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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건강증진병원 간호사의 건강증진역할인식과 건강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건강교육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이었고, 대상 기관은 국내 건강증진병원 네트워크 소속된 병원 중 연구를 승낙

한 4개 병원 중 28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건강증진병원 간호사의 건강교육수행에 영

향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증진역할인식 (β=.246, p=.001)과 건강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β=.282,

p <.001), 임상경험 (β=.121, p=.059)은 건강교육수행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7.738, p <.001).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총 27.8%이었다. 따라서 간호사의 건강증진

역할인식과건강교육수행에대한자기효능감을높이기위한다각적인프로그램연구가필요하겠다.

주요용어: 간호사, 건강교육, 건강증진, 수행.

1. 서론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혈압이 29.0%, 당뇨가 9.9%, 비만이 32.8%로 보고되고 있다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3). 이러한 만성질환은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며

(Groene과 Garcia-Barbero, 2005), 건강할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Hong, 2012). 질병

치료와 함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기구는 의료의 범위를

기존의 치료중심에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후 1986년 제1차 국제건강

증진회의에서 ‘오타와 헌장’이 제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건강증진병원운동이 촉발되었다. 건강증진병

원은 질병치료 뿐 아니라 건강증진을 기관의 목표로 두고 환자와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건강증진에 참

여할 수 있는 조직구조와 문화를 정착시키는 병원을 말하며, 흡연, 음주, 운동, 식생활, 휴식의 방법으로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Groene과 Garcia-Barbero, 2005). 건강증진병원은 2009년

우리나라에도입된이래현재전국 29개병원이건강증진병원네트워크에가입되어있다. 이들건강증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일반 병원간호사들 보다 건강증진 활동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더욱

강조되고있다.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 중 하나는 건강교육이다.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경우 의료인들이 제

공하는 건강과 관련된 조언에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때문에 의료인들에 의해 실행되는 건강교육은 생활습관을 교정하는데 효과적이며, 재입원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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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건강증진을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Groene과 Garcia-Barbero, 2005). 의료인

중 간호사는 환자와 보호자들과 친밀하고 편안한 관계 형성에 유리하고 대상자와 접점에 있기 때문에

건강교육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의료인이다 (Whithhead, 2005). 그러나 국외 연구에서 병원간호

사들의 건강교육 수행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Casey, 2007),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태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교육 수행은 근무환경, 연령, 임상 근무기간, 간호사 1인당 환

자 수를 포함한 외부적 요인 보다는 건강교육에 대한 태도와 의지,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 부족 등

의 개인적 요인에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Anis 등, 2004). 때문에 병원에서의 건강증진 활

동의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간호사의 건강교육 수행정도와 그 영향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건강교육 수행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건강증진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여야 하고

(Whithhead 등, 2008), 이를수행할자기효능감 (Kang, 2009)이필요하다.

역할인식이란주관적인개념으로외부로부터다양한역할기대에대한인식은역할수행에커다란영향

을주는요인이다. 역할을정확히인식하는사람일수록적응성이높고, 자신의역할을보다명확히수행

할수있다 (Choe, 2003).

Rosen과 Ashley (1978)는 의료인의 건강증진자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역할모델, 교육자, 위험행동에

대한 교정, 정책적 활동, 연구의 다섯 가지 역할에 대해 언급하며, 그 중 건강증진자로서 역할모델이 되

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간호사가 건강증진역할모델이 되

어야한다고말하고있으며, 간호사가스스로건강증진적역할을수행하는것은대상자의건강증진을돕

는데매우중요하다고보고했다.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한 Kang (2009)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건강교육 수행이

저조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과 교육수행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

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증진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건강교육수행을 파악하

고, 건강증진역할인식, 건강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건강교육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궁

극적으로건강증진병원간호사들의건강증진활동강화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2. 이론적 배경

건강증진병원은 1980년대 후반 신공중보건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병원의 역할 뿐 만 아니

