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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일부 여대생을 대상으로 운동행위변화단계별 우울 및 생활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개 대학에서 여대생 250명을 편의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미응답자와 응답이 불충분한 58부를 
제외한 192부를 최종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우울은 학년, 경제수준, 음주상태, 흡연, 운동행위변화단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생활스트레스는 학년, 동거형태, 건강인식, 운동행위변화단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여대생의 우울과 생활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강관련행위를 증진시키고, 특히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동행위변화단계별로 동일한 프로그램이 아닌 단계별로 차별화되고, 개별적인 운
동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운동행위변화단계, 여대생, 우울, 생활스트레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tress in exercise behavior 
change stage of some female college students. For the purpose, the study selected 250 female college students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and interviewed them with an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 total of 192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ept 58 ones whose responses were insincere. 
As a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epression according to grades, economic status, drinking state, 
smoking and changes of exercise,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life stress according to grades, 
residental state, perceived health and exercise behavior change stage. 
Based on the results above, it was suggested that to decrease depression and life stress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ir health behaviors should be encouraged. Especially, to lead them to have regular and continuous 
exercise, differentiated and individualized exercise an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each step of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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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때까지의 

타율에 의한 수동 ․의존 인 생활방식에서 자율 ․

독립 인 생활방식으로 환하여 부모로부터 심리 으

로 독립하고자 하며,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기이다

[1]. 그러나 학생들은 학생활을 통해 학업문제, 교우

계, 이성문제, 진로  취업문제, 사회환경의 변화에 

한 응 등의 문제로 심리  부담감을 야기하고, 이는 생

활스트 스로 연결된다[2-3]. 특히 보건계열 학생들은 비

보건계열 학생들에 비해 다양한 공과목, 임상실습  

국가고시라는 부담감으로 인해 더 많은 스트 스를 경험

한다[4].

생활스트 스는 생활환경에서의 혼란이 개인의 항상

성 유지를 하고, 이러한 에 충분히 처하지 못

할 때 경험하는 상태로[5], 학생의 우울에 정 인 향

을 미친다[6-7].

학생의 29.3%는 경미한 우울, 10.9%는 보통, 4.1%가 

심한 우울상태를 보이며[8], 처음 우울증을 경험한 청소

년의 약 60%가 다시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9]. 특히 여학

생은 남학생에 비해 동일 사건에 해 4배 정도 스트 스

를 더 느끼며[10], 우울증의 발생빈도에서도 여학생이 남

학생에 비해 2배 이상의 발병률을 보여[11-12] 남자 학

생에 비해 여자 학생이 스트 스와 우울에 취약함을 시

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스트 스,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는 지속

인 운동을 통해 정 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North 등[13]은 운동의 항우울증 효과에 한 메타분석 

결과 운동기간이 길고(21-24주), 주당 운동 빈도가 많을

수록 항우울증 개선에 효과 이라고 보고하 으며, 

Currie & Develin[14]은 0-5세 아동을 둔 450명의 여성을 

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Parm walking을 하는 군에서 

긴장, 산후 우울, 분노 등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고 보고

하 다. 한 Nies & Motyka[15]는 97명의 여성을 상

으로 규칙 인 걷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스트 스와 우

울이 감소하 으며, 정신 ․감정  활력이 향상되었다

고 보고하 다.

그러나 운동은 그 특성상 오랫동안 지속해야 하며, 특

히 재발방지를 해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하는 것

이 요한데[16], 이러한 선행연구는 운동 재 ․후의 

효과를 검증한 것으로, 운동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

과 재완료 후 운동의 지속성 조사와 인지  단계에 

한 고려가 없다는 단 이 있다[17]. 

범이론  모델은 만성질환의 방과 리를 해 

상자의 건강행 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을 

둔 모델로서 개인의 건강행 는 진 인 변화단계에 의

해 변화함에 가정을 두며, 행 의 결과가 아닌 행 에 

향을 미치는 동기 , 인지  요소에 맞추어 건강행 를 

설명하는 이론이다[18]. 따라서 운동행 변화의 단계에 

따라 한 재를 제공함으로써 정 인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운동의 수행여부, 운동수행의 동기  운동지

속의 정도를 운동행  단계별로 악할 수 장 을 가지

고 있다[19].

