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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성인기 초기의 올바른 건강습관은 일생의 건강한 삶의 기

반이 되어 건강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인구는 대부분이 대학생인 것으로 파

악되고 있는데, 2012년 통계청에 의한 19~24세 추계인구

(Statistics Korea, 2012) 중 73.7%인 약 300만명이 대학생이

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12).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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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청소년기의 학업 부담에서 막 벗어나자마자 취업, 진로

에 대한 새로운 부담이 더해져 스트레스가 더욱 증가하고 있

다(Han, 2005). 대학생은 청소년기에 가정과 학교에서의 통

제가 갑작스럽게 감소함으로 인해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

하고, 친구와 선배 등 주위 환경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게 되면

서 증가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음주, 흡연 등의 바람

직하지 못한 건강위해 행위도 증가하게 된다(Bae, Ahn, & 

Park, 1994). 

성인기 초기의 바람직하지 않은 건강행태는 성인기 중반으

로 이어져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이 더 증

가할 수 있다. 2011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19~29세의 현재

흡연율은 28.3%,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은 15.5%였고, 

30~39세의 현재흡연율은 36.6%,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

율은 21.9%였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실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행태조

사에 의하면 현재흡연율은 14.5%,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

율은 13.6%였다(Research Center for Student Health Pro-

motion [RCSHP], 2012).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 요인들이 유병률의 원인으로 영향

을 미치며,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Zhu, St-Onge, Heshka, & Heymsfield, 

2004),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진다

(Park et al., 2003). 그러므로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이 고

착되기 전인 성인기 초기에 건강 관련 위해요인 감소를 위한 

중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중재를 하기 위하여 교

육을 목적으로 모인 집단인 대학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

이 필요하다. 

교양강좌로 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출석과 시험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주

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대상학생은 

학점과 건강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한꺼번에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은 건강행위

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역동성과 행위변화를 증진하는 방

법에 대한 이론으로, 건강행위는 인지를 포함하는 개인의 요

소, 행동과 관련된 요소, 환경의 요소 등 세 요소가 서로 영향

을 미치는 결과로 만들어진 역동적 ․ 상호적인 것으로 설명하

고 있으며(Bandura, 1986), 강조하고 있는 주요 개념은 환

경, 상황, 행동능력, 결과기대, 결과기대치, 자기통제, 관찰학

습, 강화, 자기효능, 정서적 대처, 상호결정론이 있다(Glanz, 

Rimer, & Viswanath, 2008). 대학은 전문가 집단과 주요 자

원의 집약체로서 학생 개인의 인지적 요소에 영향을 미쳐 건

강행위변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한 환경이므로, 본 연구

에서는 대학 내 교양강좌로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

으며, 건강에 관한 자기효능감을 주요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수행 신념으로 

자신감의 강도를 의미하며, 자신감은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

음이다. 자기효능의 주요 개념에는 성취감, 설득, 대리경험, 

생리적 상태 조절이 있다(Bandura, 1997). 따라서 자기효능

감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얼마나 잘 조

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관계를 가진다. 특히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건강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대학

생에게 있어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화로 환원되어 운

동의 중요한 효과로 나타나며(Choi & Lee, 1999), 건강증진

행위에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Lee, 1997), 대학생

의 건강증진행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Choi & Moon, 2005). 본 프로그램은 건강

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이 성공적으로 경

험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게 하

고, 유사한 문제를 가진 또래 학생의 관찰을 통해 대리경험을 

시도하며, 교육을 통한 자신감 고무와 설득적 의사소통 기술

을 적용하는 전략을 이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보건교육의 궁극

적인 목적은 자신들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여, 자가건

강관리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실천하는데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Park, Park, & Kwon, 1996), 

자아존중감을 통해 본 건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

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Bandura (1986)의 사회인지이론을 기

반으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가진 대학생을 위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후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대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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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지이론 기반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대사증후군을 

가진 대학생의 건강 관련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사회인지이론 기반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대사증후군을 

가진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비동

등성 대조군 사후 실험 설계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 G대학교에서 실시한 신입생 건강검진

에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 2개 이상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였다. 대상자는 첫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5가지 중 2

