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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건강증진행  정도와 가족기능, 건강지각, 자기효능감 간의 계를 

악하고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해 시도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가

족기능, 건강지각,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 와 상 계가 있었다. 회귀분석결과 가족기능, 건강지각, 자

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 를 37.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기능, 건강지각, 자기효능감이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를 수행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한 건강증진

행 를 증진시키기 해서는 가족기능과 건강지각, 자기효능감을 고려한 건강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건

강증진행  실천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 상을 확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간호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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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ome factors such as family function, health perception, and self - 

effica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health promoting 

behaviors. Results showed that family function, health perception, and self - efficacy were 

correlated with health promoting behaviors.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family function, 

health perception, and self - efficacy seemed to explain 37.7%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Thus, as family function, health perception, and self-efficacy are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health 

education program considering family function, health perception, and self-efficacy to promote 

desirable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the follow-up stud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tudy 

subjects and the results of such studies should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programs aimed 

at promoting the health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os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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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과 경제수 의 향상으로 건강과 삶

의 질에 한 심이 고조되면서 인들의 건강에 

한 심은 속한 사회 변화와 함께 다양해지고 있다. 

질병 리의 개념도 질병 치료나 방 주의 개념에서 

최근에는 건강의 유지ㆍ증진이라는 질 인 개념으로 

환되고 있어 개인이 가진 건강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을 한 지식 습득과 바람직한 생활습

을 유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각종 재해나 사고 

발생 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운동부족과 스트 스 등 

건강 험요인의 증가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

면서 건강 험요인을 사 에 방하는 것이 더욱 요

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양식 변화와 같

은 건강행 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는 건강 리 교육과 습 은 기본 인 건강상태가 좋고 

활동 이며 자의식이 확립된 청년기에 이루어지는 것

이 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1]. 학생들은 입시 주

의 틀에 박힌 ㆍ고등학교 생활에서 벗어나 학생으

로서의 자율과 독립성이 강조된 생활에서 흡연과 음주

에 쉽게 노출되며, 무 제한 수면과 식사로 생활리듬이 

깨지고 불규칙해지는 등 건강상태나 건강행  측면에

서 많은 취약 을 가지고 있다[2]. 한 사망률이나 질

병의 이환율이 비교  낮은 집단으로 건강에 해 자신

감을 가지고 있어 건강증진행 를 하지 않고 있다[3]. 

특히, 간호 학생들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

트 스와 더불어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과도한 시험과 

과제,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겪게 되는 스트 스, 환자

의 죽음에 한 상실감과 응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지식  능력의 결핍 등 간호학과가 가지고 있는 특수

성으로 인해 많은 스트 스에 노출되고 있다[4]. 이러한 

임상실습 스트 스들이 해소되지 않고 축 되었을 때 

학교생활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건강증진행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을 수 있다[5]. 이처럼 

학생들은 건강상태나 건강행  측면에서 많은 취약

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학생의 

건강증진행 가 성인들에 비해 낮은 수 으로 보고되

고 있다[6][7]. 학생들의 부 한 식습 이나 건강

리는 성인기 반의 건강과 미래의 부모로서 자녀의 건

강실천에도 요한 만큼 학생들의 건강에 한 인식

과 건강증진행 를 바르게 확립하는 것은 매우 요하

다. Pender는 건강증진과 련된 모형에서 건강증진행

의 결정인자로서 인지지각요인이 미치는 향이 크

다고 강조하며, 인지지각을 변화시켜 건강증진행 를 

진할 수 있다고 하 다[8]. 한 가족의 기능이 육체

 생존을 안 하게 하는 기능과 가족구성원 간의 애정

 결속을 통해 가족 개개인의 자아개념 형성과 성  

역할에 한 자아의식, 사회  책임감  학습의 발달

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9]. 부모들

은 자녀의 신체 , 정신  건강과 안 을 도모하며 정

서  안녕을 진하고, 건강증진행 를 만드는 신념과 

태도 형성에 향을 다[10]. 한 개인은 가족의 건강

에 한 인식과 행동에 향을 받기 때문에 가족은 개

인의 건강행 에 요한 요인으로[11] 건강행 와 건강

한 생활습  형성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선행연

구에서 학생의 건강증진행 에 한 연구결과 학

생은 반 으로 건강증진행  수행정도와 건강증진 

생활양식 이행정도가 낮고[12] 생활습 과 련된 질환

에 한 심과 지식정도가 낮으며 건강증진행   건

강지각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러

한 결과를 근거로 볼 때 건강지각과 가족기능은 건강증

진행 와 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 

[5][14-16]의 건강지각과 가족기능에 한 연구와 간호

사를 상으로 한 [17]의 연구가 있지만 아직까지 건강

증진행 와 련하여 건강지각,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에 한 통합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사의 역

