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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Pender(1987)의 건강증진모형과 선행연구의 문헌고찰을 기초로 간호대학
생의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고, 이들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건강증진행위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간호중재방법 개발
에 기틀을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임상실습을 한 경험이 있는 간호 대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4월 1부터 5월 3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최종 204부를 자료의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LISREL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ANOVA, t-test,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가설검정은 경로분석
을 하였다. 가설모형의 전반적 지수는 = .06(p= .812), df=1,  =.000, GFI=0.97, AGFI= 1.0, SRMR=.002, 

NFI= 0.947, NNFI=0.957, RMSEA=0.016, CN=266으로 좋은 부합도를 보였다.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 검증 결과를 보
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자기 효능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고, 임상
실습 스트레스, 지각된 건강상태, 강인성, 지각된 유익성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주제어 : 간호 대학생, 건강증진행위, 예측모형, 지각된 자기 효능감, 지각된 사회적지지, 지각된 장애성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carry out a literary review of preceding studies and the health improvement 
model of Pender(1987) on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to explain the health improvement behaviors 
and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ir activities to provide a framework for developing a more effective 
nursing mediation method that promotes health improvement behaviors. The study subjects were 204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who have had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The period for data collection was 
from April 1to May 30, 2014 and a total of 204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used for analysis. For the 
collected data, frequency analysis, percentage, ANOVA, t-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LISREL, and path analyss was done for hypothesis testing. The overall index of hypothesis model 
showed a good congruence as = .06(p= .812), df=1,  =.000, GFI=0.97, AGFI= 1.0, SRMR=.002, NFI= 
0.947, NNFI=0.957, RMSEA=0.016, CN=266. Looking at the verification of the hypothesis presented in the 
model, the variables that affect health improvement behaviors were perceived disability, perceived self-efficacy, 
perceived social support, while stress from clinical practice, perceived health status, persistence and perceived 
benefits did not affect health improvement behavior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Health promotion behaviors, Prediction model, Perceived self-efficacy, Perceived 
social support, Perceived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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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격한 경제수 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

명이 증가되었으며 질병으로 인한 건강회복보다는 더 건

강해지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질병 방과 건강증

진 행 가 건강 리비용을 감소시킬뿐만 아니라 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증가시키며 잠재 이고 장기 인 

이익을 지니고 있다는데 한 사회 반의 심이 증가

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건강 리는 사람들로 하여  만성  

질병을 리하기 하여 자신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고 

응하면서 일상생활을 수행해 나가도록 요구하고 있으

며, 질병에 걸린 후 건강 리를 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건

강에 유해한 생활습 이나 행 를 변화시켜 보다 건강하

고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  자신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1]. 

Pender[2]는 오늘날 건강의 개념이 과거의 질병 방

에서 건강증진의 개념으로 차 변화됨에 따라 그에 

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 다. 첫째, 인간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은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

한 생활양식을 행함으로써 가능하며, 둘째, 건강증진과 

질병 방은 병의 치료보다 건강 리 근에 용이하며, 

셋째, 건강할 때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 질병에 걸린 후 

치료하는 것보다 건강 리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경제

이기 때문이라고 하 다.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해서는 지속 으로 건

강행 의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건강증진을 한 

생활방식으로서의 건강행 를 확고히 형성하기 해서

는 가능한 한 질병에 한 이환율이 낮고, 기본 인 건강

상태가 좋으며, 자아의식이 어느 정도 확립된 청년기가 

바람직하다[3]. 일생  청년기에 있는 학생들은 활동

이고 호기심이 강하며 자신의 건강과 사회  심사 

때문에 험한 행동을 하기도 하며, 많은 학생들은 부

모와 가족을 떠나 생활하게 되어 자신의 건강에 한 일

차 인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흡연, 음주, 불규칙한 

식습  등 건강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4].

한 학생들은 학에서 학문 연마와 직업  진로

비를 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음주, 흡연 등과 같은 불

건강한 요소에 한 작스러운 노출과 이 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사회  계들은 심리  부담과 스트 스로 

학생들에게 다가오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

험하게 된다.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진 건강행 는 건강습 이 되

기 쉽고, 일단 건강습 이 형성되면 그것을 바꾸기는 어

렵다[5]. 본격 인 건강행 에 한 성장과정에 들어선 

청년기의 학생들은 성인 기  후기에 비해 상

으로 건강습 이 확고히 형성되지 않아 건강행  수정가

능성이 크고, 이 시기에 정착된 건강습 은 성인 기  

후기의 건강행 와 이에 따른 삶의 기반이 되며, 미래의 

부모로서 이들의 교육정도나 건강에 한 태도, 실천 등

이 자녀의 건강실천에 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확립과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요하다[6]. 따라서 학생들에게 

건 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확립시킴으로써 청년기에 

발생하는 불건 한 생활습 에서 기인되어 발생하는 건

강문제를 방하고 미래의 건 한 사회인으로서 성인기 

이후 건강한 삶을 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7]. 특

히 간호 학생들은 앞으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건강

리에 요한 역할을 담당할 문인이 될 인력으로, 이들

이 건강한 생활습 을 가짐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산 교육

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7].

