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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알레르기 질환은 수십년간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관심이 높아지

면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관리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 우

리나라의 주요 알레르기 질환의 진료인원은 알레르기

비염 634만 1천명, 천식 166만 4천명, 아토피 피부염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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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 질환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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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알러지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의 성별 차이를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실시하였다.

2015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알러지 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대학생 1,862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알러지 질환정도, 주간 아침식사일수, 친구와의 네트워크, 친척과의 활

동, 종교적 활동, 자연환경과 의료서비스 여건에 대한 만족도로 7.9% (Adj R2=.079, F=12.550, p<.001)을 설명하였다.

여학생은 주간 아침식사일수, 친척과의 활동과 자연환경만족도로 삶의 만족도 3.0% (Adj R2=.030, F=10.282, p<.001)

을 설명하였다. 알러지 질환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아침식사와 자연환경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주요어 : 대학생, 삶의 만족도, 알러지, 지역사회건강조사

Abstract This study was identified to affection factors the life satisfaction among the college students with 
allergies by ecological approaches. This study was secondary analysis by using the 2015 Korean Community 
Health Survey (CHS) raw data, it analyzed 1,862 college students with allergies. Male students’ life satisfaction 
were explained by 7.9% as degree of allergic diseases, frequency of breakfast, networking with friends, social 
activities with relatives, social activities with religion, satisfaction of natural environment and medical health 
service. Female students’ life satisfaction were explained by 3.0% as frequency of breakfast meal, social 
activities with relatives and satisfaction of natural environment. We need to make the strategies and policies to 
improve of student’s intake breakfast and make campus’ green space. 

Key words :  College students, Life satisfaction, Allergy, 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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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천명으로 확인되었다[2].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당하며, 예방

과 완치가 잘되지 않는 질환으로[3],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나 의료비용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4].

알러지 질환은 수면문제, 피로, 집중력감퇴, 두통 초

조, 조급함과 좌절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 제한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5]. 알레르기 질환과 삶의 질에 대한 국

내 연구는 주로 아동[6], 청소년[7], 성인기[8]환자를 대

상으로 한 경우가 대다수이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는 전무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고등학

교 졸업자의 75%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을 청

년기 건강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생활터(setting)로

인식해야 한다[9].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낮은 취업

률은 대학생들의 삶을 힘들게[10]하므로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교육자와 정책입안자가 관심을 가져야할 개

념이라고 여겨진다.

삶의 만족도는 다학문적인 개념으로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과 사회적 안녕감이 완

벽한 상태를 말하며 학업성취와 높은 학습을 위해서는

필요한 개념이다. 대학에서도 건강과 안녕감 증진은 효

과적인 학습과 인간성장 발달을 위해서 중요하다[11].

비록 알러지 질환은 아동·청소년기때 많은 질환으로 보

고되고 있으나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활

발한 대인관계, 외모에 대한 관심과 취업난 속에서 생

활해야 하는 대학생활을 비추어 볼 때, 알러지 질환을

가진 대학생은 건강한 대학생보다 삶의 질이 저하될 것

으로 여겨져 그들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그동안의 대학생 건강관리 연구는 주로 건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만성적 건강문제를 가

진 대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이에 만성적 질환으로 알려진 알러지 질환을 지닌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

써 보다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정책 및 프로그

램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알러지 질환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정도

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로써

보다 건강한 대학생활 환경을 구축하고 알러지 질환 대

학생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삶의 만족도 정도에 차이를 주는 변수를 성별에

따라 파악한다.

2.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성별에 따라 분

석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알러지 질환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

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이차자료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254개 시·

군·구(보건소)와 함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군·구별 평균 9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매년 조사하

는 지역단위 건강조사로, 2015년 조사는 8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5년

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응답자인 총 228,558명이다. 이들

중 연구대상자 추출과정을 통해 성인전기에 해당하는

20대 (20-29세) 대학생 중 알러지 질환(천식, 알러지 비

염, 아토피 피부염)을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1,862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삶의 만족도는 최근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주관

적으로 평가하는 1개 문항으로 ‘매우 불만족(1점)’ 에서

부터 ‘매우 만족(10점)’으로 평가하는 10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2) 환경특성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1) 개인내적 환경 (Intrapersonal environment)

본 연구에서 개인 내적 환경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와 건강생활 양식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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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20∼24세, 25∼29세), 거

주 지역(동, 읍·면)과 월 평균 가구소득(400만원미만,

400만원 이상)으로 보았다.

