accounted for 50.6% of the variance.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health-promotion behavior in adolescents was slightly above average. As self-efficacy and family

function were identified as major factors in predicting health-promotion behavior, there is a need to consider

interventions that will improve self-efficacy and family function.

Key words : Health-promotion, Adol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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