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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Recently, the rate of death by chronic disease, is increasing steadily. To 

prevent this, the public health center will have taken a leading role in the local 

community medical business through an establish to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nd an amendment to the law of public health center in Korea.

Results: Accordingly this research, using the Pender's health promotion model which 

is related with subject health behavior who government employees serve at the public 

health center have taken important position in the local community health promotion, 

have comprehended the actual condition of health behavior. For increasing the health 

behavior practice of subject to comprehend the factor which have effect on health behavior 

practice, which can be a correct role model in the local community health promotion. A 

survey was performed on 406 government employees who serve at five public health 

centers in Seoul. The period of survey was from 25th October, 2010 to 15th November, 

201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below. 1. Work-related stress, 

perceptible beneficial･obstacle, and self-efficacy were composed by 5 points measure. The 

results show those work-related stress were 3.06±0.469, 74perceptible beneficial･obstacle 
were 3.74±0.471, and self-efficacy were 3.49±0.469. 2. As for the health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 the results have specific differences on age, education level, state 

접수일 : 2014년 4월 14일, 수정일 : 2014년 4월 19일, 채택일 : 2014년 4월 23일
교신저자 : 이명선(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Tel: 02-3277-2583 E-mail: leems@ewha.ac.kr



122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of marriage, rank of the position, field of the occupation and employment forms in statics 

analysis. 3. As for the past health behavior by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 

work-related stress have specific differences on the past frequency of drinking (p<.05) in 

statics analysis, perceptible beneficial･obstacle have specific differences on the past 

frequency of having breakfast(p<.05), having snacks(p<.05) and doing exercise(p<.05) in 

statics analysis. Self-efficacy have specific difference on the past frequency 

drinking(p<.01) in statics analysis. 4.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related with health behavior and health behavior, the health behavior have specific 

differences on perceptible health condition(p<.01), the past health behavior and 

perceptible beneficial･obstacle(p<.05). Work-related stress and self-efficacy don't have 

specific relation in health behavior practice. 5. The factors, which effect on health 

behavior practice have specific differences on the past health behavior, employment forms 

and field of the occupations. The ability of explanation occupied 54.8% what explained of 

the health behavior practice by general characteristic, perceptible health condition, 

employment forms and perceptible beneficial･obstacle.
Conclusions: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related with health 

behavior, the health behavior have specific differences on perceptible health 

condition(p<.01), the past health behavior and perceptible beneficial･obstacle(p<.05). The 

factors, which effect on health behavior practice have specific differences on the past 

health behavior, employment forms and field of the occupations.

Key words: Public Health Center Workforce, Health Behavior, Pender’s Health 

Promotion Model

Ⅰ. 서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 우리나라 사망자의 사망원인 순위

는 암(1위), 뇌혈관 질환(2위), 심장 질환(3위) 등으로 

나타났으며, 3대 사망원인이 전체 사망의 47.8%를 차

지해 만성 퇴행성질환이 개인 및 국가의 건강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0).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의료수

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등 

국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오늘날의 건강문

제는 감염성 질환이나 열악한 위생상태로 인한 질

병위험보다는 국민의 생활양식 변화와 인구의 고령

화에 따른 만성 퇴행성질환의 증가로 그 양상이 바

뀌어가고 있다. Belloc과 Breslow(1992)는 사망률과 

개인행동이 연관이 있음을 밝혔으며, 흡연, 음주, 운

동, 체중유지, 적절한 수면, 규칙적인 아침식사, 간식

여부 등의 7가지의 행동이 개인의 건강수준과 접

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이명선, 2000).