지 까지 운동행 에 범이론  모형을 용한 연구는 

노인, 년여성, 년남성, 고등학생 등을 상으로, 운동

행 변화단계가 정 인 방향으로 증가할수록 우울과 

스트 스는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20-24]. 앞에서 지

한 바와 같이 보건계열 여 생은 심리  증상에 취약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계열 여 생을 상으로 수행한 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운동이 주는 심리  이득을 고려

할 때 보건계열 여 생의 운동행  변화단계에 따른 우

울과 생활스트 스에 한 연구는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이론  모형에 근거하여 보건

계열 여 생의 운동행 변화단계와 우울, 생활스트 스

와의 련성을 규명하고 보건계열 여 생의 운동행 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울 방과 생활스트 스 리  

건강증진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 역시 G구 소재 G 학교 보건계열 여

생 에서 편의추출된 250명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

지를 배부한 후 연구목 과 작성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에 응하기를 원치 않는 학생들을 제외하 으나 

설문에 응한 학생들에게 사 동의서를 받지는 못하 다. 

조사기간은 2010년 11월 0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으며, 

총 221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88.4%), 응답이 불충분한 

29부를 제외한 19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설문지 내용은 나이, 신장, 체 , 학년, 종교, 경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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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No(%) or (M±SD)

Age  (21.56±2.99)

Height(㎝) (162.05±5.23)

Weight(㎏)  (52.09±6.11)

Grade
1th

2th

114(59.4)

78(40.6)

Religion
Yes

No

84(43.8)

108(56.2)

Economic status

High

Moderate

Low

19(9.9)

96(50.0)

77(40.1)

Opposite sex
Yes

No

63(32.8)

129(67.2)

이성친구, 동거형태, 음주, 흡연, 건강 심도, 주  건강

인식, 규칙 인 운동여부의 인구사회학  사항과 우울, 

생활스트 스 등의 척도로 구성되었다.

2.2 연구도구

2.2.1 운동행위변화단계 조사도구

운동행 변화단계는 Prochaska와 DiClemente[19]에 

의해서 개발된 단계  변화모형을 토 로, Marcus, 

Selby, Niaura와 Rossi[18]이 개발한 운동행 변화단계 

질문지를 Lee와 Chang[25]이 번안하여 사용한 한국  

운동행 변화단계 질문지를 사용하 다. 이 질문지는 연

구 상자에게 규칙 인 운동(주 3회 이상, 1회 30분 이

상)을 하는가에 해  라고 응답하는 경우를 운동
한다고 정의하 다. 계획 단계는 재 운동을 하고 있

지 않으며 앞으로 6개월 내에 운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단계이며, 계획단계는 재 운동을 하지 않지만 앞으로 6

개월 안에 운동을 할 마음이 있는 단계이고, 비단계는 

재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규칙 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단계이며, 행동단계는 재 규칙 으로 운동을 하고 있

으나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계이고, 유지단계는 규

칙 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단

계이다.

2.2.2 우울

우울에 한 설문지는 Zung, Richards, & Short[26]이 

개발한 자기평가 우울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를 Lee[27]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
용하 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우울한 증

상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심리  우울성향(10문항)과 생

리  우울성향(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그 지 않다(1 )에서 언제나 그 다(4 )의 4  척

도로, 수가 높을수록 우울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33이었다.

2.2.3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 스는 Chon & Kim[4]이 개발한  학생용 

생활스트 스를 Chon, Kim과 Lee[28]가 개선한 개
정  학생용 생활스트 스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경험빈도와 요도에 하여 각각 5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험빈도만을 이용하 다. 

각 문항은 0 ( )에서 3 (자주)까지 4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생활스트 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95이었다.

2.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4.0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평균과 빈도를 사용하여 일반 인 특성을 

확인하 고, 각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값을 이용하여 내  일치도를 평가하 다. 우울과 생활

스트 스에 따라 구성요소들의 차이를 t-test와 일원배

치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 고 사후검정은 Scheffe를 실

시하 다.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유의한 

련성을 보인 변수를 독립변수로, 우울과 생활스트 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통계  유

의 수 은 α=.05로 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평균연령은 21.56세 이 으며, 1학년이 114

명(59.4%), 2학년이 78(40.6%)이 으며, 56.2%가 종교가 

없다고 하 다. 한 경제수 은 50%가 간이라고 하

다. 상자의 67.2%가 이성친구가 없었으며, 66.1%가 가

족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47.9%가 재 음주를 하고 있

다고 응답하 다.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이 96.4%이었고, 

53.6%의 상자가 건강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17.2%가 본인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운동