라 건강증진을 통하여 병원의 전체적인 관리의 질, 개념, 가치, 기준을 병원의 조직구조 및 병원문화와

결합한 것을 말한다 (Groene과 Garcia-Barbero, 2005). WHO에서는 2005년 덴마크 코펜하겐에 건강

증진병원 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위하여 ‘건강증진병원 국제 네트워크’를 개설하였고 현재 국내에는

29개 병원이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기반의 건강증진 활동은 질병 치료의 부가적 서비스

로 가볍게 다루어지거나, 건강노화클리닉, 영양클리닉, 비만 클리닉, 금연클리닉, 만성피로 클리닉과 같

은 외래 중심의 건강서비스로 운영됨으로서 대상자들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Park과 Kwon,

2008).

의료인들은질병의치료뿐아니라, 불건강한생활습관을가진환자들을발견하고건강증진활동을할

책임이 있고 (NHS Future Forum, 2012), 특히 종합병원 의료 인력의 50%에 달하는 간호사는 환자와

의접촉시간이길고, 대상자에게친숙한용어를사용하기때문에건강정보를제공하고교육하는데가장

적합한 의료인이다 (Whitehead, 2005; Lambe 등, 2008). 그러나 실제 병원 간호사들이 건강교육을 자

신의역할로인식하고실행하고있는지에대한연구는미흡하다.

역할인식이란 외부에게 자신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

일수록 적응성이 높고, 자신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수행할 수 있다 (Choe 등, 2003). Rosen과 Ashley

(1978)는 의료인들이 건강증진활동을 함에 있어 역할모델, 교육자, 위험행동에 대한 교정, 정책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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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다섯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 중 건강증진자로서 본보기가 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인지수준은 실천정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Jeong 등, 2011). 따라서 간

호사의 건강증진 역할인식이 높으면 건강교육수행 역시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간호사가 건강증진

모델이 되어야 하며, 간호사가 스스로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돕는데 매우 중

요하다고 보고했다 (Rush 등, 2010). 흡연과 같이 개인의 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하는 간호사는 건강교

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Petch-Levine 등, 2003; Rush 등, 2010). 한편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며, 복잡한 의사결정 상황에

서효과적인분석적사고를가능하게하여개인이업무를수행하는능력을증가시키는데에영향을준다

(Gist와 Mitchell, 1992). 건강증진교육수행을향상시키기위해서역할을잘인지하는것도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간호 수행을 올바르게 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인지하는 것을 간호수행으

로 연결시키는 데에, 인간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준다고 추측할 수

있다. Lee와 Ko (2010)은 병원 간호사 1996명에게 간호 수행에 관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자기효능감

과 간호 수행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금연, 체중조절, 알코올 중독, 운동 등의 건강증진행

위에 자기효능감을 적용한 문헌들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대상자가 변화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행위가 증가하였다 (Strecher 등, 1986). 그러나 행위변화 교육을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

에서 교육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파악한 연구는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한 Kang (2009)의 연구 이

외에는찾아보기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건강증진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건강증진역할인식, 건강증진행위, 건

강교육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건강교육수행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

를건강증진병원간호사들의건강증진활동을강화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건강증진병원 간호사의 건강증진역할인식과 건강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건강교육수행

에미치는영향요인을분석하는서술적조사연구이다.

3.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건강증진병원 네트워크에 가입한 병원 (2013년 1월 기준) 29개 중 서울·경기 및 수도권지
역의 3개 병원, 그 외 지역 1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병상 규모별로는 300병상

이상이 1개, 300병상 미만이 3개였다. 최소 표본을 구하기 위하여 G*POWER 3.1 프로그램 (Faul 등,

2009)을 사용하였다.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독립변수 12개를 적용하였을 때, 회귀분

석에필요한표본수가 184명을근거로자료수집을계획하였고, 탈락률을고려하여모두 280부의설문을

배부하였으며, 그 중 250부가 회수되어 응답률은 92.0%였다. 그 중 피험자 연구동의서에 서명되지 않

은 7부와, 자료의누락이있는 6부, 자료의편향이있는 6부를제외한 231부를분석에사용하였다.