가지 이상의 위험요인을 가진 대학생이고, 둘째, 연구에 참여

하기로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은 다

음과 같다. 남자인 경우 허리둘레가 90cm 이상, 여자인 경우 

85 cm 이상이거나, 중성지방이 150 mg/dL 혹은 치료제 복용

중이거나, 남자인 경우 HDL-콜레스테롤이 40 mg/dL 이하, 

여자인 경우 HDL-콜레스테롤이 50 mg/dL 이하, 혹은 치료

제 복용중이거나, 혈압이 130/85 mm/Hg 혹은 고혈압 치료

제 복용중이거나, 공복혈당이 100 mg/dL 이상이거나 혹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복용중인 경우인데(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002), 이 중 복부둘레는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

어 있지 않아 아시아인 비만(과체중) 기준인 BMI가 23 이상

인 경우로 대신하였다(International Diabetes Institute, 

2000). 본 연구진은 위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이

에 동의한 대상자만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G대학교 학생

건강증진연구센터의 연구원이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있는 학

생을 선별하였다. 건강검진 결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2가지 

이상이 있는 학생은 전체 건강검진 대상자 중 9.1%에 해당하

는 701명으로,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대사증후군의 

정의, 원인, 합병증, 관리방법과 본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본 프로그램 참여를 원

하여 수강 신청한 대상자는 실험군, 그렇지 않은 대상자는 대

조군에 할당하였다. 이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

나, 건강검진 이후 체중감소가 있는 학생의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건강교육 프로그램은 ‘생활과 건강증진’이라는 2

학점짜리 과목으로 개설이되었고, 집단교육으로 진행되었으

며,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하였

다. 본 연구는 가천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사전

심의와 승인(2012-001)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Cohen (1988)의 효과분석에 의하면 유의

수준(⍺) .05, 검정력(1-β) .90, 효과크기(d)를 .80으로 하였

을 때, 그룹별로 30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탈락율을 약 30%로 예상하여 각 그룹별로 40명 이상을 선정

하기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생활과 건강증진’ 교양과목에 수

강 신청한 실험군은 66명이었고, 수강 신청하지 않은 대조군

은 41명이 모집되었으며, 연구 진행과정 중에 19명이 중도 탈

락하여 실험군 47명, 대조군 41명으로 총 88명이 최종 연구대

상자로 포함되었다. 실험군의 중도탈락자 발생원인은 사후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내용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특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흡연지식, 음주지식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전공, 학년, 연령 

등이 포함되었고, 건강행태 특성에는 현재 흡연 및 음주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구체적 자기효능감 척도로 개발된 

Becker, Stuifbergen & Hall의 The Self-Rated Abilities for 

Health Practices Scale을 바탕으로 하여 Choi와 Moon 

(2005)가 개발한 도구를 참고하였다. 총 28문항으로, 1점에

서 4점까지의 평점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92였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Jon (1974)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로 

Shin과 Paik (2003)의 도구를 참고하였다. 총 10문항으로, 

1점에서 4점까지의 평점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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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ealth Program based on Social Cognitive Theory

Week Subject
Key 

concept
Teaching 
method

 1 Metabolic 
syndrome

SE Social persuasion
Verbal persuasion

 2 Obesity SE Social persuasion

 3 Hypertension SE Social persuasion

 4 Diabetes SE Social persuasion

 5 Hyperlipidemia SE Social persuasion

 6 Oral presentation: 
self-care plan for 
health

SE Vicarious learning
Mastery experience

 7 Mid-exam - -

 8 Diet SE Social persuasion

 9 Physical activity I SE Social persuasion

10 Physical activity II SE Social persuasion
Vicarious learning

11 Stress management SE Social persuasion

12 No-smoking SE Social persuasion
Vicarious learning

13 Stop-drinking SE Social persuasion

14 Evaluation of 
self-care plan for 
health

SE Vicarious learning
Verbal persuasion
Mastery experience

15 Final-exam - -

SE=self-efficacy.

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7이었다.