간호 학생에게 있어서 임상실습은 이론 교육과 더

불어 간호교육에서 필수 인 요소[8]로서, 간호 학생들

은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간호 장을 경험하고 건강에 

한 사회  심과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 학생들은 임상실

습을 하는 동안 임상 장이라는 낯선 환경, 학교에서 배

운 이론을 임상에 용하는 한계 , 상치 못한 기상

황 등으로 인한 임상실습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

러한 임상실습 스트 스들이 해소되지 않고 축 되었을 

때 학교생활에 한 두려움  자신의 건강을 해칠 험

에 놓이게 되며 더 나아가 건강증진행 에 참여할 수 있

는 기회조차 잃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해 필요한 지식을 학습

하고 간호 상황에 용하는 방법을 습득해야만 하는 간

호 학생에게 있어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확립과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요하고 의

미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간호 학생을 상으로 Park, Kim과 Park[9]의 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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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와 향요인에 한 연구, 

Kim, Jung과, Lee[10]의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 행  결

정요인에 한 연구, Park[11]의 일부 간호 학생의 자아

존 감과 건강증진행 에 한 연구 등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있으나 이런 향

요인들이 직 이거나 는 간 으로 향을 주는 구

체 인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건강증진행  측요인들

을 종합하고 건강증진모형을 구축하여 자료들을 수집, 

검증함으로써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를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들의 향요인을 악하여 건강증진

행 를 진하는 효과 인 간호 재방법 개발에 기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Pender(1987)의 건강증진모형과 선

행연구의 문헌고찰을 기 로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를 설명하고 측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기 함

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를 설명하고 측하는 

모형을 구축한다.

2)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효과를 확인한다.

3)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규명한다.

1.3 연구의 이론적 틀

Pender(1987)의 건강증진 모형과 선행연구의 문헌고

찰을 기반으로 구성한 본 연구의 이론  개념틀은 [Fig. 

1] 와 같다. 

1996년에 개정된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에서는 개인

 특성, 행 와 련된 인지-정서요인  행 결과의 3

가지 역을 제시하 으며, 개인  특성은 이 의 연

된 행 와 개인  요인은 생물학  요인(연령, 성별, 체

, 사춘기, 폐경기, 운동능력, 힘, 민첩성 등), 심리  요

인(자존감, 자기 동기화, 개인능력, 지각된 건강상태, 건

강정의 등), 사회문화  요인(인종, 문화이입 ,교육, 사회

경제  상태 등)으로 범주화 되어 있다. 행 와 련된 

인지-정서요인은 지각된 이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효

능감, 행동과 련된 정서, 인간상호 계의 향(사회

지지), 상황  향 등이다. 행 의 결과는 행동계획수립, 

즉각 인 갈등  요구와 선호성, 건강증진행 이다.

본 연구에서는 Pender(1996)의 개정된 건강증진모형

과 문헌고찰을 통하여 임상실습스트 스, 강인성,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자기 효

능감, 지각된 사회 지지, 행 의 결과를 종속변수인 건

강증진행 로 한 이론  개념틀을 구성하 다 [Fig. 2].  

본 연구에서는 과거 건강 련행 는 간호 학생이면 입

학과 동시에 자기건강 리에 한 요성에 해 인식하

게 되고, 잘못된 생활습 은 고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어 변수에서 제외시켰다. 

 [Fig. 1]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Fig. 2] Hypothetical model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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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횡단  조사연구로 Pender(1996)의 건강증

진모형과 건강증진행 에 향요인에 한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를 설명, 측하는 가설

 모형을 도출하고, 모형의 부합도와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을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기 한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자로는 M시에 소재한 학의 간호학

과에 재학 인 학생  임상실습을 한 경험이 있는 간호 

학생 21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부 당한 자료를 

제외한 204명을 연구의 상으로 하 다. 경로분석에서 

표본의 크기는 일반 으로 측변수가 12개 이하인 경우

에는 최소한 200-400명 정도 되어야 한다[12]. 본 연구에

서 총 분석 설문지가 204부로 경로분석 모형의 용 기

을 충족시켰다.