3.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K병원 생명윤리위원회의 IRB (KNUH 2013-04-052)의 승인을 받았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이었고, 대상 기관은 국내 건강증진병원 네트워크 소속된 병

원 중 연구를 승낙한 서울 (1개), 경기 (2개), 경북 (1개) 지역의 4개 병원에서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조사기관을 방문하여 간호부서의 부서장에게 본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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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우편을 통하여 회수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전 대상자가 피험자 동의서

에직접서명하고연구에참여하도록하였으며, 자필서명동의서가있는설문지로만연구를진행하였다.

설문지 안내문에는 연구목적과 대상자의 자의에 의한 참여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만약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조사 중 언제라도 조사에 불응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익명을 보장한다는 내용

과 연구에 참여한 설문지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렸다. 설문지 응답에 걸린 시간은 약 20분 정도

로소요되었으며참여한대상자에게소정의사례품을지급하였다.

3.4. 연구도구

1) 건강교육수행

건강교육수행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의 4개 영역에 대해 건강교육수행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

Kang (2009)의 도구를 근간으로 수면 항목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Likert 5점 척도, 총점 범위는 5점에서 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교육

수행이 높음을 의미한다. 건강교육수행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및 수면에 관한 교육 수행에 대해 ‘내

가 돌보는 환자의 81∼100%에게 교육한다’ (5점)에서 ‘내가 돌보는 환자 0∼20%에게 교육한다’ (1점)

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의 개발당시 내적일치도 크론바 알파 (Crobach’s alpha)는

.76이었고, 본연구의크론바알파는 .93였다.

2) 건강증진역할인식

건강증진역할인식은 Rush 등 (2010)이 개발한 SARMHEP (the self as role model for health pro-

motion)으로 측정하였다. Rush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서면 허락을 얻은 후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

하였고 한글번역의 표현과 어휘의 선택, 번역의 명확성 등을 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계 미국인

1인이 역번역 하였다. 번역한 도구를 건강증진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 3명에게 설문을 시행하도록 하

여 의미의 변화가 없는 한 가독성이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고, 간호학과 교수 1인의 검수를 받아 번역타

당도를 수립하였다. SARMHEP은 총 5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18문항은 역환산하였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 Likert 6점 척도, 점수범위는 57점에서

34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역할모델로서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SARMHEP은 5개

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문가로서 자신의 이용’ 21문항, ‘이상적인 자아’ 19문항, ‘불완전

한 자신을 이용’ 8문항, ‘자가 평가’ 6문항, ‘건강증진자로서의 자신’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Rush

등 (2010)의 연구에서 이 도구의 개발당시 내적일치도 크론바 알파는 .90이었고, 본 연구의 크론바 알파

는 .92였다.

3) 건강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건강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의 4개 영역에 대해 건강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고 확신하는 정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 Kang (2009)의 도구를 근간으로 수면 항목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Likert 5점 척도, 총점 범위는

5점에서 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ang(2009)의

연구에서도구의내적일치도크론바알파는 .91이었고, 본연구에서크론바알파는 .91이었다.

3.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프로그램 20.0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증진행위, 건강증

진역할인식과 건강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건강교육수행은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건

강증진행위, 건강증진역할인식 및 건강교육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건강교육수행과의 관계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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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위해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

ca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인구·사회학적·보건학적 요인을 이용한 1단계 모형과 교육수행을 담

당하는 간호사의 내재적 요인인 건강증진역할모델인식과 건강증진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요인을 추가

한 2단계 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하여 건강증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건강증진교육수행에 영향을 미

치는요인을알아보고자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위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 98.3%, 학력은 전문학사 57.1%, 학사 36.4%이었다. 직급은 일반간호사가

85.3%로 가장 많았고, 소속은 내과계 병동 (32.5%)과 외과계 병동 (31.2%)이 많았다. 연령은 30세

미만이 51.4%로가장많았고, 근무경력은 1년이상 5년미만이 33.3%로가장많았다 (Table 4.1).