할을 수행하기 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다

양한 간호 상황에 용해야 하는 이론교육과 임상교육

을 병행하는 간호 학생에게 있어 건강증진행 는 매

우 요하다. 따라서 건강 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

게 될 간호 학생의 건강상태와 건강증진행 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학생

의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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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이를 토 로 련 요인들 간의 인과 계를 규명하

고자 한다. 한 향후 간호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한 교육 로그램 개발과 건강증진행  수행을 높이기 

한 재방안을 모색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악하여 건강증진행 를 향상시키기 

한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한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ㆍ간호 학생의 가족기능, 건강지각, 자기효능감, 건

강증진행 정도를 악한다.

ㆍ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건강

지각,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 의 차이를 악한

다. 

ㆍ간호 학생의 가족기능, 건강지각, 자기효능감, 건

강증진행  간의 상 계를 악한다. 

ㆍ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가족기능, 건강지각, 자기효

능감, 건강증진행  정도를 악하고 상 성을 확인하

며 건강증진행 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는 2016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D시와 K시

에 소재한 3개 학의 학기  임상실습을 시행하고 있

는 3년제 간호학과 2, 3학년 학생들  본 연구의 취지

와 목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고 자발

으로 연구에 참여한 180명을 상으로 하 다. 총 

1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 회수된 설문지  일

부 응답이 락된 문항이 있는 3부를 제외한 177부를 

최종결과 분석에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상

자 수는 G*Power 3.1.3 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정력 

.90, 다 회귀분석 시 유의수  .05, 효과크기 .15, 독립

변수 3개로 설정하 을 때 최소 표본 수는 99명인 것으

로 나타났다[18].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177명의 

상자 수는 충분한 것으로 악되었다. 

3. 연구도구

3.1 가족기능

사회기본 구성단 로서 가족이 수행하는 기본  기

능을 의미하며[19] 본 연구에서는 Olson 등이[20] 개발

한 가족 결속력  응력의 평가도구 (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 Scale: FACES-III)

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결속력 

10문항, 응력 10문항으로 총 20문항을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하여 ‘  그 지 않다’ 1 에서 ‘항상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좀 더 기능

임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로는 Cronbach‘s 

α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9이었

다. 

3.2 건강지각

건강지각은 개인의 건강에 한 주 인 평가를 말

하며[21], 본 연구에서는 Northern Illinois 

University(1956)에서 개발한 지각된 건강상태 측정도

구(Health Self Rating Scale)를 [22]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총 4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3문항은 3  척도, 1문항은 5  측도

로 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

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7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74이었다. 

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특정 행

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의 지각정도

[23]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24]이 개발하고 [2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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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한 SES(Self-Efficacy Scale) 도구를 사용하여 측

정한 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  아니다’ 1 에서 ‘아주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

발 당시 신뢰로는 Cronbach‘s α는 .86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는 .85이었다. 

3.4 건강증진행위 

생활양식의 구성요소가 되는 계속 인 활동으로 더 

높은 수 의 건강상태에 도달하기 하여 능동 으로 

환경에 반응하는 것으로 안녕수  뿐만 아니라 자아실

, 자기성취를 증진시키기 한 행 를 말한다[26]. 본 

연구에서는 [27]이 개발한 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HPLP)을 [28]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한 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자아실  11문항, 건강책

임 10문항, 운동 5문항, 양 7문항, 인 계지지 7문

항, 스트 스 리 7문항으로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4 으

로 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 의 실천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로는 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3이었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처리 하 다.

ㆍ 상자의 일반  특성은 기술  통계량을 이용하

다.

ㆍ일반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건강지각, 자기효능

감, 건강증진행 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독립표

본 t 검정,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ㆍ변수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 다. 