2.3 연구 도구

2.3.1 임상실습 스트레스

Beck과 Srivastsva(1991)이 개발하 고 김순례와 이

종은(200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하부요

인으로는 실습교육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

델 6문항, 실습업무 부담 4문항, 인 계 갈등 4문항, 환

자와의 갈등 5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 이며, 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 스

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순례와 이종은(2005)의 신뢰도 

Cronbach' α = 0.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7이었다. 본 도구는 이미 한국에서 도구의 타당도가 검

증되었다.  

2.3.2 지각된 건강상태, 강인성,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자기효능감, 지각된 

사회적지지, 건강증진행위

지각된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Lawton, Moss, Fulcomer & Kleban(1982)의 건강상태 

자가 평가도구를 김 자(2000)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

다. 3문항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상

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7이었다. 

강인성 도구는 Pollock(1986)의 건강 련 강인성 도구

(HRHS)를 김 자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하부요인으로는 통제성 6문항, 자기 투입성 6문항, 도

성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85이었다. 

지각된 유익성은 문정순(1990)의 건강신념 측정도구

를 김 자(2000)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유익성 지각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7이었다.

지각된 장애성은 문정순(1990)의 건강신념 측정도구

를 김 자(2000)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장애성 지각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5이었다.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 를 성공 으로 수

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박재순(199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 지각정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5이었다. 

사회  지지는 Cohen & Hoberman(1983)에 의해 개

발된 인 계 지지척도를 김 자가 수정․보완한 도루

를 사용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 지각정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다.   

건강증진행 는 Walker, Sechrist & Pender(1987)rkk 

개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을 김 자(2000)

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하부요인으로는 자

아실  11문항, 건강책임 9문항, 운동과 양 11문항, 

인 계지지 5문항, 스트 스 리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 의 실천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3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건강상태, 강인성,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자기효능감, 지각된 사회

지지, 건강증진행  측정도구는 이미 한국에서 간호

학생을 상으로 실시되어 도구의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4월 1부터 5월 30일까지 이루

어졌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상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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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주의사항  응답방

법을 설명한 후 시행되었다. 자료수집  상자들에게 

연구윤리에 따라 연구의 목 과 개인 비  보장  연구 

이외의 목 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상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 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LISREL을 이용하여 산

처리 하 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은 백분율, 빈도,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2) LISREL 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모형검증을 실

시하여, 경로계수, 잔차, 측정오차를 측정하 다. 

한 가설 검증을 한 추정된 각 모수의 유의성 

검증은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에서 나타나는 

효과계수의 크기와 t값을 기 으로 하 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에서 성별은 여자 178명

(87.3%), 남자 26명(12.7%), 주거상태는 기숙사가 104명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건실 이용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있다가 132명(64.7%), 보건실 이용횟수를 묻

는 질문에서는 2회가 47명(36.4%), 1회가 33명(25.6%), 3

회가 30명(2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습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98명(48.0%), 1년 이상이 106명(52.0%)

으로 나타났으며, 실습병원의 개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2

개 이상 5개미만이 150명(73.5%), 주 실습 지도자는 과목

별 지도교수  실습조교라고 137명(67.1%)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Table 1>. 

3.2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연구 변수의 서술  통계는 <Table 2>와 같다. 일반

으로 표 선형모형이나 공변형의 계구조를 검정하

려면 자료의 정규분포의 가정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본 

자료의 분포결과 모든 변수의 왜도는 2.0보다 어 정규

분포의 조건을 만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5

 척도를 사용하 는데도 최소값과 최 값이 소수 으

로 나타난 이유는 한 문항이 아니고 몇 개 문항의 평균으

로 척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척도값이 정수가 아닌 소수

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 스는 5  만 에 평균 평

이 2.80 으로 보통 정도의 스트 스를 느끼고 있었으며, 

지각된 건강상태는 5  만 에 평균 평 이 3.87 으로 

보통이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성은 5  만 에 평균 평 이 3.67 으로 

보통 이상의 강인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각된 유익성

은 5  만 에 평균 평 이 4.23 으로 보통 이상의 유익

성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장애성은 5

 만 에 평균 평 이 2.56 으로 보통정도 이하로 장애

성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자기효

능감은 5  만 에 평균평 이 3.69 으로 보통이상으로 

자기효능을 지각하고 있으며, 사회  지지는 5  만 에 

평균 평 이 3.93 으로 보통이상으로 사회  지지를 지

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 행 는 5  만

에 평균평 이 3.34 으로 보통이상으로 건강증진행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Male 26 12.7