우리나라도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보건문제를 야기시키는 질병의 대부분이 건강에 해

로운 생활양식이나 습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고,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10)｣

과 같은 정책을 통해 기존의 의료적 접근방식에서 

건강 의식 및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보건교육

의 강화와 금연, 절주, 영양 개선, 비만 관리 등을 포

함하는 건강생활의 실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이와 더불어, 같은 해

에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면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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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중추기관으로 육성

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사업에서 보건소가 주도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보건소는 과거 전염성 질환이나 급성질환을 

중심으로 관리하던 보건소에서 예방중심의 포괄적

인 국민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맞춤형 건강관

리 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계속 확대되고,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전문성 확립과 보건의료서비스 개발 뿐 아니라 

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보건소의 주요 업무의 일환인 지역사

회주민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보건소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지역주민과의 직적접인 건강관련 서비스

를 제공하거나 관련 업무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직접

적인 건강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강행동은 자신의 건강이나 다른 사람들의 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써 건강을 유지･증진하

는 것과 관련하여 실생활에 표현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고종환, 2000). 따라서, 보건소 공무원은 지

역주민을 대상으로 단순히 건강지식의 전달이라는 

차원을 넘어 건강관련 지식을 일상생활에 바람직한 

생활의 일부로 실천할 수 있는 역할모델로써 지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볼 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보

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바람직한 건강행동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것이다.

보건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연구주제가 직무스트레스(박소미, 2008; 김

혜경, 2010), 직무만족(김춘희, 2001; 전용한, 2008),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지식･태도･실무능력(박계

성, 2006)에 관한 것이었다. 보건소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들이 많지 않고, 연구주제 대부분이 직

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들로 보건소 공

무원의 건강행동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강행동 실천 실태를 파악하

고, 대상자들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건강행동과의 관

련성을 파악하여 대상자들의 건강행동 실천을 증가

시킴으로써, 보건소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주민의 건

강증진에 올바른 역할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지각된 건강상태, 과

거 건강행위, 직무스트레스, 지각된 유익･장애

성, 자기효능감, 건강행위실천 실태를 파악한다.

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지각된 

유익･장애성, 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3.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지각된 

유익･장애성, 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4. 지각된 건강상태, 과거 건강행위, 직무스트레

스, 지각된 유익･장애성, 자기효능감과 건강행

위와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보건소 공무원의 건강행동 실천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지역에 

위치한 특별시형 보건소 5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보

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소 공무원 4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 수집 방법

본 설문조사는 해당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보

건소장의 승인 하에 보건소 사업별 담당자를 선정

하여 담당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및 설문지 

기재 요령을 설명한 후 직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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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직원들이 설문이 가능한 시간

을 활용하였으며, 조사의 실시는 2010년 10월 25일

∼11월 15일까지 3주 동안 서울시 소재 5개 보건소

에서 실시하였다.

3. 연구도구  내용

본 연구의 도구는 보건소 직원의 건강행동 실태 

및 건강행동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

성하였으며, 설문지 응답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학적 특성 9문항(성별, 종교, 연령, 

학력, 결혼상태, 직급, 직군, 고용형태, 보건소 근무

기간), 지각된 건강상태 2문항(현재 건강상태, 연령

대비 건강상태), 직무스트레스 14문항, 지각된 유익

성 6문항(내적, 외적 이익), 지각된 장애성 4문항(내

적, 외적 장애), 자기효능감 11문항을 독립변수로 구

성하였으며, 종속변수는 건강행동 6문항(아침식사횟

수, 간식횟수, 수면시간, 음주횟수, 흡연여부, 운동횟

수)으로 구성하였다.

1) 지각된 건강상태

Speake, Cowart, Pellet(1989)가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2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본인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비조

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01이었으며, 본 

조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43이었다.

2) 직무스트 스

종목과 박한기(1998)가 개발한 직무스트레스 척

도와 Ivanccvich & Matteson(1980)의 도구를 조은

숙(1990)이 재구성한 직무스트레스 척도를 보건소 

공무원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직무스

트레스 문항은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

비조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58이었으며, 

본 조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11이었다.

3) 지각된 유익성

문정순(1990)이 개발하고 백윤미(2004)가 수정한 

지각된 유익성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내용은 개인내적, 대인적, 환경적 요인과 관련

된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유익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비조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11이었으며, 본 조사에서

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62이었다.