행 변화단계는 계획단계가 40.6%로 비율이 가장 높았

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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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al state
With parents

Others

127(66.1)

65(33.9)

Drinking state

Currently drink

Drank in the past but 

now do not drink

Do not drink

92(47.9)

37(19.3)

63(32.8)

Smoking
Yes

No

7(3.6)

185(96.4)

Health concern

High

Moderate

Low

103(53.6)

78(40.7)

11(5.7)

Perceived health

Bad

Average

Good

27(14.1)

132(68.7)

33(17.2)

Exercise behavior

change stage

Pre-contemplation

Contemplation

Preparation

Action

Maintenance

29(15.1)

78(40.6)

47(24.5)

27(14.1)

11(5.7)

<Table 2>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Depression

p

(post-h

oc)

Grade 1th

2th

41.63±13.50

35.41±13.41

0.002

Religion Yes

No

40.38±13.91

38.11±13.65

0.258

Economic status Higha

Moderateb

Lowc

41.79±17.46

36.44±13.94

41.77±11.99

0.027

b<c

Opposite sex Yes

No

40.57±13.38

38.39±13.95

0.303

Residental state With parents

Others

40.19±14.18

36.98±12.77

0.127

Drinking state Currently drinka

Drank in the past but 

now do not drink
b

Do not drinkc

42.54±14.29

33.68±12.88

37.27±12.23

0.002

a>b

Smoking Yes

No

52.86±10.95

38.58±13.62

0.007

Health concern High

Moderate

Low

37.28±13.64

40.79±13.16

44.18±17.49

0.106

Perceived health Bad

Average

Good

48.74±26.18

40.42±19.51

40.18±24.39

0.173

Exercise 

behavior change 

stage

Pre-contemplationa

Contemplation
b

Preparationc

Actiond

Maintenance
e

41.38±13.70

38.82±14.71

42.00±12.18

31.93±10.85

40.36±16.02

0.033

c>d

Significant difference variable in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a, b, c, d, e : Scheffe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일반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는 학년(p=.002), 경제수

(p=.027), 음주상태(p=.002), 흡연상태(p=.007), 운동행

변화단계(p=.03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스

트레스

상자의 생활스트 스 정도는 학년(p=.000), 동거형

태(p=.007), 건강인식(p=.014), 운동행 변화단계(p=.015)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Life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Life stress p

Grade 1th

2th

48.37±21.53

31.59±17.27

0.000

Religion Yes

No

43.89±21.99

39.73±21.05

0.184

Economic status High

Moderate

Low

43.37±20.87

40.64±21.37

41.55±21.51

0.824

Opposite sex Yes

No

39.68±26.10

42.47±18.91

0.401

Residental state With parents

Others

44.54±21.37

35.71±20.71

0.007

Drinking state Currently drink

Drank in the past but 

now do not drink

Do not drink

44.02±22.50

39.03±20.29

39.43±20.63

0.312

Smoking Yes

No

49.57±22.40

41.25±21.48

0.316

Health concern High

Moderate

Low

40.49±23.41

42.91±19.12

41.91±20.08

0.755

Perceived health Bad
a

Average
b

Goodc

45.70±13.89

38.62±12.55

35.10±13.77

0.014

a>b, 

a>c

Exercise behavior 

change stage

Pre-contemplation
a

Contemplation
b

Preparationc

Action
d

Maintenance
e

40.97±19.22

42.12±23.45

46.96±18.07

29.37±20.18

41.55±21.51

0.015

c>d

Significant difference variable in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a, b, c, d, e : Scheffe

3.4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학년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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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경제수 이 낮을수록 우울과 통계학 으로 유의

한 련이 있었고, 재음주군, 재흡연군, 운동행 변

화단계에 따라 우울과 통계학 으로 유의한 련이 있었

다<Table 4>.

<Table 4> Predictor on depression of the female 
college students

β t p

Grade/1th 2th -0.408 -5.233 0.000

Economic status/low
Moderate -0.193 -3.026 0.003

High -0.083 -1.607 0.110

Drinking state/Do 

not drink

Drank in the past 

but now do not 

drink

0.016 0.250 0.803

Currently drink 0.201 2.492 0.014

Smoking/No Yes 0.190 3.480 0.001

Exercise behavior 

change stage

/Pre-contemplation

Contemplation -0.161 -1.966 0.051

Preparation -0.236 -2.366 0.019

Action -0.331 -3.600 0.000

Maintenance -0.153 -2.370 0.019

Significant difference variable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3.5 생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학년

이 낮을수록, 가족과 동거하는 군, 건강인식이 나쁠수록, 

운동행 변화단계에 따라 스트 스와 통계학 으로 유

의한 련을 보 다<Table 5>.