Female 178 87.3

Residence
 state 

Llive apart from one's 
own family or board 28 13.8

 Dormitory 104 51.2

House of relatives 3 1.5

With family 68 33.5

 Health room    
usage

  experience

Yes 132 64.7

No 72 35.3

Number of
 health room

 usage
 experience
 (year)

1 33 25.6

2 47 36.4

3 30 23.3

4 3 2.3

5 9 7.0

10 6 4.7

15 1 0.8

Practice
  during(year)

< 1 98 48.0

≥ 1 106 52.0

Number of 
 practice        
hospital

1 2 1

< 5 150 73.5

≥ 5 52 25.5

  Main 
   practice
   leader

Preceptor nurse 10 5.1

Head nurse or        
charge nurse 35 17.1

Step nurse 22 10.7

Subject academic        
adviser and 

  staff assistant 
137 67.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others 
                     (N=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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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Max Mean SD Skewness Scale

Clinical 

 practice stress
1.63 4.21 2.80 0.46 0.03 -0.01

Perceived 

 health status
1.67 5.00 3.87 0.72 -0.78 0.63

Hardiness 2.53 4.84 3.67 0.54 0.01 -0.62

Perceived 

 benefits
2.40 5.00 4.23 0.51 -0.44 0.38

Perceived

 barriers
1.00 4.30 2.56 0.63 -0.25 0.08

Perceived            

 self-efficacy
1.58 5.00 3.69 0.62 0.11 0.21

Perceived 

 social support
2.29 5.00 3.93 0.53 -0.34 0.31

Health 

 promotion behaviors
2.17 4.78 3.34 0.50 0.53 0.29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204)

　

Clinical 

 practice 

 stress

perceived 

 health    

  status

hardiness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barriers

Perceived    

self-efficacy

Perceived 

 social    

 support

Health 

 promotion  

 behaviors

Clinical 

 practice stress
  1.00

perceived 

 health status
  -0.02   1.00

hardiness  -.12      .25***  1.00

Perceived 

 benefits
 -.04      .25***      .46***  1.00

Perceived

  barriers
    .23

***
    -.34

***
    -.56

***
-.16  1.00

Perceived      

self-efficacy
   -.01      .35

***
     .43

***
     .41

***
    -.36

***
1.00

Perceived 

 social support
    .01      .29***      .42***      .41***     -.29***         .64*** 1.00

Health promotion  

 behaviors
   -.02      .33

***
     .38

***
     .32

***
    -.38

***
       .66

***
     .58

***
1.00　

(**P<.01, ***P<.0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tudy variables

3.3 임상실습 스트레스, 지각된 건강상태, 강

인성,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지

각된 자기 효능감, 지각된 사회적지지 및 

건강증진행위간의 상관관계

임상실습 스트 스는 지각된 장애성(r=.23, p<.001)과 

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건강상

태는 강인성(r=.25, p<.001), 지각된 유익성(r=.25, p<.001), 

지각된 자기 효능감(r=.35, p<.001), 지각된 사회 지지

(r=.29, p<.001), 건강증진행 (r=.33, p<.001)와는 순 상

계를, 지각된 장애성(r=-.34, p<.001)과는 역 상

계를 나타냈다. 강인성은 지각된 유익성(r=.46, p<.001), 

지각된 자기 효능감(r=.43, p<.001), 지각된 사회 지지

(r=.42, p<.001), 건강증진행 (r=.38, p<.001)와는 순 상

계를, 지각된 장애성(r=-.56, p<.001)과는 역 상

계를 나타냈으며, 지각된 유익성은 지각된 자기 효능감

(r=.41, p<.001), 지각된 사회 지지(r=.41, p<.001), 건강

증진행 (r=.32, p<.001)와는 순 상 계를, 지각된 장애

성은 지각된 자기효능감(r=-.36, p<.001), 지각된 사회

지지(r=-.29, p<.001), 건강증진행 (r=-.38, p<.001)와 역 

상 계를 나타냈다. 지각된 자기 효능감은 지각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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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cidence 

Index (p-value)  GFI AGFI SRMR NFI NNFI RMSEA

Optimal  Model p>0.05 < 3 ≥0.9 ≥0.9 ≤0.05 ≥0.9 ≥0.9 ≤0.05

Hypothetical

 Model
0.00(p=1.000) 0.000 0.970 1 0.000 o.947 0.957 0.016

<Table 4> Model fitness Index of hypothetical model

회 지지(r=.64, p<.001), 건강증진행 (r=.66, p<.001)와 

순 상 계를 나타냈으며, 지각된 사회  지지는 건강

증진행 (r=.58, p<.001)와 순 상 계를 나타냈다. 건강

증진행 는 지각된 건강상태(r=.33, p<.001), 강인성

(r=.38, p<.001), 지각된 유익성(r=.32, p<.001), 지각된 자

기 효능감(r=.66, p<.001), 지각된 사회  지지(r=.58, 

p<.001)와는 순 상 계를 지각된 장애성과(r=-.38, 

p<.001)는 역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Table 3>. 