4) 지각된 장애성

문정순(1990)이 개발하고 서현미(2001)가 수정한 

지각된 장애성에 관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개인내적, 대인적,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

각된 장애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비조사에서의 신

뢰도는 Cronbach α =.762이었으며, 본 조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70이었다.

5) 자기효능감

Sherer & Maddux(1982)가 개발한 일반적 상황

에서의 자기효능감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비조사에

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03이었으며, 본 조사

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57이었다.

6) 건강행동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보건소 공

무원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아침식

사 횟수, 간식섭취 횟수, 하루평균 수면시간, 운동횟

수, 음주횟수, 흡연여부의 내용 총 9개 문항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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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다. 예비조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764이었으며, 본 조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43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하고, 모두 전산 부호화하여 SPSS 

Statistic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지각된 건강상태, 직무

스트레스, 지각된 유익･장애성, 자기효능감. 건강행

위는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지각된 건강

상태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지각된 유익･장애성, 자

기 효능감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지각

된 건강상태, 직무스트레스, 지각된 유익･장애성, 자

기효능감이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관관계분

석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 상자의 특성

1) 인구학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총 406명이고, 대상자의 인구학

적 특성으로 성별, 종교, 연령, 학력, 결혼상태, 직급, 

직군, 고용형태, 보건소 근무기간을 조사하였다. 성

별은 남자가 107명(26.4%), 여자가 299명(73.6%)이

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225명(55.4%), 없

는 경우가 181명(44.6%)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연

령은 20대가 40명(9.9%), 30대가 108명(26.6%), 40대

가 149명(36.7%), 50대가 109명(26.8%)이었으며, 학

력의 경우 대졸이 337명(83.0%), 대학원 졸 이상이 

33명(8.2%)으로 대졸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했다. 결

혼상태는 기혼이 319명(78.6%)로 가장 많았으며, 미

혼인 경우가 81명(19.6%), 이혼이 4명(1.0%), 사별이 

2명(0.5%)이었으며, 직급은 4급이상이 1명(0.2%), 5

급이 17명(4.2%), 6급이 59명(14.5%), 7급이 161명

(39.7%), 8∼9급이 82명(19.5%), 계약직이 89명 

(21.9%)로 7급이 가장 많았다. 직군은 의무직이 25

명(6.2%), 행정직이 67명(16.5%), 보건직이 67명 

(16.5%), 간호직이 129명(31.8%)등 간호직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행정직, 보건직, 의무기술직

이 많았다. 고용형태는 일반직이 257명(63.3%)으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별정직이 1명(0.2%), 

기능직이 29명(7.1%), 계약직이 94명(23.2%), 공보

의가 4명(1.0%), 업무대행이 5명(1.2%) 등이었다. 보

건소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112명(27.6%), 1∼3년 

이하가 90명(22.2%), 4∼9년 이하가 70명(16.2%), 

10년 이상이 134명(33.0%)으로 나타났다<표 1>.

2) 지각된 건강상태

본 연구자의 지각된 건강상태는 현재의 건강상태

와 연령대비 건강상태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현재의 

지각된 건강상태의 경우 “현재 귀하의 전반적 건강상

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은 ‘비

교적 좋다’ 195명(48.0%), ‘보통이다’ 142명(35.0%) 순

으로 많았고, ‘조금 나쁜 편이다’ 36명(8.9%)와 ‘매우 

좋다’ 29명(7.1%)의 경우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연령대비 건강상태의 경우 “귀하는 비슷한 연령대

의 다른 사람과 비교 시 본인의 건강상태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은 ‘보통이다’ 172명

(42.4%), ‘비교적 좋다’ 156명(38.4%)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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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
남자 107 26.4