② 건강상태

건강상태는 전반적인 건강상태, 알러지 질환정도, 스

트레스와 우울로 측정하였다.

•전반적인 건강상태 :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

적인 평가로 ‘매우 건강하다’, ‘건강하다’, ‘보통’, ‘건강

하지 못하다’,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를 ‘매우 건강하

다’와 ‘건강하다’는 ‘건강함’, ‘보통’은 ‘보통’, ‘건강하지

못하다’와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는 ‘불건강함’으로 구

분하였다.

•알러지 질환 정도 :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러지

비염에 대해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경우를 합산하여

알러지 질환이 1개인 경우는 ‘단일 알러지군’, 2개 이

상인 경우는 ‘복합 알러지군’으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 : 스트레스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느끼

는 스트레스 정도로 ‘대단히 많이 느낀다’와 ‘많이 느

끼는 편이다’는 ‘스트레스 있음’으로, ‘조금 느끼는 편

이다’와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스트레스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우울 :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

낀 적이 있는 경우는 ‘우울 있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울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③ 건강증진생활 양식

건강증진생활양식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실시한

흡연, 음주, 운동, 수면과 아침식사로 보았다.

•흡연 : 현재 담배 피우는 질문에 ‘매일 피움’과

‘가끔 피움’을 ‘흡연자’로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

우지 않음’은 ‘비흡연자’로 구분하였다.

•음주 : 최근 1년 동안 술마신 경험에 대한 질문

으로 ‘음주경험 있음’과 ‘음주경험 없음’으로 구분하였

다.

•운동 : 운동은 걷기실천으로 ‘1주일 이내 5일 이

상 30분 이상 걷기를 수행한 경우’로 이를 수행한 경

우는 ‘운동실천군’으로 나머지는 ‘운동비실천군’ 구분

하였다.

•수면 : 수면은 ‘6시간 이하’(짧은 수면), ‘7∼8시

간’(적정수면), ‘9시간 이상’(긴수면)으로 구분하였다.

2015년 수면 평균 6.6(대학생 6.74)시간으로 나타났다.

국제수면장애분류 제 2판(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 2nd edition)에 근거한 것으로, 5시

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는 경우를 짧은 수면(short

sleeper), 지속적으로 9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경

우 긴 수면 (long sleeper)으로 정의하였다[12].

•아침식사 : 일주일동안 아침 식사를 한 일수로

보았다.

(2) 개인간 환경 (Interpersonal environment)

개인 간 환경은 친척, 이웃과 친구와의 연결빈도가

‘일주일에 1회이상’ 연락한다는 응답인 경우와 친척과

의 사회적 활동, 종교 활동, 여가활동, 자선활동을 하

는 경우로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있음(1점)’과 ‘없음(0

점)’으로 평가하였다.

(3) 지역사회 환경 (Community environment)

지역사회 환경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보았다. 사회적 환경 (social

environment)은 ‘우리 동네 사람들 간의 신뢰성’과 ‘도

움주고 받는 전통의 존재성’의 존재여부를 ‘예(1점)’과

‘아니오(0점)’로 측정하였다. 물리적 환경 (physical

environment)은 ‘안전수준’, ‘자연환경’, ‘생활환경’, ‘대

중교통여건’과 ‘의료서비스 여건’에 대한 만족도로 ‘만

족(1점)’과 ‘불만족(0점)’로 구분하였다.

4. 윤리적 고려

2015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법정조사로 통계청(승인번호 제117075호)의 승인 하에

실시되며 본 연구를 위해 자료 활용을 위한 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후, 자료이용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청을 통해 총 228,558명의 조사자료 활

용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승인받아 개인 식별정보가

삭제된 상태로 원시자료를 제공받았다.