3) 흡연지식

흡연지식 측정도구는 Moon (2002)이 문헌고찰과 선행연

구를 통해 개발한 후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

과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 보완한 구조화된 자가보고형 질문

지를 참고하였다. 총 15문항으로, 올바르게 응답했으면 1점

을, 틀리거나 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는 0점을 부여하여 총 

15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4) 음주지식 

음주지식 측정도구는 Song (2008)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서 제시한 자가진단도구를 사용하여 개발한 구조화된 자가

보고형 질문지를 참고하였다. 총 14문항으로, 올바르게 응답

했으면 1점을, 틀리거나 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는 0점을 부

여하여 총 14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4. 연구진행

1)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의 건강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대사증후군의 원인 

질환인 비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정의를 비롯한 관리

방법,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스트레스 관

리, 금연, 절주와 관련된 주제로 구성하였다(Table 1). 교수

법은 사회인지이론의 주요개념인 자기효능을 기반으로 하여 

건강교육(성취 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자기건강관리 

계획서 작성 및 성공적 건강증진 자기평가 보고(성취경험, 대

리경험)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행동 수행력 강화를 위하여 

첫 번째 시간에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생활습관 중에서 자신이 

특히 관심이 있는 습관에 대해 규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

였고, 이에 대한 개인적 및 환경적 중재자가 무엇이 될 것인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대사증후군에 대한 통계자료, 사례 등

을 제시하였으며, 대사증후군의 심각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였다. 또한 몇 명의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

여 격려와 지지를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목표 달성을 위

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학생들에게 중간고

사 이전에 학생들의 과거 성공 경험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게 

하여 자기 자신의 성공경험을 다른 학생과 나눌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환경적 요인을 조성하였다. 발

표를 마친 다음에 대학생 중에서 과거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

례, 흡연자였다가 금연에 성공한 학생의 사례를 소개하여 행

동수정이 가능한 것임을 확인하게 하였다. 14주차에 제출해

야 하는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서 과제 준비를 위하여, 중간고

사 이후에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변화가 필요한 행동에 대

해 모니터링 하게 하였고, 문제를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였다. 14주 보고서에는 자신만의 운동방법이나 음주조절방법 

등 자신만의 행동변화 기법을 기입하게 하여 대사증후군 조절

을 위한 성취전략을 마련하게 도와주었다. 

2) 건강교육 프로그램 진행

건강교육 프로그램은 2011년 9월 7일부터 2011년 12월 

14일까지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15주간 이루어졌으나 7

주와 15주는 각각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으로 실제 제공

된 횟수는 매주 2시간씩 13회이다. 강의자료는 모두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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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 3~4일 전 교내 인터넷 포탈의 과

목자료실에 올려 학생들이 자료를 미리 볼 수 있게 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였다. 

5. 자료수집

강의 시작 첫 주에 사전 조사로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특성, 흡연 및 음주 지식 정도,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의 측정도구를 기술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

기기입식 방법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건강행태 특성 중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수치

는 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하였다.

강의 마지막 주에는 사후 조사로서 사전 조사와 동일하

게 대상자의 건강행태 특성, 흡연 및 음주 지식 정도, 자

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의 측정도구를 기술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6.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

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수

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

군의 일반적인 특성과 건강행태 특성, 흡연 및 음주 지식 정도,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의 동질성 검정은 x2-test,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흡연 

및 음주 지식 정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은 paired t-test

와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88명으로 실험군 47명, 대조군 41명

이었다. 성별은 실험군 남자 31명(66.0%), 여자 16명(34.0%)

이었고, 대조군 남자 26명(63.4%), 여자 15명(36.6%)이었다. 

단과대학은 실험군에서는 인문사회경상계열이 22명(46.8%)

으로 가장 많았고, 대조군은 공과자연과학계열이 24명(58.5%)

으로 가장 많았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1학년이었고, 연령

은 실험군 평균 19.0세, 대조군이 19.2세이었다. 키는 실험군

이 평균 170.2 cm, 대조군이 169.3cm이었으며, 몸무게는 실

험군이 평균 71.4 kg, 대조군이 73.7 kg이었다. 주관적 체형

인식은 실험군 47명(97.9%), 대조군 39명(95.1%)이 뚱뚱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지에 대해서는 실험군 

29명(61.7%), 대조군 25명(62.5%)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비슷하다라고 응답하였고, 건강염려에 대해서는 실험군은 24

명(51.1%)이 염려되지 않는 편이라고, 대조군은 22명(55.0%)

이 염려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에 대한 두 군의 동질성 검정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able 2).