3.4 가설적 모형의 검증

본 연구는  Pender(1996)의 건강증진모형과 건강증진

행 에 향요인에 한 문헌고찰을 토 로 확인된 유의

한 향요인에 부합하는 변수를 구성요소로 하여 가설  

모형을 설정하 다.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좋은 모형

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 부합지수를 평가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x2 통계량, x2 통계량/자유도(df),  기

부합치(GFI), 조정부합치(AGFI), 잔차평균자승제곱근

(RMR), 표 부합치(NFI), 비표 부합치(NNFI), 개량오

차평균의 제곱근(RMSEA), Critical Number(CN)를 이용

하여 검정하 다<Table 4>.

3.4 가설적 모형의 모수 추정

지각된 유익성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

각된 건강상태(γ = 0.13. t = 2.29), 강인성(γ = 0.42, t = 

7.29)이 으며, 임상실습 스트 스는 유의한 향을 미치

지 못하 다.

지각된 유익성이 이들 원인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23%이었다. 지각된 장애성에 직 인 향을 미

치는 변수는 임상실습 스트 스(γ =0.17 . t =2.89), 지각

된 건강상태(γ = -0.17. t =-3.39), 강인성(γ =-0.45 . t 

=-7.38)이었으며,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향을 미

치지 못하 다. 지각된 장애성이 이들 변수들에 의해 설

명되는 정도는 39.0% 다. 

지각된 자기효능감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각된 건강상태(γ =0.17 . t =3.72), 강인성(γ =0.18 . t 

=4.78)이 으며, 임상실습 스트 스는 유의한 향을 미

치지 못하 다.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이들 변수들에 의

해 설명되는 정도는 46.0% 다. 

지각된 사회  지지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수

는 지각된 건강상태(γ =0.15 . t = 1.96), 강인성(γ =0.37 

. t = 6.08)이 으며, 임상실습 스트 스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지각된 사회  지지가 이들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18.0% 다. 

건강증진 행 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

각된 건강상태(γ =0.05 . t =3.77), 강인성(γ =0.32 . 

t=5.75), 지각된 장애성(γ =-0.13 . t = -1.96), 지각된 자기

효능감(γ =0.42 . t = 5.06), 지각된 사회  지지(γ =0.26 

. t =8.38)이었으며, 임상실습 스트 스와 지각된 유익성

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건강증진행 가 이

들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50.0% 다<Table 

5>. 본 가설  모형에 한 경로도해는 [Fig. 3]과 같다.

[Fig. 3] Hypothetical model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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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 variables Cause variables
Characteristic number 

(SE)
t SMC

Perceived benefits Clinical practice stress 0.02(0.068)   0.26 0.23

perceived health status 0.13(0.086)   2.29
*

hardiness  0.42(0.061)    7.29
***

Perceived barriers Clinical practice  stress  0.17(0.055)   2.89
**

0.39

perceived health status -0.17(0.062)   -3.30***

hardiness -0.45(0.055)   -7.38***

Perceived self-efficacy -0.11(0.086) -1.09

Perceived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stress 0.01(0.083)  0.71 0.46

perceived health status 0.17(0.061)    3.72
***

hardiness  0.18(0.055)    4.78
***

Perceived 

  social support

Clinical practice stress 0.07(0.096)  1.07 0.18

perceived health status 0.15(0.083)   1.96*

hardiness  0.37(0.068)    6.08***

Health promotion     

   

 behaviors

Clinical practice stress 0.02(0.054)   0.38 0.50

perceived health status 0.05(0.066)    3.77
***

hardiness 0.32(0.065)    5.75
***

Perceived benefits  0.01(0.087)  0.12

Perceived barriers -0.13(0.051)  -1.96*

Perceived self-efficacy  0.42(0.055)   5.06***

Perceived social support 0.26(0.058)   8.38
***

*│t-value│>1.96(Equivalent to P<.05)

          **│t-value│>2.58(Equivalent to P<.01)

         ***│t-value│>3.29(Equivalent to P<.001)

<Table 5> Path coefficient, t-value and multiple correlation square value of hypothetical model  

3.5 가설적 모형의 효과분석

지각된 유익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각

된 건강상태가 직 효과(γ=0.13, t= 2.29), 총효과(γ=0.13, 

t= 2.29), 강인성이 직 효과(γ=0.42, t= 7.29), 총효과(γ

=0.42, t= 7.29)가 유의하 다. 지각된 장애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는 임상실습 스트 스가 직 효과(γ