5. 자료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에 SPSS

22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개인

내적 환경, 개인 간 환경과 지역사회 환경 특성은 빈도

와 백분율을 이용한 서술적 통계로, 변수간 차이검증은

t-test, ANOVA, 상관관계는 Spearman 서열상관관계분

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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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은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가구소득(400만원미만=0, 400만

원이상=0), 알러지 질환 정도(알러지 복합군=1, 알러지

단일군=0), 친구와의 네트워크(있음=1, 없음=0), 친척과

의 활동(있음=1, 없음=0), 종교적 활동(있음=1, 없음=0),

자선 활동(있음=1, 없음=0), 자연환경(만족함=1, 불만족

함=0), 의료서비스 여건(만족함=1, 불만족함=0)은 더미

변수로 처리하였으며 Durbin-Watson통계량이 남학생

은 1.8931, 여학생은 1.786로 오차항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차 한계(tolerance)는 남학생

.957∼.996, 여학생 .999∼1.000,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남학생 1.004∼1.045, 여학생

1.000∼1.001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 회

귀분석의 기본가정(Durbin-Watson, 공차한계 >.01,

VIF <10)이 충족되었다. 회귀분석시 가계소득(400만원

이상=1), 알러지 질환정도(복합=1), 네트워킹(있음=1)과

사회활동(있음=1)은 더미코딩을 하였다. 생활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98점이고 성별간의 동질성을 나타내(χ

2=-0.732, p>.05) 두 군 간의 생활만족도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개인내적 환경특성

개인내적 환경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

이 21.24세, 거주 지역은 ‘동(89.7%)’, 월 평균 가구소득

은 ‘400만원미만(52.1%)’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반

적인 건강상태는 ‘건강함(63.8%)’, ‘단일 알러지군

(80.6%)’, ‘스트레스 없음(72.1%)’과 ‘우울 없음(94.5%)’

이 많았으며 건강증진생활양식은 ‘비흡연자(84.1%)’, ‘음

주경험 있음(92.8%)’, ‘운동 실천군(65.6%)’, ‘6∼8시간

수면 (80.9%)’, 주간 아침식사일수는 3.73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관계없이 동질한 변수는 가구 소득, 알러

지 질환 개수와 수면시간으로 나타났다(Table 1).

2. 개인간 환경특성

개인 간 환경에서 성별 간 차이를 보인 것은 여가활

동 (χ2=21.837, p<.001)이고 다른 사회적 활동과 네트워

킹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3. 지역사회 환경특성

지역사회 환경에서 신뢰성(χ2=5.352, p<.05), 안전수

준(χ2=15.673, p<.001), 생활환경(χ2=3.199, p<.05), 대중

교통여건(χ2=15.726, p<.001)은 성별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상부상조 전통, 자연환경, 의료서비스 여건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표 1. 개인내적환경 특성
Table 1. Intraperson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Life
satisfaction by sex difference (n=1,862)

Characteristics
Total
(n=1,862)

Male
(n=960)

Female
(n=902) t or χ2

value†
n(%☨) n(%) n(%)

Age
(years)

19-24 1736(91.7) 847(48.8) 889(51.2)

78.651***25-28 126( 8.3) 113(89.7) 13(10.3)

M(SD) 21.24
(2.00)

21.80
(2.22)

20.64
(1.53)

Residential
areas

Metropolitan
(dong) 1516(89.7) 800(52.8) 716(47.2)

4.806*
Region

(Eupmyeon) 346(10.3) 160(46.2) 186(53.8)

Household
income §

(10,000won)

<400 1010(52.1) 523(51.8) 487(48.2)
0.061

≥400 832(47.9) 426(51.2) 406(48.8)

Health
status

Poor 77( 4.9) 35(45.5) 42(54.5)
16.826***Medium 603(31.3) 273(45.3) 330(54.7)

Good 1182(63.8) 652(55.2) 530(44.8)
Degree of
allergic
diseases

Simple 1514(80.6) 781(51.6) 733(48.4)
0.002

Complex 348(19.4) 179(51.4) 169(48.6)

Stress
Non 1362(72.1) 747(54.8) 615(45.2)

21.960***
Have 500(27.9) 213(42.6) 287(57.4)

Depression
Non 1764(94.5) 923(52.3) 841(47.7)

7.890**
Have 98( 5.5) 37(37.8) 61(62.2)

Smoking
Non-smoker 1599(84.1) 717(44.8) 882(55.2) 204.502**

*Smoker 263(15.9) 243(92.4) 20(7.6)

Drinking
Non 165( 7.2) 64(38.8) 101(61.2)

11.820***
Have 1697(92.8) 896(52.8) 801(47.2)

Excercise
Non 690(34.4) 311(45.1) 379(54.9)

18.459***
Have 1172(65.6) 649(55.4) 523(44.6)

Daily sleep
time
(hours)

≤5 248(13.7) 116(46.8) 132(53.2)
2.6576-8 1507(80.9) 789(52.4) 718(47.6)

≥9 107( 5.3) 55(51.4) 52(48.6)
Frequency
of breakfast
meal (days)

M(SD) 3.73(2.76) 3.82(2.73) 3.63(2.78) -1.480

§missing involved †Under weighted,☨Weighted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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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특성에 따른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를 보인 개인내적 환경

특성은 가구소득(t=-2.570, p<.05)과 알러지 질환정도

(t=3.415, p<.01)이며 아침식사의 빈도와 삶의 만족도가

순상관관계(r=.098, p<.01)를 나타내었다.