2. 대상자의 건강행태 특성

대상자의 건강행태 특성 중 현재 흡연 여부에 대해서는 실

험군 42명(89.4%), 대조군 39명(95.1%)이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실험군 24명(51.1 

%), 대조군 29명(70.7%)이 조금씩 자주 마신다고 응답하였

다. 수축기 혈압은 실험군 평균 129.4mm/Hg이었고, 대조군

은 132.0mm/Hg이었으며, 이완기 혈압은 실험군 평균 78.8 

mm/Hg이었고, 대조군은 80.9 mm/Hg이었다. 혈당은 실험

군 평균 89.8 mg/dL이었고, 대조군은 89.1 mg/dL이었고, 콜

레스테롤은 실험군 평균 170.4mg/dL이었고, 대조군은 175.2 

mg/dL이었다. 흡연지식은 실험군 평균 11.5점이었고, 대조

군은 11.1점이었으며, 음주지식은 실험군 평균 7.6점이었고, 

대조군은 8.1점이었다. 자기효능감은 실험군 평균 2.9점이었

고, 대조군은 3.0점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은 실험군 평균 2.9

점이었고, 대조군은 3.0점이었다. 대상자의 건강행태 특성에 

대한 두 군의 동질성 검정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3. 건강교육 프로그램 효과

건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흡연 및 음주 지

식 정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변화정도를 paired t-test로 

분석한 결과, 실험군에서 자기효능감이 사전 2.9점에서 사후 

3.0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2.577, p=.013)(Table 4).

4.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 점수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건강행태, 건강지식 및 자기효능감, 자

아존중감의 사전 점수비교에서 두군 사이에 동질성이 확보되

었으므로, 건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군과 대조군의 사후 흡연 및 음주 지식 정도, 자기효능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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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88)

Variables Categories
Exp. (n=47) Cont. (n=41)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31 (66.0)
16 (34.0)

26 (63.4)
15 (36.6)

0.001 (.980)

Specialty Humanities & social studies
Engineering & science
Etc.

22 (46.8)
17 (36.2)
 8 (17.0)

13 (31.7)
24 (58.5)
4 (9.8)

4.454 (.108)

Grade Grade 1  47 (100.0)  41 (100.0) -

Age  19.0±0.75 19.2±0.72 -1.258 (.212)

Height 170.2±7.95 169.3±7.96 0.558 (.578)

Weight   71.4±11.10 73.7±16.15 -0.733 (.466)

Subjective weight
perception

Normal
Obese

1 (2.1)
47 (97.9)

2 (4.9)
39 (95.1)

-†  (.596)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Poor
So-so
Good

 9 (19.1)
29 (61.7)
 9 (19.1)

 9 (22.5)
25 (62.5)
 6 (15.0)

0.335 (.846)

Care for health No worry
Worry

24 (51.1)
23 (48.9)

22 (55.0)
18 (45.0)

0.134 (.714)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isher's exact test.

Table 3. Homogeneity Test for Health Behavior of Subjects (N=88)

Variables Categories
Exp. (n=47) Cont. (n=41)

x2 or t (p)
n (%), M±SD n (%), M±SD

Smoking No
Had been smoking not now
Yes

42 (89.4)
1 (2.1)
4 (8.5)

39 (95.1)
0 (0.0)
2 (4.9)

1.375 (.503)

Alcohol drinking No
A little
A lot

18 (38.3)
24 (51.1)
 5 (10.6)

10 (24.4)
29 (70.7)
 2 (4.9)

3.651 (.161)

Systolic BP 129.4±8.94 132.0±7.13 -1.463 (.147)

Diastolic BP  78.8±9.36  80.9±9.31 -1.071 (.287)

Blood sugar test  89.8±8.86  89.1±8.94 0.374 (.709)