여자 299 73.6

소계 406 100.0

종교유무
있음 225 55.4

없음 181 44.6

소계 406 100.0

연령

20대 40 9.9

30대 108 26.6

40대 149 36.7

50대 109 26.8

소계 406 100.0

학력

중졸 이하 3 0.7

고졸 33 8.1

대졸 337 83.0

대학원 졸 33 8.2

소계 406 100.0

결혼상태

기혼 319 78.6

미혼 81 19.6

이혼 4 1.0

사별 2 0.5

소계 406 100.0

직급

4급이상 1 0.2

5급 17 4.2

6급 59 14.5

7급 161 39.7

8급이상 79 19.5

계약직 89 21.9

소계 406 100.0

직군

의무직 25 6.2

행정직 67 16.5

보건직 67 16.5

간호직 129 31.8

의무직 13 3.2

의료기술직 66 16.2

기능직 39 9.6

소계 406 100.0

<표 1> 대상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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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고용형태

일반직 257 63.3

계약직 94 23.2

기타 55 13.5

소계 406 100.0

보건소근무기간

1년 미만 112 27.6

1∼3년 이하 90 22.2

4∼9년 이하 70 17.2

10년 이상 134 23.0

소계 406 100.0

<표 2> 지각된 건강상태

구분 빈도(명) 백분율(%)

지각된 건강상태

1. 현재 귀하의 전반적 건강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좋다 29 7.1

비교적 좋다 195 48.0

보통이다 142 35.0

조금 나쁜 편이다 36 8.9

매우 나쁘다 4 1.0

총 406 100.0

2. 귀하는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사람과 비교시 본인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좋다 24 5.9

비교적 좋다 156 38.4

보통이다 172 42.4

조금 나쁜 편이다 51 12.6

매우 나쁘다 3 0.7

총 406 100.0

지각된 건강상태에 대해 다수의 대상자가 ‘보통

이다’, ‘비교적 좋다’에 응답하여, 본인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3) 직무 스트 스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지금의 직장에서 진급을 하는 것보다 다른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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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S.D

직무스트레스

1. 예기치 못했던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가 있다. 

     매우 그렇다 3 0.8

2.40±0.752

     그렇다 42 10.3

     보통이다 84 20.7

     그렇지 않다 263 64.8

     전혀 그렇지 않다 14 3.4

     총 406 100.0

2. 나의 판단과 상반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가 있다. 

     매우 그렇다 5 1.2

2.71±0.868

     그렇다 86 21.2

     보통이다 112 27.6

     그렇지 않다 193 47.5

     전혀 그렇지 않다 10 2.5

     총 406 100.0

3. 서로 모순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다. 

     매우 그렇다 6 1.6

2.87±0.889

     그렇다 109 26.8

     보통이다 130 32.0

     그렇지 않다 150 36.9

     전혀 그렇지 않다 11 2.7

     총 406 100.0

에 취직하는 편이 나은 것 같다’의 평균점수가 3.50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맡고 있는 업무

는 나의 적성과 맞지 않는 것 같다’와 ‘나의 지금 업

무는 너무 지루하고 변화가 없다’가 그 다음으로 이

들 문항의 평균점수는 각각 3.30점, 3.21점이었다.

보건소 공무원들의 경우 업무 처리로 인해 발생

하는 스트레스는 적었고,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본인의 업무가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

가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반수이상의 사람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많다고 느끼고 있었으나, 업

무량에 비해 적절한 휴식시간에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은 데 반해 적절한 

휴식시간이 제공되어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무수행 평가에 대한 만족

도가 낮게 나왔다. 이는 ‘지금의 직장에서 진급을 하

는 것보다 다른 직장에 취직하는 편이 나은 것 같다’

의 질문에 과반수이상의 대상자가 ‘보통이다’이상에 

답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은 평가로 인한 보건소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표 3>.

<표 3> 직무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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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S.D

직무스트레스

4. 적절한 인적, 물적 지원없이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경우가 있다. 

     매우 그렇다 2 0.5

2.61±0.828

     그렇다 69 17.0

     보통이다 123 30.3

     그렇지 않다 195 48.0

     전혀 그렇지 않다 17 4.2

     총 406 100.0

5.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나의 적성과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매우 그렇다 2 0.5

     그렇다 67 16.5

     보통이다 123 30.3 3.30±0.917

     그렇지 않다 194 47.8

     전혀 그렇지 않다 20 4.9

     총 406 100.0

6. 나의 지금 업무는 너무 지루하고 변화가 없다.