표 2. 개인간 환경 특성
Table 2. Interperson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Life
satisfaction by sex difference (n=1,862)

Characteristics
Total
(n=1,862)

Male
(n=960)

Female
(n=902) t or χ2

value†
n(%☨) n(%) n(%)

Networking
with relatives

Non 1165(64.7) 612(52.5) 553(47.5) 1.184
Have 697(35.3) 348(49.9) 349(50.1)

Networking
with

neighborhood

Non 1540(84.9) 804(52.2) 736(47.8)
1.508

Have 322(15.1) 156(48.4) 166(51.6)

Networking
with friends

Non 191(10.6) 106(55.5) 85(44.5)
1.323

Have 1671(89.4) 854(51.1 817(48.9)
Social
activities
with relatives

No 1285(67.5) 648(50.4) 637(49.6)
2.118

Yes 577(32.5) 312(54.1) 265(45.9)

Social
activities
with religion

No 1475(79.1) 765(51.9) 710(48.1)
0.268

Yes 387(20.9) 195(50.4) 192(49.6)

Social
activities
with leisure

No 1274(68.6) 610(47.9) 664(52.1)
21.837***

Yes 588(31.4) 350(59.5) 238(40.5)

Social
activities
with charity

No 1725(92.8) 892(51.7) 833(48.3)
0.219

Yes 137( 7.2) 68(49.6) 69(50.4)
†Under weighted,☨Weighted   ***p < .001

개인간 환경에는 친구와의 네트워킹(t=-4.106,

p<.001), 친척과의 사회적 활동(t=-3.679, p<.001), 종교

활동(t=-2.680, p<.01), 자선활동(t=-2.189, p<.05)에서,

지역사회 환경은 자연환경(t=-4.387, p<.001)과 의료서

비스 여건(t=-3.496, p<.0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Table 4).

5. 환경특성에 따른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를 보인 개인내적 환경

특성은 가구소득(t=-2.306, p<.05)과 아침식사의 빈도와

삶의 만족도가 순상관관계(r=.104, p<.01)를 나타내었다.

개인간 환경에는 네트워킹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친척과의 사회적 활동(t=-2.157, p<.05)과 종

교활동(t=-2.121, p<.05)에서, 지역사회 환경은 자연환

경(t=-4.025,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Table 5).

표 3. 지역사회 환경 특성
Table 3. Community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Life
satisfaction by sex difference (n=1,862)

Characteristics
Total
(n=1,862)

Male
(n=960)

Female
(n=902) t or χ

2

value†
n(%☨) n(%) n(%)

Trust
between
local people

Have 792(41.5) 433(54.7) 359(45.3)
5.352*Not

have
1070(58.5) 527(49.3) 543(50.7)

Helping
hand
between
local
residents

Have 306(12.8) 161(52.6) 145(47.4)
2.552Not

have
1556(87.2) 741(47.6) 815(52.4)

Level of
safety

S 1283(69.3) 701(54.6) 582(45.4)
15.673***

DS 579(30.7) 259(44.7) 320(55.3)

Natural
environment

S 1429(75.7) 735(51.4) 694(48.6)
0.037

DS 433(24.3) 225(52.0) 208(48.0)

Living
environment

S 1411(77.3) 744(52.7) 667(47.3)
3.199*

DS 451(22.7) 216(47.9) 235(52.1)

Traffic
condition

S 1301(74.9) 710(54.6) 591(45.4)
15.726***

DS 561(25.1) 250(44.6) 311(55.4)

Medical
health
service

S 1334(76.8) 704(52.8) 630(47.2)
2.786

DS 528(23.2) 256(48.5) 272(51.5)
†Under weighted,☨Weighted   *p < .05  ***p < .001
S=Satisfaction DS=Dissatisfaction

6.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알러지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내적 환경, 개인간 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을 투입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최종 모델에