대상자의 건강행위를 살펴보면 흡연은 피운 적 없음이 99.1%로 가장 많았고, 음주는 전혀 또는 거의

안마신다가 57.1%로 가장 많았다. 운동은 전혀 또는 거의 안한다가 48.1%로 가장 많았으며, 체질량지

수는 66.7%가 정상 범위였다. 휴식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37.7%에서 ‘보통이다’라

고응답하였다 (Table 4.1).

Table 4.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Category n %

Gender
Male 4 1.7

Female 227 98.3

Education

Associate degree 132 57.1
Bachelor degree 84 36.4
Above masters 15 6.5

Position

Staff nurse 197 85.3
Charge nurse 11 4.8
Head nurse 23 10.0

Working unit

Medical ward 75 32.5
Surgical ward 72 31.2

Emergency room 12 5.2
Outpatient clinic 12 5.2
Intensive care unit 28 12.1

Others 32 13.9

Clinical experiences (yr)

<1 25 10.8
1−4 77 33.3
5−9 53 22.9

10−14 24 10.4
15≤ 52 22.5

Smoking
Non-smoker 229 99.1

Smoker 2 0.9

Drinking

Never or seldom 132 57.1
Social drinking 94 40.7
Heavy drinking 5 2.2

Exercise

Regular 41 17.7
Irregular 79 34.2
Seldom 111 48.1

Nutrition (BMI, kg/m2)

< 18.5 38 16.5
18.5 − 24 154 66.7

25≤ 19 8.2

Sufficient sleep

Always 6 2.6
Mostly 68 29.4
Usually 87 37.7

Once in a while 57 24.7
Never 13 5.6

BMI =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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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간호사의 건강증진역할인식, 건강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및 건강교육수행

건강증진역할인식은 342점 만점에 평균 226.89점이었다. 건강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평균 18.52

점이었다. 영역별로 금연 3.84점, 절주 3.84점, 운동 3.61점, 영양 3.58점, 휴식 3.65점이었다. 건강교

육수행은 평균 15.68점이었다. 영역별로 금연 3.19점, 절주 3.19점, 운동 3.08점, 영양 3.07점, 휴식

3.15점이었다 (Table 4.2).

Table 4.2 Health promotion role recognition, self-efficacy for health education and health education perform

Variables Mean (SD)

Health promotion role recognition 226.89 (23.84)

Self-efficacy for health education

Smoking 3.84 (0.85)

Drinking 3.84 (0.85)

Exercise 3.61 (0.84)

Nutrition 3.58 (0.85)

Rest 3.65 (0.83)

Total 18.52 (3.64)

Health education performance

Smoking 3.19 (1.18)

Drinking 3.19 (1.18)

Exercise 3.08 (1.12)

Nutrition 3.07 (1.12)

Rest 3.15 (1.08)

Total 15.68 (5.06)

4.3. 건강증진역할인식·건강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건강교육수행의 상관관계

건강증진역할인식과 건강교육수행 (r=.368, p <.001), 건강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건강교육수행

(r=.391, p <.001)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상의상관관계가있었다 (Table 4.3).