     매우 그렇다 14 3.4

3.21±0.866

     그렇다 151 37.2

     보통이다 153 37.7

     그렇지 않다 78 19.2

     전혀 그렇지 않다 10 2.5

     총 406 100.0

7. 적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할 때가 있다. 

     매우 그렇다 5 1.2

2.81±0.976

     그렇다 72 17.7

     보통이다 175 43.1

     그렇지 않다 144 35.5

     전혀 그렇지 않다 10 2.5

     총 406 100.0

8. 승진평가 기준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승진되는 경우가 있다. 

     매우 그렇다 17 4.2

2.73±0.869

     그렇다 50 12.3

     보통이다 173 42.6

     그렇지 않다 143 35.2

     전혀 그렇지 않다 23 5.7

     총 4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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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S.D

직무스트레스

9. 나는 현재의 직급에서 더 이상 승진할 가능성이 없다. 

     매우 그렇다 28 6.9

2.98±0.942

     그렇다 109 26.8

     보통이다 124 30.5

     그렇지 않다 118 29.1

     전혀 그렇지 않다 27 6.7

     총 406 100.0

10. 퇴근 후나 주말에도 일해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 

     매우 그렇다 34 8.4

3.19±0.938

     그렇다 122 30.0

     보통이다 154 37.9

     그렇지 않다 84 20.7

     전혀 그렇지 않다 12 3.0

     총 406 100.0

11. 내가 해야 할 일보다도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 10 2.5

3.01±0.802

     그렇다 90 22.1

     보통이다 205 50.5

     그렇지 않다 92 22.7

     전혀 그렇지 않다 12 2.2

     총 406 100.0

12. 업무량에 비하여 휴식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매우 그렇다 12 3.0

2.98±0.830

     그렇다 91 22.4

     보통이다 186 45.8

     그렇지 않다 106 26.1

     전혀 그렇지 않다 11 2.7

     총 406 100.0

13. 직장에서는 나의 기술과 능력이상의 업무실적을 기대한다. 

     매우 그렇다 8 2.0

2.93±0.796

     그렇다 84 20.7

     보통이다 190 46.8

     그렇지 않다 115 28.3

     전혀 그렇지 않다 9 2.2

     총 4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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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S.D

직무스트레스

14. 지금의 직장에서 진급을 하는 것보다 다른 직장에 취직하는 편이 나은 것 같다. 

     매우 그렇다 45 11.1

3.50±0.937

     그렇다 184 45.3

     보통이다 123 30.3

     그렇지 않다 37 9.1

     전혀 그렇지 않다 17 4.2

     총 406 100.0

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S.D

지각된 유익성

1. 나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41 10.1

3.83±0.691

     그렇다 280 69

     보통이다 63 15.5

     그렇지 않다 20 4.9

     전혀 그렇지 않다 2 0.5

4) 지각된 유익･장애성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 및 유익성

을 분석한 결과 지각된 유익성을 측정하는 모든 문

항에서 평균 3.0점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상

자 대부분이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이 무엇인지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지각된 장

애성을 측정하는 문항의 평균 역시 모든 문항에서 

평균 3.0점 이상이 나와 대부분의 대상자가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각된 유익성을 측정한 문항들의 평균점수는 비

슷하였으나, ‘나는 건강행위 실천이 질병에 대한 저

항력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에서 가장 높

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나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을 받는 것은 유익하다고 생각한다’와 ‘나는 정기적

인 건강검진은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한

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 점수가 가장 낮았다. 