서 개인내적 환경은 알러지 질환정도(β=-.103,

t=-3.300, p<.01)와 주간 아침식사일수(β=.084, t=2.700,

p<.01)가, 개인 간 환경에서는 친구와의 네트워크(β

=.141, t=4.499, p<.001), 친척과의 활동(β=.087, t=2.756,

p<.01), 종교적 활동(β=.077, t=2.453, p<.05)이, 지역사

회 환경에서는 자연환경(β=.119, t=3.740, p<.001)과 의

료서비스 여건(β=.091, t=2.862, p<.01)이 유의한 설명변

인으로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Adj R2=.079, F=12.550,

p<.001)을 7.9% 설명하였다(Table 6).



Lif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with Allergic disease

- 507 -

표 4. 환경 특성에 따른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 차이
Table 4.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mong the male students (n=960)

Characteristics M(SD)
t/F/r
value

Intrapersonal Environment

Household income
(10,000won)

<400 6.90(1.74)
-2.570*

≥400 7.17(1.50)

Degree of allergic
diseases

Simple 7.11(1.57)
3.415**

Complex 6.65(1.86)

Daily sleep time
(hours)

≤5 6.81(1.89)
1.4666-8 7.06(1.56)

≥9 6.87(2.10)

Frequency of breakfast meal (days) .098**

Interpersonal Environment

Networking with
relatives

Non 6.98(1.67)
-1.026

Have 7.09(1.58)

Networking with
neighborhood

Non 7.04(1.61)
0.672

Have 6.94(1.76)

Networking with
friends

Non 6.33(1.87)
-4.106***

Have 7.11(1.59)

Social activities with
relatives

No 6.89(1.71)
-3.679***

Yes 7.30(1.45)

Social activities with
religion

No 6.95(1.65)
-2.680**

Yes 7.30(1.55)

Social activities with
charity

No 6.99(1.64)
-2.189*

Yes 7.44(1.50)

Community Environment

Helping hand between
local residents

Have 7.12(1.74)
-0.808

Not have 7.00(1.62)

Natural environment
S 7.16(1.58)

-4.387***
DS 6.59(1.74)

Medical health service
S 7.14(1.57)

-3.496**
DS 6.70(1.79)

*p < .05 **p < .01 ***p < .001
S=Satisfaction DS=Dissatisfaction

7.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알러지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수준별 변수를 투입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최종 모델에서 개

인내적 환경은 주간 아침식사일수(β=.105, t=3.184,

p<.01)가, 개인 간 환경에서는 친척과의 활동(β=.071,

t=2.163, p<.05)이, 지역사회 환경에서는 자연환경(β

=.130, t=3.953, p<.001)이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여학생

의 삶의 만족도(Adj R2=.030, F=10.282, p<.001)을 3.0%

설명하였다(Table 7).

표 5. 환경 특성에 따른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 차이
Table 5.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mong the female students (n=902)

Characteristics M(SD) t/F/r
value

Intrapersonal Environment

Household income §

(10,000won)
<400 6.86(1.60)

-2.306*
≥400 7.10(1.46)

Degree of allergic
diseases

Simple 6.96(1.53)
-0.236

Complex 6.99(1.56)

Daily sleep time
(hours)

≤5 6.83(1.52)
2.4656-8 7.02(1.51)

≥9 6.60(1.90)
Frequency of breakfast meal (days) .104**

Interpersonal Environment

Networking with
relatives

Non 6.95(1.57)
-0.349

Have 6.99(1.48)

Networking with
neighborhood

Non 6.95(1.54)
-0.848

Have 7.06(1.53)

Networking with
friends

Non 6.85(1.64)
-0.769

Have 6.98(1.53)

Social activities
with relatives

No 6.90(1.56)
-2.157*

Yes 7.14(1.46)

Social activities
with religion

No 6.91(1.55)
-2.121*

Yes 7.18(1.45)

Social activities
with charity

No 6.94(1.54)
-1.726

Yes 7.28(1.50)
Community Environment
Helping hand
between local
residents

Have 7.17(1.45)
-1.814

Not have 6.93(1.55)

Natural
environment

S 7.08(1.48)
-4.025***

DS 6.60(1.67)