<Table 5> Predictor on life stress of the female 
college students

β t p

Grade/1th 2th -0.629 -7.739 0.000

Residental state/With 

parents
Others -0.191 -3.112 0.002

Perceived health/Bad Average -0.183 -2.203 0.029

Good -0.172 -1.969 0.050

Exercise behavior change 

stage/Pre-contemplation

Contemplation -0.306 -3.177 0.002

Preparation -0.427 -3.935 0.000

Action -0.475 -5.443 0.000

Maintenance -0.252 -3.103 0.002

Significant difference variable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4. 고찰

본 연구는 범이론  모형을 용하여 운동행 변화단

계와 우울, 생활스트 스와의 련성을 알아보고 향후 

보건계열 여 생의 건강증진 로그램 개발 시 기 자료

로 활용하고자 하 다. 먼  본 연구 상자인 보건계열 

여 생의 운동행 변화단계는 계획 단계 15.1%, 계획

단계 40.6%, 비단계 24.5%, 행동단계 14.1%, 실행단계 

5.7%의 분포를 보여 80.2%가 재 운동을 하지 않거나 

불규칙 인 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건계열 여 생의 

운동부족 상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년여성을 상으로 Lee & Park[20]의 연구에서 규칙

으로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이 71.6%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하 으나, 학생 1800명을 상으로 한 

Wallace & Buckworth[29]의 연구에서 52%, 청소년을 

상으로 한 Nigg & Courneya[23]의 연구에서 35%, 노인

을 상으로 한 Song 등[30]의 연구에서 55.9%가 운동을 

 하지 않거나 불규칙 인 운동을 하고 있어 상자

에 따라 운동행 변화단계의 분포가 다양하 다. 따라서 

보건계열 여 생에게 운동과 련된 재를 고려할 때 

상자의 특성과 동기수 을 고려한 맞춤 재가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계획 단계는 비단계, 행동단계, 실행

단계에 비해 우울이 높았다. 농  노인을 상으로 우울

수가 계획 단계 상자(Ⅰ군) 18.73 , 계획단계와 

비단계 상자(Ⅱ군) 15.62 , 행동단계와 유지단계 상

자(Ⅲ군) 15.30 이 다고 보고한 Seo & Chung[19]의 연

구, 농 노인을 상으로 우울 수가 계획 단계 6.71 , 

계획단계 5.0 , 비단계 4.92 , 행동단계 5.36 , 유지

단계 4.56 이 다고 보고한 Song 등[30]의 연구와 유사

하 다. 이는 운동을 규칙 으로 하고 있거나 운동실천

에 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자는 운동에 한 동기

나 의지가 없는 상자에 비해 우울정도가 낮음을 보여

다.

일반  특성에 따른 우울 수는 학년, 경제수 , 음주

상태, 흡연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학년이 2

학년에 비해 우울 수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여

생을 상으로 한 Shin 등[31]의 연구에서 학년이 낮을수

록 우울증상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 다. 이는 

문 학의 특성 상 2학기부터 본격 으로 공과 련

된 수업이 많아져 심리 인 부담감이 증가되었기 때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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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료된다.

경제수 이 낮을수록 우울 수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직장인의 경우 주  생활수 이 낮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았다는 Jeong[32]의 연구와 청소년을 상으로 경제수

과 자아존 감이 우울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에서 

경제수 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았다고 보고한 Lee[33]의 

연구와 일치하 다. 사회  원인론(Social Causation)은 

경제  곤란이 선행되어 우울이 유발된다는 이론으로, 

경제 으로 빈곤한 상황이 우울에 향을 미칠 수 있으

며, 사회  축과 배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우울 때문에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

으로 생각된다[34].

