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경제성장에따른국민소득의증대와생활수준의향상

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건강생활양식을 빠르게 변화시

키고 있으며, 건강과 질병에 대한 문제 역시 개인차원에

서국가사회적차원으로전환되면서건강을해하는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건강한 삶의 질을 개선

하고자하는노력과관심이현대사회에서매우높아지고

있다[1].

그러나 대학생들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수많은 문제

와정보를생활속에서쉽게접하고는있지만대부분건

강생활에대한정확한정보를인지하지못하거나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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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자기관리와 건강증진 생활양식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체육활동 참여 대학생들의 자기관리가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건강
증진 생활양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당시 참여자의 건강정보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맞춤
형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자기관리와 건강증진 
생활양식 사이에서의 협력작용 및 상승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실증적인 기초 활동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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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management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in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sports activities and to seek a measure to enhance their health 
promoting lifestyle.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 of self-management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in the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sports activitie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methods were 
used. The findings obtained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turned out that, in 
order to promote college students’ health promoting lifestyle, it would be important to develop a customized 
activity program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the participants’ health information at the time when 
the sports activity program is organized. Second, it turned out that it would be important to provide empirical 
basic activity data that could maximize the cooperative action and synergy effect between the self-management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of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sport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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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있더라도 실천하는 대학생들은 일부에 국한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한 후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흡연과 음주문화, 험난한 취업난

등으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바람직한 건강증진

생활 행위를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시절신체적, 정신적성장발달을거쳐성인

기에접어든시기에식습관이나신체활동량이본인의의

지에따라크게양향을받아향후성인기의삶의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최근

건강에 대한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다양한 생활형식과

건강증진에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OECD 회원국의평균기대수명은남자가 77.3세,

여자가 82.8세이고, 우리나라의평균기대수명은남자가

0.6년, 여자가 1.8년 더높아졌지만, 건강수명이기대수명

만큼길지않아여러질환을갖으며삶을살아가고있다

[2]. 이러한시점에서우리가주목해야할점은 20대에서

생체나이가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즉, 대학

생들은 주변에서의 보호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개방

적인 생활을 만끽하게 되면서 흡연과 음주, 체육활동 감

소, 불규칙한 식습관 등 다양한 건강증진 생활과 관련된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3-5].

미국의 경우 앞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학생 자

신의 건강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스스로 행동할

수있는다양한정보를제공하면서생활양식을변화시키

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6].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강증진과 관련된 관심 대상이 중년과 노년 세대에 초

점을두고있어대학생들은지금에관리대상에서벗어나

고 있는 실정이다[7,8].

하지만, 대학생의 건강증진 생활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묵고할수없는이유로인해대학생들의체육활동

참여경험에따른자기관리와건강증진생활행위에영향

을 미치는 요소를 점검하여 건강한 대학생활 뿐만 아니

라향후사회구성원으로써의건강한생활습관역시실천

하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관리란스스로가발전하기위한노력의일부분으

로 자기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

해 다양한 기술과 전략을 적용하여 자기 자신을 관리하

는 것을 뜻하며[9], 실제상황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자기행동능력을주도적, 능동적으로조정하고관리하는

것을의미한다[10]. 즉, 체계적인자기관리를통해운동수

행의향상을비롯한대인관리, 사회성함양, 체형관리, 정

신관리등에영향을주기에건강증진의목적으로자기관

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11].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졌으며

[12-14], 그 가운데서도우승백[15]은 자기관리행동수준

이 높을수록 자신감과 경기력이 향상된다고 하였고, 김

종이[16]는 성공적인 자기관리가 스포츠 자신감에 영향

을 미치고 있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시켰다. 이렇

듯현대사회의건강생활에대한관심에도불구하고체육

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 자기행동을 통제

시켜 변화시키려는 과정과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을 실천

하는부지런함일것이다. 다시말하자면, 자신의이전행

동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변화를요구하는것이바로자기관리일것이다.