=0.17, t= 3.099), 총효과(γ=0.17, t= 2.89)가 유의하 으며, 

지각된 건강상태가 직 효과(γ=-0.17, t= -2.70), 총효과

(γ=-0.20, t=-3.30), 강인성이 직 효과(γ=-0.45, t= 

-5.82), 총효과(γ=-0.49, t= -7.38)로 부 으로 나타났으

며 유의하 다. 지각된 자기 효능감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변수는 지각된 건강상태가 직 효과(γ=0.17, 

t=2.60), 총효과(γ=0.25, t= 3.72), 강인성이 직 효과(γ

=0.18, t= 2.32), 간 효과(γ=0.19, t= 4.92), 총효과(γ=0.36, 

t= 4.78가 유의하 다.

지각된 사회  지지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각된 건강상태가 직 효과(γ=0.15, t= 1.96), 총효과(γ

=0.15, t= 1.96), 강인성이 직 효과(γ=0.37, t= 6.08), 총효

과(γ=0.37, t= 6.08),가 유의하 다. 

건강증진행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각된 

건강상태가 간 효과(γ=0.17, t= 3.56), 총효과(γ=0.23, t= 

3.77), 강인성이 간 효과(γ=0.32, t= 5.75), 총효과(γ=0.32, 

t= 5.75), 지각된 장애성이 직 효과(γ=-0.13, t= -1.96), 

총효과(γ=-0.13, t= -1.96),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직 효

과(γ=0.42, t= 4.90), 총효과(γ=0.44, t= 5.06), 지각된 사회

 지지가 직 효과(γ=0.26, t= 4.23), 간 효과(γ=0.22, t= 

3.98), 총효과(γ=0.49, t= 8.38)가 유의하 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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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 variables Cause variables
Direct 

effect(t-value)

Indirect 

effect(t-value)

Total effect

(t-value)

Perceived benefits Clinical practice stress    0.02(0.26)   0.02(0.26)

perceived health status    0.13(2.29)
*

   0.13(2.29)
*

hardiness     0.42(7.29)
***

    0.42(7.29)
***

Perceived barriers Clinical practice stress    0.17(3.09)
**

   -0.01(-0.42)    0.17(2.89)
**

perceived health status    -0.17(-2.70)
**

   -0.03(-0.96)    -0.20(-3.30)
***

hardiness    -0.45(-5.82)
***

   -0.04(-1.00)    -0.49(-7.38)
***

Perceived self-efficacy  -0.11(-1.09)  -0.11(-1.09)

Perceived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stress  0.01(0.18)    0.04(1.09)  0.05(0.71)

perceived health status   0.17(2.60)
**

   0.08(1.92)   0.25(3.72)
***

hardiness   0.18(2.32)
*

     0.19(4.92)
***

  0.36(4.78)
***

Perceived 

 social support

Clinical practice stress  0.07(1.07) 0.07(1.07)

perceived health status   0.15(1.96)
*

 0.15(1.96)
*

hardiness    0.37(6.08)
***

  0.37(6.08)
***

Health promotion

 behaviors

Clinical practice stress      0.02(0.38) 0.02(0.38)

perceived health status  0.05(1.02)      0.17(3.56)
***

  0.23(3.77)
***

hardiness      0.32(5.75)
***

  0.32(5.75)
***

Perceived benefits   0.01(0.12)  0.01(0.12)

Perceived barriers   -0.13(-1.96)
*

  -0.13(-1.96)
*

Perceived self-efficacy    0.42(4.90)
***

    0.01(0.93)    0.44(5.06)
***

Perceived social support    0.26(4.23)
***

      0.22(3.98)
***

   0.49(8.38)
***

*│t-value│>1.96(Equivalent to P<.05)

          **│t-value│>2.58(Equivalent to P<.01)

         ***│t-value│>3.29(Equivalent to P<.001)

<Table 6> Th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of each predictor variable of hypothetical 
model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 스, 지각된 

건강상태, 강인성,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자기 효능감, 지각된 사회  지지가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경로와 향력을 악하여 인과

계를 규명함으로써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를 증

진하고 간호 재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실시하 다. 가설

 모형을 검증한 결과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자기효능감, 

지각된 사회 지지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건강증진행 는 5  만 에 평

균 평  3.34 으로 보통이상의 건강증진행 를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 등[9]의 연구에서 2.7 , 