재 음주군과 재 흡연군이 비음주군과 비흡연군에 

비해 우울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음주하는 여 생이 비

음주 여 생보다 우울 정도가 높았다고 보고한 Eom[35]

의 연구, 23-35세 청년들을 상으로 흡연자들이 비흡연

자들에 비해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Park & 

Kim[36]의 연구와 일치하 다. 학생이 경험하는 우울

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37], 음주와 흡연

이 우울을 조 하기 한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38][39][40] 여 생의 우울의 처방법에 한 교육과 우

울이 여 생의 음주와 흡연을 감소시킬 수 있는 략으

로 사용되기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보건계열 여 생의 생활스트 스에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년, 동거형태, 건강인식, 운동행

변화단계이었다. 여 생이 느끼는 생활스트 스는 1학년

이 2학년에 비해 높았다. Chi[41]는 학생들의 스트 스 

처방식에 한 비교연구에서 1학년이 1.81(0.64)로 가

장 높았고, 4학년이 1.59(0.43)로 가장 낮은 스트 스 수

을 보여 본 연구와 일치하 다. 그러나 학년이 오를수

록 생활스트 스 수 이 높아진다는 Choi[42]의 연구와

는 불일치하 다. 이는 학생의 스트 스는 학업과 진

로 문제뿐 아니라 가족 계, 이성문제, 가치 , 건강, 종

교 등 생활 반 인 부분에서 다양한 이유와 원인에 의

해 스트 스를 겪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43].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이 기타(자취, 친척집, 친구 

등의 집)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생활스트 스가 높았

다. 이러한 결과는 여 생이 남 생보다 가족 계에서 

스트 스를 많이 받는다고 보고한 Suh & Oh[44]의 연구

와 유사하 다. 이는 여자 학생이 남자 학생보다 가족

의 간섭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여 생의 건강인식에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군

이 보통이다고 인식하는 군보다 생활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ark & Kim[45]

의 여 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스트 스가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 다.

운동행 변화단계에 따라 생활스트 스는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년여성을 상으로 스트

스가 계획 단계 20.55 , 계획단계 16.89 , 비단계 

15.85 , 행동단계 13.62 , 실행단계 14.15 으로 규칙

으로 운동을 할수록 스트 스가 감소한다고 보고한 Lee 

& Park[17]의 연구와 유사하며, 운동이 보건계열 여 생

의 생활스트 스 수 을 유의한 수 으로 낮출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Song[46]은 여 생의 운동방해정도는 피로감, 운동지

속자신감, 시간  여유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신

체  요인보다 심리  요인이 더 요하다고 보고하 으

며, Lee[47]는 규칙 이고 지속 인 운동은 신체의 생리

 기능을 향상시키고 불안, 우울 등의 심리  기능을 감

소시키며, 자아개념 증진과 스트 스 처능력을 향상시

켜 사회 ․심리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여 여

생의 우울과 생활스트 스 감소를 해서는 정 인 행

동변화를 유도하여 운동행 변화의 단계에 따라 한 

재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첫째, 일 지역에서 편의추출

된 여 생을 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해서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둘째, 본 연

구가 단면조사로 시행되어 운동의 동기와 지속과 련 

있는 변인들 간의 선행 계 규명이 어렵고, 운동행 , 우

울, 생활스트 스 간의 인과  계를 명확히 결론짓기

는 어렵다. 이러한 제한 은 향후 체계화된 설문지, 다른 

운동행  련이론  경험  연구결과를 토 로 운동과 

우울  생활스트 스와의 계를 검증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보건계열 여

생의 운동행 변화단계와 우울, 생활스트 스와의 

련성을 확인함으로써 보건계열 여 생의 우울과 생활스

트 스 감소  리를 한 로그램 개발 시 운동행

변화단계별로 차별화된 략을 수립하는데 기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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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보건계열 여 생을 상으로 운동행 변화

단계, 우울, 생활스트 스와의 련성을 알아보기 하여 

일개 학에서 250명을 편의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

사를 실시한 후 미응답자와 응답이 불충분한 58부를 제

외한 192부를 최종 분석 상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연구결과 우울은 학년, 경제수 , 음주상태, 흡연상태, 

운동행 변화단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생활스

트 스는 학년, 동거형태, 건강인식, 운동행 변화단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로부터 보건계열 여

생의 우울과 생활스트 스를 감소시키기 하여 생활환

경과 련된 건강 련행 를 증진시키고, 특히 계획 단

계에서 행동  유지단계로 발 시키기 하여 동일한 

로그램이 아닌 운동행 단계별로 차별화되고, 개별

인 운동  교육 로그램을 개발  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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