건강증진이란자기스스로건강과능력을향상시키는

일련의 진행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건강증진을 위

한구체적인방법에대해류명옥등[17]은 개인의바람직

한생활양식이건강증진에도움이될수있기에균형잡

힌 영향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및 긍정적 사고와 금연과

금주, 과다한의약품사용의절제등이중요한역할을한

다고 보았다.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질병 예방과 더불어 최적의 신

체기능 상태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다양한 스트

레스를 이겨내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등이 포함되고

있다. 또한자기만족과기쁨, 즐거움과같은긍정적인위

로를극대화시키는데, 이는외부의자극이라기보다는건

강을 향해 자기 자신이 환경에 스스로가 반응하는 것을

뜻한다.

Pender[18}는 건강증진 생활약식으로 건강에 대한책

임과 신체활동, 영양상태, 자아실현, 대인관리, 스트레스

조절 등을 제시하였고,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개인적인

활동이기도 하지만 지역 사회적 활동이고도 볼 수 있으

며 개인의 안녕과 만족감을 증진하는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이라고 하였다. 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정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접근보다는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포괄적 방법이 중요하고,

이와관련된특성요인을파악하는것이대학생의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심리적인 요인이 건강증

진 생활양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이었다[3,10,13,15,16,19,20]. 하지만대학생들은성

인들과는달리역동적측면의다양성을고려하여관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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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하다[11-17,19-24]. 즉, 민감한 시기의 과도

기적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들의 행동을 변화시켜 건강

한 생활습관의 확립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초・중등학생 및 일반인, 노인, 특정환자를
대상으로한건강증진생활습관, 건강증진수행정도, 체육

및 건강형태 등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정규수업 이후 신체활동을 규칙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관리가 건강증진 생활양

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육활동 참여 대학생들의 자

기관리가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

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 스스로가 규칙적인

자기관리와긍정적인건강증진생활양식을향상시킬수

있도록 융복합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충청권에 위치한 대학교를 무

선적으로선정하여 132명의학생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실시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구체적인연구대상의일반

적특성은 <Table 1>에서보는바와같고, 자료중미기

입되었거나 불성실하다 판단되는 9명의 자료를 제외한

123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연

구대상의일반적특성은아래의 <Table 1>과같이나타

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factor persons frequency(%)

gender
man 77 62.6
woman 46 37.4

living
arrangement

an original house 18 14.6
dormitory 38 30.9

live apart from one's own
family

67 54.5

exercise
duration

intra-annual 46 37.4
one or two years 12 9.8
over two years 65 52.8

exercise
participation
time

less than two hoers 15 12.2
three hours 28 22.8

more than three hours 80 65.0
sum 123 100.0

2.2 조사도구
본연구에서는체육활동참여대학생들의자기관리가

건강증진생활양식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학교

를선정한이후자료수집기간동안연구자가직접일선

대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Walker, Sechrist, &

Pender[25]가 개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HPLP)을 토대로 홍성우[26]가 사용한 설문지와

허정훈[27]이 개발한운동선수자기관리검사지(Athletic

Self-Management Questionnaire: ASMQ)를생활체육참

여자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한 박성무, 허진영

[28]의 설문지를 배포한 다음 자기평가기입법

(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 내용에 대하여

응답하도록하고작성이끝난설문지는현장에서연구자

가직접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사용한설문지는원개발

자들이 타당성을 검증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 내용으로
는건강증진생활양식총 21문항(의료행위감소 4문항, 삶

의의미 4문항, 영양관리 4문항, 사회심리관계 3문항, 건강

관리 3문항, 신체활동 3문항), 자기관리 총 15문항(몸관

리 4문항, 대인관리 5문항, 훈련관리 2문항, 정신관리 4문

항)으로구성되었다. 각 질문에대한대답은 ‘매우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 5점까지의 평정척도를 사용

하였다.