Park[11]의 연구에서 3년제 간호 학생은 2.65 , 4년제 

간호 학생은 2.72 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

타난 결과이다. 즉 간호 학생들은 미래의 건강 리 책

임자로서 건강증진 모델로서 극 으로 건강증진행

를 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지각된 장애성은 건강증진행 에 직 으로 부 인 

계를 보 는데,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Kim 

등[10]의 연구에서 지각된 장애성은 유의한 상 계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나,  년남

성을 상으로 한 Kim[1], 암환자를 상으로 한 

Oh[13]의 연구에서 지각된 장애성이 건강증진행 에 부

정 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한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한 건강증진모형에서  지각된 장애성은 행동계획 수립을 

감소시켜 간 으로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행동의 걸

림돌로 작용하여 직 으로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

치기도 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Sechrist, Walker & 

Pender[14]는  운동에 해 지각된 장애성이 사람들이 운

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데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 으며, 지각된 장애성은 행  수행에 필

요한 기술이나 자원이 할 때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

고 한 Bandura[15]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장애성은 임상실습 스트 스, 지

각된 건강상태, 강인성이 유의하게 향을 미쳤으며, 지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예측모형

40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Oct; 12(10): 391-403

각된 장애성이 이들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39.0%

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각된 장애성을 감소시키기 해

서는 임상실습 스트 스, 지각된 건강상태, 강인성을 

재방법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지각된 장애성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임상실습 스트

스, 지각된 건강상태, 강인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장애요

소를 조정하여 간호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 스를 감

소시키고 건강증진행 에 필요한 기술과 지원, 그리고 

다양하게 쉽게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건강증진

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방안

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각된 자기 효능감은 건강증진행 에 직 으로 정

인 계를 보 다. 이는 지각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

록 건강증진행 의 실천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 를 측하는 

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Park 등[9]의 연구, Kim 등[10]의 연구, Park[11]의 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 암환자를 상으로 한 

Oh[13], 년후기 여성을 상으로 한 Park[16], 년여

성을 상을 한 Seo[17], 년남성을 상으로 한 Kim[1]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건강상태, 강인성이 유의하

게 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46.0%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해서

는 지각된 건강상태, 강인성을 재방법에 고려해야 함

을 알 수 있다. Bandura[15]는 자기 효능감의 증진방법으

로 성취경험, 리경험, 언어  설득, 부정  정서반응의 

감소 등을 들고 있어 이러한 자기 효능감의 증진자원은 

간호 재의 구체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각

된 자기 효능감이 건강증진행 의 요한 측 변수로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를 결정하는데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 다. 자기효능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하여 필요로 되는 행 를 자신이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 지각된 자기 효능감은 직 으로 

건강증진행 를 동기화시키시고, 행 의 지속에도 향

을 주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을 지속하고 증진시키기 

해서는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략이 포함된 건강증

진 로그램의 활성화가 건강증진행 의 진효과를 높

일 수 있으리라 된다.

지각된 사회  지지는 건강증진행 에 직 으로 정

인 계를 보 다. 이는 지각된 사회  지지가 높을수

록 건강증진행 의 실천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사회  지지가 건강증진행 에 직 인 향을 

다고 한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Park 등[9]의 연구, 

Kim 등[1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 년후기 

여성을 상으로 한 Park[16], 년여성을 상을 한 

Seo[17], 년남성을 상으로 한 Kim[1]의 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사회  지지는 다차원  개념으

로 사회  지지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 , 정보 , 

물질 , 평가  지지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어[18] 건강행

의 실천과 스트 스 완충효과 등 건강상태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  지지는 지각된 건강상태, 

강인성이 유의하게 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18.0%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각된 사회

 지지를 높이기 해서는 지각된 건강상태, 강인성을 

재방법에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간호 학생들이 

건강증진행 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학업  

임상실습과 련된 시간부족이 부분이었고, 재 자신

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는 강하지만, 학

업  취업과 련된 부담감  스트 스로 인해 쉽게 결

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 학

생의 사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증진

시키기 해서는 교수  학우들을 포함한 건강증진 

로그램 개발과 학교에서 간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

는 건강교육과 건강증진 로그램의 개발이 건강증진행

의 진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 스트 스는 건강증진행 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임상실습 스트 스를 변수로 하여 건

강증진행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

으로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간호 학생

들은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임상 장이라는 낯선 환경,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임상에 용하는 한계 , 상치 

못한 기상황 등으로 인한 임상실습 스트 스를 경험하

게 되고, 이러한 임상실습 스트 스들이 해소되지 않고 

축 되었을 때 학교생활에 한 두려움  자신의 건강

을 해 수면, 식사  운동과 같은 건강증진행 를 

히 하지 못해 건강을 더욱 해칠 험에 놓이게 되며 더 

나아가 건강증진행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게 



A Predictive Model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01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 간호 학생은 임상실습 스트 스뿐만 아니라 