지각된 장애성을 측정한 문항들 역시 비슷한 평

균을 보였으나 ‘나는 나태하고 게을러서 건강한 생

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 평균 점수

가 가장 높았고, ‘나는 매우 바쁜 생활로 인해 건강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과반수 정도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방해하는 요인 중 성격이 가장 많이 차

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지각된 유익･장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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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S.D

지각된 유익성

2. 나는 건강행위 실천을 통해 우리가족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42 10.3

3.88±0.646

     그렇다 295 72,7

     보통이다 51 12.6

     그렇지 않다 16 3.9

     전혀 그렇지 않다 2 0.5

3. 나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29 7.1

3.83±0.604

     그렇다 263 72.2

     보통이다 69 17

     그렇지 않다 13 3.2

     전혀 그렇지 않다 2 0.5

4. 나는 건강행위 실천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38 9.4

3.86±0.617

     그렇다 288 70.9

     보통이다 67 16.5

     그렇지 않다 12 3.0

     전혀 그렇지 않다 1 0.2

5. 나는 건강행위 실천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45 11.1

3.89±0.652

     그렇다 291 71.7

     보통이다 54 13.3

     그렇지 않다 13 3.2

     전혀 그렇지 않다 3 0.7

지각된 장애성

1. 나는 나태하고 게을러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81 20.0

3.69±1.073

     그렇다 200 49.3

     보통이다 74 18.2

     그렇지 않다 22 5.4

     전혀 그렇지 않다 29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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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S.D

지각된 장애성

2. 나는 매우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 건강행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47 11.6

3.46±1.008

     그렇다 184 45.3

     보통이다 103 25.4

     그렇지 않다 54 13.3

     전혀 그렇지 않다 18 4.4

3. 나는 건강증진행위를 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40 9.9

3.59±.890

     그렇다 214 52.7

     보통이다 104 25.6

     그렇지 않다 33 8.1

     전혀 그렇지 않다 15 3.7

4. 나는 주변에 건강행위 실천에 대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 

     매우 그렇다 42 10.3

3.57±.898

     그렇다 212 52.2

     보통이다 103 25.4

     그렇지 않다 37 9.1

     전혀 그렇지 않다 12 3.0

5)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5점 척도에서 모든 문항이 평균 3.0

점 이상으로 나와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았음

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가 평균 3.76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나

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와 ‘나는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도 배우려

고 노력한다’가 평균 3.67점으로 같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낮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나는 

실패했을 때, 더욱 열심히 한다’가 3.23점, ‘나는 즐

겁지 않은 일이라도 끝까지 매달린다’가 3.29점으로 

나타났다<표 5>. 

2.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른 건강행  련 

특성의 차이

1)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른 직무스트 스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 건강상태와 연령대비 지각된 건강상태 

모두 대상자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3.45±0.76), 연령대비 건

강상태를 묻는 질문에서는 연령대비 건강상태에 대

해 ‘비교적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직무스트레스 점

수가 가장 높았다(3.46±0.60)<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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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S.D

자기효능감

1.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매우 그렇다 45 11.1

3.67±0.566

     그렇다 291 71.7

     보통이다 54 13.3

     그렇지 않다 13 3.2

     전혀 그렇지 않다 3 0.7

     총 406 100.0

2.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바로 시작하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13 3.2

3.47±0.747

     그렇다 215 53.0

     보통이다 134 33.0

     그렇지 않다 42 10.3

     전혀 그렇지 않다 2 0.5

     총 406 100.0

3. 나는 어떤 일을 한번 시도해서 해내지 못하면 달성할 때까지 시도한다.

     매우 그렇다 5 1.2

3.33±0.720

     그렇다 181 44.6

     보통이다 166 40.9

     그렇지 않다 54 13.3

     전혀 그렇지 않다

     총 406 100.0

4. 나는 복잡한 일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6 1.5

3.60±0.636

     그렇다 245 60.3

     보통이다 121 29.8

     그렇지 않다 245 60.3

     전혀 그렇지 않다 13 3.2

     총 406 100.0

5. 나는 즐겁지 않은 일이라도 끝까지 매달린다. 

     매우 그렇다 10 2.5

3.29±0.772

     그렇다 164 40.4

     보통이다 171 42.1

     그렇지 않다 57 14.0

     전혀 그렇지 않다 4 1.0

     총 406 100.0

<표 5>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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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S.D

자기효능감

6.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경우 초기에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매우 그렇다 5 1.2

3.48±.661

     그렇다 204 50.2

     보통이다 162 39.9

     그렇지 않다 27 6.7

     전혀 그렇지 않다 8 2.0

     총 406 100.0

7. 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능숙하게 일을 처리한다. 