2.3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토대로 문항의 타당도

를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

인추출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과

배리맥스(varimax) 요인회전 방법을 이용하여 타당도를

검증한결과는 <Table 2, 3>과같다. 모집단의정규분포

성과 요인분석에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Bartlett의 단

위행렬 검증 및 표준적합도(KMO)를 살펴본 결과 건강

증진생활양식은 X²=1554.904 p<.000, KMO=.800으로나

타났고, 자기관리는 X²=1127.134 p<.000, KMO=.840으로

나타났다. 김계수[29]는 단위행렬 검증결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할 경우 요인분석을 진행할 가치가 있고, 표준

적합도(KMO)는일반적으로 0.6 이상부터 1에가깝게높

은 값일수록 요인분석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어 본 연구

에서 수집한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을 살펴보면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507~.880, 자기관리는 .621~.861으로 나타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1호164

으며, 추출적재값은건강증진생활양식이 73.472%, 자기

관리는 73.611%로 .40이상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을기준으로보았을때양호한것으로볼수있다. 본 연

구에서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a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건강증진생활양식은 Cronbach´a= .77~91

로 나타났고, 자기관리는 Cronbach´a= .79~.88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설문지로 나타났다.

2.4 자료처리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21.0을 사용하여

<Table 2>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health-promotion lifestyle results
factor question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Cronbach´a =
.929

medical
practice

Q18 .861 .158 .180 .136 .106 .077

.919
Q19 .856 .278 .121 .150 .064 .088
Q20 .846 .212 .164 .124 .105 .194
Q21 .737 .075 .157 .059 .057 .369

meaning of life

Q1 .104 .800 .084 .236 .090 .030

.809
Q2 .239 .744 .150 .051 -.035 .248
Q3 .201 .690 .151 .243 .099 .226
Q4 .255 .566 -.090 .307 .109 .366

nutrition
management

Q11 .203 .099 .812 -.139 .179 .063

.803
Q12 .239 .107 .771 .032 .217 .007
Q13 .255 .106 .742 .042 .339 .176
Q14 -.181 .039 .507 .082 .435 .225

social
psychology

Q15 .123 .168 -.093 .880 .064 .138
.854Q16 .114 .142 .089 .816 -.237 .188

Q17 .154 .338 -.022 .782 .092 .153

health care
Q5 .078 .116 .147 -.120 .843 .003

.770Q6 .155 .000 .269 .004 .756 .174
Q7 .089 .055 .281 .055 .720 -.180

physical activity
Q8 .123 .099 .056 .191 -.066 .824

.796Q9 .222 .309 .169 .165 .161 .731
Q10 .290 .292 .111 .148 -.013 .642
eigenvalue 3.341 2.548 2.455 2.454 2.344 2.288

the index of dispersion(%) 15.908 12.132 11.692 11.686 11.160 10.894
accumulate the index of

dispersion(%)
15.908 28.041 39.732 51.418 62.578 73.472

Bartlett matrix(X²=1554.904 df=210, p<.000) Kaiser-Myer-Oklin의 MSA=.800

<Table 3> analysis of self-management factors and reliability results
factor question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Cronbach´a = .929

interpersonal
management

Q5 .855 .199 .137 -.026

.889
Q6 .801 .265 -.063 .313
Q7 .772 .336 .053 .071
Q8 .699 .442 .015 .156
Q9 .668 .298 .181 .063

mental management

Q12 .306 .840 .082 .192

.815
Q13 .325 .816 .181 .152
Q14 .323 .719 .279 -.004
Q15 .471 .700 -.031 .082

body management

Q1 .026 .053 .850 .220

.888
Q2 -.041 .076 .816 .037
Q3 .059 .090 .800 .197
Q4 .374 .201 .621 .038

training
management

Q10 .169 .066 .231 .861
.794

Q11 .082 .185 .182 .861
eigenvalue 3.611 2.981 2.679 1.771

the index of dispersion(%) 24.072 19.876 17.858 11.804
accumulate the index of dispersion(%) 24.072 43.948 61.807 73.611

Bartlett matrix(X²=1127.134 df=105, p<.000) Kaiser-Myer-Oklin의 MSA=.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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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으며, 설문지 문항의 구성타당도와 내적일관성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

알파를사용하였다. 체육활동참여대학생들의자기관리

가건강증진생활양식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

상관관계분석및회귀분석을실시하였으며, 모든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

한 검증에 앞서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자기관리의 하위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