학업과 임상실습을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엄격한 교육과

정 속에서 분노, 불안, 피로감, 우울과 같은 스트 스 반

응을 나타낼 수 있다[19]. 학생의 주요 스트 스원인이 

학업과 진로문제가 많다는 연구결과[20]를 볼 때, 타 

공 학생보다 엄격한 교육과정 속에서 스트 스를 많이 

받고 있는 간호 학생의 부정  정서를 방하고 스트

스를 리하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있고, 건강증진 

행 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

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 스뿐만 아니

라 스트 스를 감소시키기 한 략  간호 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교육 로그

램의 개발  용을 통해 스트 스를 감소시켜 학교생

활에 잘 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더 나아가 자신의 건강

증진행 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

요하리라 생각된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건강증진행 에 간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지각

된 건강상태와 건강증진행 는 양의 상 계가 있다고 

보고한 Hong[22]의 연구  Park 등[9]의 연구를 뒷받침

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에서 지

각된 건강상태가 건강증진행 에 측인자로서 유의성

이 없거나 상 되는 결과를 보인 Oh[13], Park[16], 

Seo[17]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Fehir[23]는 상자 스스로가 자가 평가한 건강상태는 

보통 안녕 지향 으로 질병보다는 안녕을 강조하는 건강

증진 측면에서 본다면 자가 평가 방법은 다른 방법보다

는 확실히 장 이 있다고 하 으며, Pender[2]는 지각된 

건강상태는 건강증진 행 를 행하는 빈도  강도와 

련이 있다고 하 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인간행동이 자

기강화 즉 행동결과에 해 자가 평가하여 만족스러움을 

느낄 때 향을 받으므로, 스스로 건강하다고 만족스럽

게 지각한 경우 건강증진행 와 정 인 계가 측되

며 이런 결과는 Pender et al[24]의 선행연구에서 지지되

었다. 

이러한 일 되지 못한 결과가 이유는 인간의 태도나 

인식은 변화되어도 반드시 행 는 변화되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지각된 건강상태와 건강

증진행 에 한 확인 연구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강인성은 건강증진행 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년남성을 상으로 

한 Kim[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강인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사를 조 하거나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 을 

통제하며, 매일의 생활에서 소외되기보다는 깊이 계하

고 자진해서 행하는 능력과 태도인 자기투입성과, 견

되는 변화나 요구를 험이나 불확실성보단 하나의 도

이나 기회로 받아들여서 발 의 계기로 삼는 것 등 세 가

지의 인성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태도의 특성 때문에 

스트 스에 한 건강하지 못한 효과나 신체 인 긴장상

태를 피하게 되며 극 으로 자신과 환경을 통제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에 처하며 생활에 응해 나

간다고 Kobasa et al[25]은 말하고 있다. 

Nicholas[26]의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가 간

호 수 이 높고 강인성이 높은 사람은 지각된 건강상태

가 더 좋음이 입증되었으며, Gillis[27]는 강인성 개념이 

건강증진 생활방식의 스트 스 리와 자아실  역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고 강인성이 건강증진 생

활방식의 설명력을 높이는 요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을 강조하 다. 따라서 강인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

을 좋게 지각하며 신체 , 심리  증상의 경험도 게 나

타나 강인성이 건강증진행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자기 

효능감, 지각된 사회 지지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의 실천정도를 높이기 해서는 자

기 효능감, 지각된 사회  지지를 증진시키고 지각된 장

애성을 감소시키며, 간호 학생의 강인성, 지각된 건강상

태를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가족, 친구 등의 

지지모임, 사회  강화 등의 사회  지지와 행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원, 쉽게 근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증

진 로그램의 개발과 용, 건강교육과 같은 재방안

들이 건강증진행 의 진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상자가 일개 학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하

다는 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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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2)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 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

재로서 용하고 이에 한 평가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3)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 스는 요한 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

는 제 요인들을 확인하고 향력을 악하 다. 본 연구

에서 지각된 건강상태, 강인성은 건강증진행 에 간

인 미치며, 가장 요한 요인으로 생각되었던 임상실습 

스트 스는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

지 못하 으나.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사회  지지, 지각

된 자기효능감이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의 실천정도를 높이기 해서는 가족, 친구 등의 지지

모임, 사회  강화 등의 사회  지지와 행 수행에 필요

한 기술과 지원, 쉽게 근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 

로그램의 개발과 용, 건강교육과 같은 재방안들이 

건강증진행 의 진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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