Cholesterol  170.4±29.60  175.2±26.07 -0.805 (.423)

Smoking knowledge  11.5±2.14  11.1±2.46 0.669 (.506)

Alcohol drinking knowledge   7.6±2.51   8.1±2.82 -0.766 (.446)

self-efficacy   2.9±0.43   3.0±0.38 -0.896 (.373)

self-esteem   2.9±0.43   3.0±0.48 -0.829 (.409)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BP=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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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Health Education Program (N=88)

Variables

Exp. (n=47) Cont. (n=41)

Pretest Posttest
t (p)

Pretest Posttest
t (p)

M±SD M±SD M±SD M±SD

Smoking knowledge 11.4±2.14 12.1±2.33 -1.831 (.074) 11.1±2.46 11.6±2.13 -1.270 (.211)

Alcohol drinking knowledge  7.6±2.51  8.1±2.41 -1.335 (.188)  8.1±2.82  8.5±2.36 -0.905 (.371)

Self-efficacy  2.9±0.43  3.0±0.40 -2.577 (.013)  3.0±0.38  3.0±0.40 -0.470 (.641)

Self-esteem  2.9±0.43  3.0±0.39 -1.791 (.080)  3.0±0.48  3.1±0.48 -1.309 (.198)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5. Comparison of Posttest between Two Group (N=88)

Variables
Exp. (n=47) Cont. (n=41)

t (p)
M±SD M±SD

Smoking knowledge 12.0±2.33 11.6±2.13 1.051 (.296)

Alcohol drinking knowledge  8.1±2.41  8.5±2.36 -0.845 (.401)

Self-efficacy  3.0±0.40  3.0±0.40 0.459 (.647)

Self-esteem  3.0±0.39  3.1±0.48 -0.877 (.383)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아존중감 변화정도를 t-test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군 간

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인지이론 기반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대학

의 정규교양강좌로 개설하여 15주간 적용한 효과를 확인하여 

보다 효과적인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수행하였다. 

현재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성인

기 중반에 건강하지 못한 습관으로 고착되기 전인 성인기 초

기의 단기에서 중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생들을 

위한 중재를 개발하였으며, 간호학 및 보건학 관련분야 전문

가들의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대상자들에게 적

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문제가 되는 대사증후

군 요인은 혈압, BMI,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공복혈당 

순이었다(RCSHP, 2012). 그러므로 대학생에게 다빈도로 발

생하는 대사증후군 요인을 중심으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구

성하거나, 교육 시에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건강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전달에 치우친 교수법

보다는 성취적 경험과 언어적 설득을 제공하고, 학생들로 하

여금 대리경험을 습득하여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대상자의 인

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비록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 결과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실험군에서 사전 2.9점에서 사후 

3.0점으로 건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건강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경우 유의한 효과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기존 연구결과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Min

과 Park (2007), Song과 Park (2001)의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두 군 간의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군에서 건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사전에 비해 

사후 에 유의하게 증가한 점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기인했

을 수 있다. 타 연구에서는 특별한 건강문제가 파악되지 않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으

로 인해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학생을 대상

으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를 실시

한 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초기 성인기에 있는 대학생의 예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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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관리차원에서 교

양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강의 중에 성취적 경험과 대리경험을 습

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강의 4주차에 자신의 건강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기건강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강의 7주차에는 중간보고 시간을 가짐으

로써 초기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건강계획 

점검을 하고, 강의 14주차에는 성공적 건강증진 자기평가 보

고 시간을 통해 건강교육 프로그램 15주 동안의 건강관리 결

과를 자기평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은 건강관리에 대

한 성취적 경험을 획득하게 되고, 타인의 발표를 통해 대리경

험을 습득하게 됨으로써 자기효능을 향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타 연구에서도 그 효과는 입

증이되었는데, 대학생의 운동 자기효능감 증진이 체력향상을 

가져오는 지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운동 자기효능감이 증가한 

집단의 체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Cha, Shin, & Kim, 2008). 