석을실시하였다. 다음의 <Table 4>에나타난바와같이

몸관리는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변인 중 삶의의미

(r=.204), 건강관리(r=.435), 신체활동(r=.374), 영양관리

(r=.531), 의료행위감소(r=.287)에서, 대인관리는 삶의의

미(r=.346), 신체활동(r=.404), 사회심리관계(r=.522), 의료

행위감소(r=.360)에서유의한정적상관에영향을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훈련관리는건강증진생활양식의변인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elf-management and health-promotion lifestyle
variable B SE B β t R² F

body
management

meaning of life -.122 .138 -.086 -.879

.360 10.897***

health care .216 .097 .208 2.216*
physical activity .361 .119 .294 3.038**

nutrition management .330 .099 .335 3.315***
social psychology -.048 .133 -.032 -.357
medical practice .006 .079 .007 .079

interpersonal
management

meaning of life .027 .093 .029 .294

.356 10.690***

health care -.058 .065 -.084 -.891
physical activity .147 .080 .179 1.846

nutrition management -.086 .067 -.131 -1.292
social psychology .363 .089 .366 4.073***
medical practice .114 .053 .204 2.170*

training
management

meaning of life -.126 .157 -.094 -.800

.091 1.939

health care .187 .111 .189 1.687
physical activity .130 .135 .111 .963

nutrition management .069 .113 .073 .609
social psychology .239 .151 .168 1.575
medical practice -.018 .089 -.023 -.201

mental
management

meaning of life .168 .119 .149 1.404

.252 6.503***

health care .045 .084 .055 .537
physical activity .117 .103 .119 1.138

nutrition management -.083 .086 -.106 -.969
social psychology .306 .115 .258 2.663**
medical practice .095 .068 .143 1.409

*p<.05, **p<.01, ***p<.001

<Table 4> correlated analysis results
A B C D E F G H I J

body management(A) -
interpersonal
management(B)

.250** -

training management(C) .397** .316** -

mental management(D) .324** .723** .332** -

meaning of life(E) .204* .346** .095 .385** -

health care(F) .435** -0.90 .221* .065 .191* -

physical activity(G) .374** .404** .172 .356** .531** .130 -

nutrition management(H) .531** -0.12 .195* .085 .317** .604** .328** -

social psychology(I) .073 .522** .164 .424** .487** -.021 .439** .089 -

medical practice(J) .287** .360** .121 .336** .494** .254** .505** .393** .338**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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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건강관리(r=.221), 영양관리(r=.195)에서, 정신관리는

삶의의미(r=.385), 신체활동(r=.356), 사회심리관계(r=.424),

의료행위감소(r=.336)에서유의한정적상관에영향을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자기관리와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관계
자기관리와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다음의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몸관

리는 건강관리, 신체활동, 영양관리 요인에서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강증진 생활양식 요인은 전체적

으로 몸관리에 36.0%(R²=.360)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

다. 몸관리 요인이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살펴보면, 영양관리(β=.335), 신체활동(β=.294),

건강관리(β=.208), 삶의의미(β=-.086), 사회심리관계(β=-.032),

의료행위감소(β=.0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리는

사회심리관계 요인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강증진 생활양식 요인은 전체적으로 대인관리에

35.6%(R²=.356)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대인관리 요

인이건강증진생활양식에미치는상대적중요도를살펴

보면, 사회심리관계(β=.366), 의료행위감소(β=.204), 신체

활동(β=.179), 영양관리(β=-.131), 건강관리(β=-.084), 삶

의의미(β=.029)의 순으로 나타났다. 훈련관리는 건강증

진 생활양식에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증진 생활양식 요인은 전체

적으로 훈련관리에 9.1%(R²=.091)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정신관리는사회심리관계요인에서유의한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강증진 생활양식 요인은 전체적으로

정신관리에 25.2%(R²=.252)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정신관리요인이건강증진생활양식에미치는상대적중