Table 4.3 Correlation among health promotion role recognition, self-efficacy for health education

and health education performance

Health Promotion

Role Recognition

Self-efficacy for

Health Education

Health Education

Performance

HealthPromotion Role Recognition 1

Self-efficacy forHealth Education .270** 1

Health Education Performance .368** .39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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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건강교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증진병원 간호사의 건강교육수행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성별, 직책, 교육수준, 근무부서, 근무

경력,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역할인식, 건강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포함하여 12개의 변수를 분석

하였다.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에서 회귀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914로

자기상관이 없고, 다중공선성 문제는 공차한계가 .471∼.968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이 1.051∼3.078로 기준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로 성별, 직책, 근무부서, 임상경력, 교육수준의 변수를 모형에 투입한

결과, 임상경력 (β=.231, p=.001), 교육수준 (β=.144, p=.043)이 높을수록 건강교육수행이 높게 나타

났으나, 다른 변수들은 건강교육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

석 2단계로 건강증진역할인식과 건강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회귀모형에 추가로 포함하였을 때, 건강

증진역할인식 (β=.246, p=.001)과 건강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β=.282, p <.001)은 건강교육수행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역할인식과 건강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건강교육수행을추가로 16.7% 더설명하였으나 (F=7.738, p <.001), 임상경험 (β=.121, p=.059)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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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다른 변수들은 건강교육수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전체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총 27.8%이었다 (Table 4.4).

Table 4.4 Influence factors of health education performance

1st Step 2nd Step

β t p β t p

(Constant) 2.363 .019 .239 .811

Gender* (1=female) .023 .247 .805 .034 .405 .686

Position* (1=head nurse) .082 1.146 .253 .074 1.153 .250

Working unit* (1=medical ward) .086 1.289 .199 .095 1.570 .118

Clinical experiences (yr) .231 3.364 .001 .170 2.724 .007

Education* (1=above university) .144 2.041 .043 .121 1.900 .059

Smoking* (1=non-Smoker) -.155 -1.648 .101 -.075 -.881 .380

Drinking* (1=no drinking) -.004 -.063 .950 .013 .212 .832

Exercise* (1=irregular) -.067 -.991 .323 -.083 -1.372 .172

Nutrition (BMI=kg/m2) -.051 -.765 .445 -.014 -.227 .821

Sufficient sleep -.001 -.012 .990 .022 .361 .718

Self-efficacy for Health Education .246 3.936 .001

Health Promotion Role Recognition .282 4.482 .000

F 3.614 (p <.001) 7.738 (p <.001)

R2 .391 .565

Adjusted R2 .111 .278

*Dummy coded, BMI = Body Mass Index

5. 논의

본연구는국내건강증진병원에서근무하는간호사들의건강증진역할인식, 건강교육수행에대한자기

효능감을파악하고건강교육수행의영향요인을규명하기위해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건강증진병원 간호사의 건강교육수행은 총점 평균이 15.68점으로 측정되어, 건강증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전체 대상자 중 절반정도에게 건강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ang (2009)의연구에서는수련수준에따라전공의인경우운동과영양이약 27%로높게나타났고, 그

중 내과계 전공자의 교육수행경험이 많았으며, 특히 영양과 운동이 각각 39.7%, 34.7%로 보고하여 본

대상자들의 건강교육수행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질병치료에 치중되는 의사들에 비해 환자의 최

일선에서있는간호사들이건강교육업무를수행하기에적합한것으로보인다.

건강증진병원 간호사의 건강행위는 흡연율이 0.9%, 고위험 음주율이 2.2%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

성인이나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3), 다른직업군 (Kang, 2009; Kwon, 2009)에비해본연

구대상자가흡연과음주면에서건강증진행위수준이높은반면 7.7%의간호사만이규칙적인운동을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성인이나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3), 다른 직군에 비해 (Lee,

2010; Kang, 2009) 상대적으로 신체활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의 간호사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환자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환자나 일반인

을대상으로좋은건강생활실천자의역할모델이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간호사는교대근무로인한생

체리듬의 불균형 (Jeon, 2004),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의 요구, 여러 직종간의 팀워크, 과다한 업무

(Kim, 2009), 병원감염과 같은 유해한 환경 (Hwang, 2007)등으로 인해 건강행위를 잘 실천하지 못한

것으로생각된다.