그러나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 점수 비교에서 자기효능감

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비교적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식 교육방법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교과목이 학교 정책에 의해 대규모 강좌로 기획이 되면서 양

적으로 많은 학생에게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점은 대

규모 강좌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보

건교육은 강의식 교육방법보다 소규모 그룹식 토의 방법이 더

욱 효과적이었다. 흡연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의식 교

육방법과 소그룹 토의방법의 다른 보건교육 방법으로 자기조

절효능감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소그룹 토의를 통하여 

성취적 경험과 대리경험을 계속적으로 경험한 그룹에서 자기

효능감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Shin, 1996). 

보건교육은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태도를 확립하고 그에 따

라 건강에 좋은 행위를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물질과 

관련된 예방 교육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

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식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Goodstat,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의 위험

인자로 관련이 있는 흡연과 음주에(Jung, Park, Lee, & Kim, 

2002) 대한 지식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는데, 비록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흡연지식은 사전 11.4

점에서 사후 12.1점으로, 음주지식은 7.6점에서 사후 8.1점으

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흡연지식과 음주지식이 실험군과 대조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Hur, 

Kim, Park과 Shin (2003)연구와 마찬가지로 보건교육이 물

질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지식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면

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건강교육 프로그램 적용 결과 자아존중감은 실험군에서 

사전 2.9점에서 사후 3.0점으로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본 연구대상자의 높은 자아존중

감 수준 때문인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연구대상자는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 2개 이상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Shin과 Paik (2003)연구의 과체중 여대생 자아존중감 2.8

점에 비해 2.9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본 연구는 사회인지이론의 주요개념인 자기효능을 기반으

로 하여 건강교육(성취 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자기건

강관리 계획서 작성 및 성공적 건강증진 자기평가 보고(성취

경험, 대리경험)를 실시하였는데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은 흡

연지식, 금연지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의 개념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본 강좌를 통해 확보한 자료이면서 프로그램 수

행을 반영한 성취경험과 대리 경험을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건강교

육 실시 이후 지식 및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변화 이외에도 

건강교육과정을 반영한 다양한 지표를 발굴하고 측정할 필요

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회인지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대학생

들에게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립하기 위한 행동력 강화에 초점

을 맞추면서 건강유지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으나, 대학 내 한 강좌에서 운영하였기 때문

에 대학교 내 금연구역 강화, 적당한 음주를 위한 캠페인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한 중재가 미흡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 

학과행사, 동아리행사, 기타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시기이지

만 본 강좌를 신청한 학생을 제외한 대학생의 인식전환을 위

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여 수강생에 의한 강화 이외에 

주요 활동을 같이 하는 대학생을 통한 환경적 강화를 제공하

지 못하였다. 향후 대학생을 위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은 환경 

중재를 포함한 대학생 대상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

가 있다. 또한 사회인지이론을 통한 자기효능감 강화 교육뿐

만 아니라 개인이 건강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고려

한 여타 다른 모형을 적용해 보는 강좌를 기획하는 것도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학 내 교양강좌에서 대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하여 교과과

정을 구성하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효능감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건강한 대학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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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지이론 기반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대사증후군을 가진 대학생의 건강증진에 미치는 효과 

가 있다. 건강에 대한 위험요인을 가진 대학생들이 건강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여 학점도 받고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으므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인지이론을 기반으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

용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자기효능

감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건강한 대학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

을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급적 많은 학생들에게 건강에 대한 관심

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강좌를 통해 중재를 실시하였으나 보

다 효과적인 중재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몰입도가 높은 소규모 

강좌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증진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으로 생각된다. 특히,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개별 상담 건강원

스톱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자원을 이용한 대학생

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

법이라 생각된다. 또한 향후 건강교육 실시 이후 지식 및 자기

효능감, 자아존중감 변화 이외에도 건강교육 과정을 반영한 

다양한 결과지표를 발굴하고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더불어 최초 대상자 선정 시 사용하였던 대사증후군 관

련 생체지표를 사후 평가에 반영하여 건강교육의 효과를 제시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본 연구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같은 캠퍼스 내에 있음

을 고려하여 중재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대학 내 한 강좌를 통한 

개인의 행동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건강교육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에 대한 중재가 미흡하였다. 그러므로 향

후 환경적 중재를 포함한 대학생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

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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