     매우 그렇다 5 1.2

3.26±0.629

     그렇다 129 31.8

     보통이다 230 56.7

     그렇지 않다 33 8.1

     전혀 그렇지 않다 9 2.2

     총 406 100.0

8. 나는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도 배우려고 노력한다. 

     매우 그렇다 12 3.0

3.67±0.609

     그렇다 248 61.1

     보통이다 121 29.8

     그렇지 않다 9 2.2

     전혀 그렇지 않다 16 3.9

     총 406 100.0

9. 나는 실패했을 때, 더욱 열심히 한다. 

     매우 그렇다 7 1.7

3.23±0.708

     그렇다 134 33.0

     보통이다 212 52.2

     그렇지 않다 50 12.3

     전혀 그렇지 않다 3 0.7

     총

10. 나는 일을 해내는 내 능력에 대하여 확신한다. 

     매우 그렇다 21 5.2

3.58±0.614

     그렇다 207 51

     보통이다 153 37.7

     그렇지 않다 12 2.9

     전혀 그렇지 않다 13 3.2

     총 4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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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S.D

자기효능감

11.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매우 그렇다 28 6.9

3.76±0.612

     그렇다 263 64.8

     보통이다 106 26.1

     그렇지 않다 8 2.0

     전혀 그렇지 않다 1 0.2

     총 406 100.0

<표 6>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N=406

빈도(명) 평균±S.D F

전반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29 3.45±0.76

3.393
*

비교적 좋다 195 3.33±0.49

보통이다 142 3.16±0.51

조금 나쁜 편이다 36 3.14±0.45

매우 나쁘다 4 3.33±0.44

연령대비 건강상태

매우 좋다 3 3.46±0.60

2.872
*

비교적 좋다 51 3.46±0.50

보통이다 172 3.23±0.52

조금 나쁜 편이다 156 3.11±0.51

매우 나쁘다 24 2.89±0.10

*p<0.05

2)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른 지각된 유익･

장애성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른 지각된 유익･장애성이 

집단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

났다. 전반적 건강상태와 연령대비 지각된 건강상태

에 대해 대상자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전반적 건강상태에 따른 지각된 유익･장애성은 

‘매우 좋다’고 대답한 경우의 지각된 유익･장애성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3.93±0.57), 연령대비 건강상

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우 좋다’고 대답한 경우

의 지각된 유익･장애성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3.91±0.58)<표 7>.



제 15권 1호, 2014   137

<표 7>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른 지각된 유익･장애성
N=406

빈도(명) 평균±S.D F

전반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29 3.93±0.57

3.070
*

비교적 좋다 195 3.78±0.47

보통이다 142 3.69±0.44

조금 나쁜 편이다 36 3.57±0.45

매우 나쁘다 4 3.69±0.48

연령대비 건강상태

매우 좋다 3 3.91±0.58

2.984
*

비교적 좋다 51 3.80±0.48

보통이다 172 3.70±0.45

조금 나쁜 편이다 156 3.60±0.46

매우 나쁘다 24 3.48±0.64

*p<0.05

3)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른 자기효능감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전반적 건강상태와 연령대비 건강상태 두 질문 모두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p<0.001). 자기효능감 점수는 전반적 건강상태의 경

우 ‘매우 좋다’(3.27±0.37)라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p<0.001), 연령대비 건강상태의 경우 

역시 ‘매우 좋다’(3.75±0.40)라 대답한 경우의 자기효

능감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표 8>.