건강증진역할인식은 평균 226.89점으로, 도구의 하위영역 중 간호사의 전문적인 수행과 관련 있는‘전

문가로서 자신의 이용’의 항목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가 건강증진자로서 대상자와의

신뢰구축, 파트너십을 통한 전문적 관계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간호사 자신이

가르치고 설명하는 내용을 스스로 실천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이상적인 자아’의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것은 간호사들이 건강증진교육을 수행하는데 있어 각자의 건강실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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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동을 실천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와 별개로 전문가로서 건강교육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다.

건강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평균 18.52점으로 평균적으로 ‘내가 돌보는 환자에게 보통 정도의 건강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한 Kang (2009)의 연구에서 건강

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에서 건강교육수행이 높은 결과를 보여 낮은 자기효능감은 환자를 대

상으로 건강증진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수행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련과정 중 건강증

진교육이수여부에따른건강증진교육수행경험은건강증진교육이수군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

은 수치를 보였다고 보고 하였다. 간호사들이 체계적으로 건강교육을 기획하고 효과적인 건강교육을 수

행할수있는역량을키울수있도록교육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 임상경력, 건강증진역할인식, 건강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교육수행이

높게 나타났고 27.8%의 설명력을 보였다. Casey (2007)는 건강증진을 수행하는데 있어, 권한의 부

족, 관리 조직의 문제, 건강증진을 위한 훈련이나 기술의 부족, 업무량 과다, 시간의 부족을 건강교육

의 장애요인으로 들고 있다. 실제로 병원의 간호업무를 분석한 Kim과 Park (2010)의 연구에서 간호

업무 중 4.59%만이 교육에 소요되며, 그 중 건강교육은 전체 간호 업무의 0.78%로 보고하여 전체 간

호 업무 중 건강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다른 연구에서 영양교육에 대해

74.2%의 간호사가 영양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영양지식의 습득정도는 58.7%의 간호사

가 ‘부족’, 40.6%가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영양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47.2%가 ‘전문지식 부족’,

40.5%가 ‘전문가(영양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11.9%가 ‘업무량 과중’을 이유로 들

었다 (Choe와 Yun, 2003). 실제적으로 이러한 생활습관실천과 관련된 교육은 병원에 전담간호사들이

담당하거나, 다른 인력이 대체하고 있어 간호사들이 건강교육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건강교육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이것이 건강교육을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나 능력, 자신

감 등을 저하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Casey (2007)은 건강교육 향상

을위해인력, 홍보, 경영의지원, 더많은교육과자원의지원, 환자와의더많은교감에의해향상시킬

수있다고보고하고있다. 이렇듯의료인력에서의비중이나환자와의관계의중요성을고려했을때, 간

호사의건강교육에대한폭넓은교육시스템과프로그램구축이필요할것이라고생각된다.

6. 결론 및 제언

개인의 생활습관은 개인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 변화를 통한 건강증진전

략은지역사회중심뿐만아니라병원중심건강증진활동으로실행될때접근성이나그효과가더크고의

료비용을 감소시키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

을 증진시키고 이를 촉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건강증진역

할인식과건강교육수행에대한자기효능감을높이기위한다각적인프로그램연구가필요하겠다.

그러나 행위변화 교육을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 교육수행에 대한 연구가 흔치 않아 타 연구와 연

계해서 이해하거나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본 연

구는 건강증진교육수행 여부에 대해서만 측정하였으나, 후추 교육의 질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한 간호사들의 건강증진 역할인식과 건강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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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health education performance

of health promoting hospital nurse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231 nurses from

four health promoting hospitals.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to June, 2013. Health

education performa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ducation level,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health promotion role recognition, and self efficacy for health education.

Health promotion role recognition (β=.246, p=.001), self-efficacy for health education

(β=.282, p <.001), and clinical experiences (β=.170, p=.007) were significant predic-

tors of health promoting hospital nurses’ health education performance and explained

27.8% of the variance. The strategies to improve health promotion role recognition

and self-efficacy for health education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health education

performance of health promoting hospital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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