Medical health
service

S 6.99(1.54)
-0.501

DS 6.93(1.52)
*p < .05 **p < .01 ***p < .001
S=Satisfaction DS=Dissatisfaction

Ⅳ. 논 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알러

지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성별로 파

악하고자 생태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공통적인 영향

요인으로 개인 내적환경요인인 주간 아침식사일수가,

개인 간 환경에서는 친척과의 활동이, 지역사회환경은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나타나 학생의 주간 아침 식

사일수를 파악하고 개인간 환경으로 친척과의 교류정

도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캠퍼스 내 자연환경에 대한

요구도사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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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
Table 6.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among the male
students

Predictor Model I Model II
Model
III

Variables ß ß ß
Household income .075* .066* .054
Degree of allergic diseases -.114*** -.109** -.103**

Frequency of breakfast meal .092** .090** .084**

Networking with friends .138*** .141***

Social activities with
relatives

.086** .087**

Social activities with
religion

.080* .077*

Social activities with
charity

.037 .037

Natural environment .119***

Medical health service .091**

F 8.982*** 10.616*** 12.550***

Adjusted R2 .028 .063 .085
R2 change .025 .032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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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
Table 7.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among the
female students

Predictor Model I Model II
Model
III

Variables ß ß ß
Household income .066* .064 .062
Frequency of breakfast meal .101** .106** .105**

Social activities with
relatives

.069* .071*

Social activities with
religion

.064 .061

Natural environment .130***

F 8.982*** 7.486** 10.282***

Adjusted R2 .014 .014 .030
R2 change .014 -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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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식사는 천식환자의 삶의 질에도 아침식사가 유

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13]. 바쁜 현대인의 생활습

관 등으로 20대의 아침 결식률이 높으며 젊은 시기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은 이후 만성질환 등의 건강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침식사의 섭취가 하루의 영양

적, 신체적 균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

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14]. 사회적 활

동, 특히 친척과의 활동은 친척과의 교류가 감소해 가

는 개인주의적 현실에서 알러지 대학생의 영향요인이

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공식적인 활동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주고[15], 개인들이 지각

하는 사회적 지지는 인지, 감정, 행동,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끼치며, 그 결과 실제로 제공된 지지의 명백한

변화 없이도 개인의 삶의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고

Cohen과 Syme(1985)이 주장한 부분[16]과 일맥상통한

다 하겠다. 추후에는 만성 질환을 가진 대학생의 사회

적 활동이나 교류가 그들의 삶의 만족도나 건강에 미치

는 영향을 반복연구가 필요하겠다. 자연환경에 대한 만

족도는 지역사회 주민의 정서적 영역의 삶의 질에도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17], 대학생의 정신적

웰빙에도 실내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높

았다. 녹지 공간 등의 실외환경적 요인 조성은 수도권

캠퍼스를 가진 대학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18]. 그

러므로 알러지 질환 대학생이 느끼는 캠퍼스 내 자연환

경 만족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남학생은 알러지 질환정도, 개인 간 환경에서는 친구

와의 네트워크, 종교적 활동, 지역사회 환경에서는 의료

서비스 여건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친구네트워킹과 종교적

활동 등 활발한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

어 친구와의 네트워킹이 적거나 종교적 활동을 잘 하지

않는 알러지 질환을 가진 남학생이 삶의 만족도가 낮다

는 것을 고려하여 그들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해줄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선행연구[16]에서도 여학생은

남학생의 비해 대면적 부담이 적은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오프라인의 사회적 관계망 위축을 보상하려

는 심리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어 사회적 관계망 확대

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알러지 질

환정도에서 복합군이 단일알러지군보다 낮게 나타나고

의료서비스 여건이 만족요인임을 볼 때 대학 내 보건진

료소나 보건실 등에서 알러지 질환 정도를 반영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겠다. 대학교는 학업을 성취

하는 장소이며 학문적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수

의 청년들이 생활하는 생활터(setting)로 의미가 확대됨

에도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대학 보건실 등의 운영,

지역사회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는 미비하다[19]. 알러

지 질환은 지속적 관리와 응급상황 대비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건강요구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맞춤형 건

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의료기간과의 긴밀

한 연계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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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이용하여 알러지 대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성별로 생태학

적 접근을 한 결과, 남녀 모두 공통적인 개인 내적환경

요인은 주간 아침식사일수가, 개인 간 환경에서는 친척

과의 활동이 지역사회환경은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로 확인되어 알러지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 섭취권장교육과 친척과의 활

동등 사회적 연결망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캠퍼스 내

녹지공간 확대 등 자연환경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전

략과 환경정책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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