<표 8>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른 자기효능감
N=406

빈도(명) 평균±S.D F

전반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29 3.72±0.37

6.846
*

비교적 좋다 195 3.55±0.41

보통이다 142 3.41±0.40

조금 나쁜 편이다 36 3.28±0.48

매우 나쁘다 4 3.34±0.41

연령대비 건강상태

매우 좋다 3 3.75±0.40

7.862
*

비교적 좋다 51 3.56±0.40

보통이다 172 3.45±0.43

조금 나쁜 편이다 156 3.27±0.41

매우 나쁘다 24 3.30±0.38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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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행  특성간의 상 계

Pender모형에 따른 건강행위와 건강행위 실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상관계수는 최

대 .709, 최소 .032의 분포를 보였다. 건강행위 실천

에 대해서는 지각된 건강상태, 과거 건강행위, 지각

된 유익･장애성과 관련성이 발견되었으며, 건강행

위와 과거 건강행위(r=.709, p<0.01), 건강행위와 지

각된 건강상태(r=.181, p<0.01), 건강행위와 유익･장

애성(r=.124, p<0.01)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

났으며, 건강행위와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 모두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건강행위와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지각된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과거 건강행위, 직

무스트레스, 지각된 유익･장애성, 자기효능감과 관

련성이 발견되었다. 이는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

들이 지각된 건강상태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

다. 지각된 건강상태와 자기효능감(r=.276, p<0.01),

지각된 건강상태와 과거건강행위(r=.187, p<0.01), 

지각된 건강상태와 지각된 유익･장애성(r=.179, 

p<0.01), 지각된 건강상태와 직무스트레스(r=-.101, 

p<0.05)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직무

스트레스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과거 건강행위는 지각된 유익･장애성(r=.131, 

p<0.01)과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그 외의 직무스트

레스, 자기효능감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직무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지각된 유익･장애성

과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며(r=-.274, p<0.01),직무스

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각된 유익･장

애성은 자기효능감(r=.215, p<0.01)과 양의 상관 관

련성을 나타냈다<표 9>.

<표 9> 건강행위 특성간의 상관관계

건강행
지각된 

건강상태

직무

스트 스

지각된

유익･장애
자기효능감

건강행위 1

지각된건강상태 .181** 1

직무스트레스 -.047 -.101
*

1

지각된 유익･장애성 .124
**

.179
**

-.274
**

1

자기효능감 .098 .276** .032 .215** 1

*p<0.05, **p<0.01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Pender의 건강증진 모형을 이용하여 

보건소 공무원의 건강행위 실천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조사하고, 건강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보건소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

에 올바른 역할모델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

으로 두고, 서울소재 5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406명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건강행위 관련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각된 건강상태의 경우 

연령(p<0.05), 학력(p<0.05), 직급(p<0.01), 고



제 15권 1호, 2014   139

용형태(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는 결혼상태(p<0.05), 

직급(p<0.01), 고용형태(p<0.001)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각된 유익･장애성은 성

별(p<0.05), 직군(p<0.05), 고용형태(p<0.05)에 

따라 자기효능감은 종교유무(p<0.01), 학력

(p<0.05), 직급(p<0.05), 고용형태(p<0.01), 보

건소 근무기간(p<0.05)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건강행위는 성별, 종

교, 보건소 근무기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인구학적 특성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를 살펴본 결

과 연령, 학력, 결혼상태, 직급, 직군, 고용형태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행위 실천율이 

높았으며, 직군의 경우 약무직을 제외한 다른 

직군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른 건강행위 관련 특성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직무 스트레스, 지각된 

유익･장애성, 자기효능감 모든 요인에서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으며, 관련 특성 보

두 ‘매우 좋다’고 대답한 경우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4. 건강행위와 관련 있는 요인들과 건강행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건강행위에 지각된 건강

상태(p<0.01), 과거 건강행위, 지각된 유익･장

애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p<0.05). 직

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은 건강행위 실천과 유

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1. 보건소 공무원의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행위 

실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 영역에 따라 건강

행위 실천 정도가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보건소 공무원의 올바른 건강행위 실천을 

위해 지식･태도･기술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

하여 개인의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2. 지각된 유익･장애성에 대한 조사 결과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건강행위 실

천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점

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요인을 제거해 줌으

로써 보건소 공무원의 건강행위 실천을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천편일률적인 교

육이 아닌 교육대상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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