요도를 살펴보면, 사회심리관계(β=.258), 삶의의미(β

=.149), 의료행위감소(β=.143), 신체활동(β=-.119), 영양

관리(β=-.106), 건강관리(β=.055)의 순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연구는대학생의자기관리와건강증진생활양식과

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여 대학생의

건강증진생활양식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흡연과음주, 체육활동부족등건강을저해하는여러가

지 위험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30-32].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학생의 자기관리와 건강증진 생활양식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에서는 대학생의 자기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대한선행연구가적어본연구의논의과정과결과를제

시하는데 한계점이 있음을 먼저 밝히며, 본 연구와 유사

하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선행 연구결

과가 보고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국외사례의 경우 대학생의 건강행동이 성인의

수준으로습관화되는과정으로연결되기때문에그중요

성을 사전 인지시키고 대학의 보건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건강지식 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33,34]. 하지만 우리나라는대학생들에건강행동특성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조차 갖춰지지 않아

대학생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정도를 파악하기도 어려

운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라도 추후 전반적

인 대학생의 건강지식 및 건강증진 생활양식 정도를 파

악하여쟁점화될수있는문제를재평가하고그에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 매우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자기관리와 나이는 서로 다른 의

미를 지닐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기관리에 철저해

지는만큼나이와건강증진생활양식간의상관관계성이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2]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들은 작은 부분에서 실천하는 건강증진

생활양식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이러

한 생활습관들이 결국 대학생들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

는중요한초석이될뿐만아니라, 대학생활시기에있어

서자기관리는추후삶의질에도크게영향을미칠수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

고 증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형성함은 물

론건강증진생활양식을실천에옮길수있도록하는행

동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자신의 건강생

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건강증진을

실천하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35]

대학생들의건강생활에대한관심을이끌어내몸소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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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육활동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건강증진 생활양식 정도가

고학년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는

신입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기유발을 강화하고 지속적

으로건강증진생활양식을향상시킬수있도록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체육활동

에참여하는대학생들은자기관리를통해건강증진생활

양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

리나라는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사업에
일부를수행하고는있으나대학생을위한건강증진사업

은 아직까지도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일부의대학에서는대학생들의건강증진을향상시

키기 위한 학교 차원의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건강지식 및 건강형태 변화,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개입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3]. 따라서 대학생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증진 생활약식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변인들을 찾고 분석하여 그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시급

히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5. 결론 
본연구는충청권에위치한대학교학생 123명을대상

으로체육활동참여를통한자기관리가건강증진생활양

식에 영향을 미치지는 요인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었

으며, 본연구의목적과방법에의해수집된자료와결과

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건강증진생활양식과자기관리의하위변인들간

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몸관리는 건강증진 생활

양식의변인중삶의의미, 건강관리, 신체활동, 영양관리,

의료행위감소에서, 대인관리는삶의의미, 신체활동, 사회

심리관계, 의료행위감소에서, 훈련관리는건강관리, 영양

관리에서, 정신관리는 삶의의미, 신체활동, 사회심리관

계, 의료행위감소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생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체육

활동프로그램을구성할당시참여자의건강정보수준의

차이를고려하여맞춤형활동프로그램을우선적으로개

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체육활동 참여 학생들의 자기관리와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건강관리, 신체활동, 영

양관리변인은몸관리에, 사회심리관계변인은대인관리

에, 사회심리관계 변인은 정신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것으로나타났다. 체육활동에참여하는대학생들의

자기생활 관리를 세분화시킴으로서 운동능력의 효율성

을정립할수있는기본틀을제공하고자기관리와건강

증진 생활양식과의 관계를 재검증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서의협력작용및상승효과를극대화하는방안을모색하

고자체육활동참여대학생들에게적용시키기위한실증

적인 기초 활동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위에서 진술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전개될

연구의제언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자한다. 첫째, 대학

생의건강증진생활양식에자기관리의요인이영향을주

고있음으로자기관리를통해서건강증진을향상시킬수

있는 융복합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둘

째,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으로 선정한 지역의 대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전

국의 대학생들의 결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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