ㆍ건강증진행 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연령분포는 20세에서 30세까지 분포되었으

며 20세가 71.2%로 가장 많았고 21-22세 11.9%, 23-24

세 10.1%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태는 ‘ ’이 76.3%가 

가장 많았고 주거형태는 가족이 57.7%, 기숙사 32.2% 

순이었으며, 흡연유무는 ‘아니오’ 라고 응답한 경우가 

93.2%, 음주유무는 ‘ ’라고 응답한 경우가 60.5%로 나

타났다. 한 운동은 ‘가끔한다’ 44.1%, ‘주 1-2회’ 

27.1%, ‘ 하지않는다’ 20.3% 순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일반적 특성                             (N=17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성별
남 35 19.8

여 142 80.2

나이

20세 126 71.2

21-22세 21 11.9

23-24세 18 10.1

25세 이상 12 6.8

경제
상태

상 15 8.4

중 135 76.3

하 27 15.3

주거
형태

가족 102 57.7

기숙사 57 32.2

자취 13 7.3

친척 5 2.8

흡연 
예 12 6.8

아니오 165 93.2

음주
예 107 60.5

아니오 70 39.5

운동

전혀하지않는다 36 20.3

가끔한다 78 44.1

주 1-2회 48 27.1

주 3-4회 12 6.8

주 5회 이상 3 1.7

2. 대상자의 가족기능, 건강지각, 자기효능감, 건

강증진행위 정도 

가족 기능은 5  만 에 평균 평 이 3.35 , 측정범

는 2.5-4.9 이었으며, 건강지각은 4  만 에 평균 

평 이 2.23 , 측정범 는 1.25-3.25 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5  만 에 평균 평 이 3.25 , 측정범

는 2.13-4.39 이었으며, 건강증진행 는 4  만 에 평

균 평 이 2.71 , 측정범 는 1.87-3.89 으로 나타났

다[표 2].



간호대학생의 가족기능, 건강지각,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565

Characteristics Categorie

Family function Health perception Self-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s

Mean SD t/F(p) Mean SD t/F(p) Mean SD
t/F
(p)

Mean SD t/F(p)

성별
남 3.45 .60

1.12
2.43 .294 4.08

(.004*)

3.29 .49 .62
(.064)

2.79 .48 1.31
(.57)여 3.33 .57 2.18 .325 3.24 .44 2.69 .37

나이

20세 3.34 .61

1.92
(.128)

2.24 .61

.71
(.548)

3.20 .44

2.34
(.076)

2.69 .38

3.02
(.031)

21-22세 3.57 .53 2.26 .53 3.45 .37 2.81 .47

23-24세 3.15 .32 2.12 .31 3.30 .48 2.57 .35

25세이상 3.43 .47 2.25 .47 3.33 .49 2.94 .55

경제
상태

상 2.18 .22
9.94
(.001)

3.60 .67
.70
(.49)

3.41 .44
5.65
(.004)

2.83 .52
3.63
(.028)

중 2.25 .33 3.40 .54 3.29 .44 2.73 .37

하 2.18 .40 2.94 .54 3.01 .43 2.54 .40

주거
형태

가족 3.38 .58

1.16
(.328)

2.24 .30

1.42
(.240)

3.22 .43

.67
(.569)

2.70 .40

.42
(.736)

기숙사 3.34 .56 2.26 .39 3.25 .48 2.69 .38

자취 3.34 .64 2.09 .28 3.36 .43 2.82 .41

친척 2.89 .58 2.05 .33 3.44 .50 2.71 .28

흡연 
예 3.27 083 -.44

(.664)

2.28 .28 .42
(.674)

3.22 .51 -.25
(.806)

2.74 .65 .26
(.796)아니오 3.36 .56 2.23 .34 3.25 .44 2.71 .37

음주
예 3.32 .60 -.74

(.455)

2.24 .33 .33
(.742)

3.23 .49 -.61
(.540)

2.73 .40 .62
(.54)아니오 3.39 .55 2.22 .34 3.27 .39 2.69 .37

운동

전혀하지않는다 3.12 .55

4.85
(.001)

2.15 .31.

2.12
(.065)

3.15 .40

3.15
(.01)

2.54 .38

2.22
(.045)

가끔한다 3.43 .58 2.20 .31 3.20 .43 2.71 .33

주 1-2회 3.25 .42 2.17 .32 3.20 .34 2.56 .38

주 3-4회 3.39 .66 2.30 .37 3.46 .54 2.80 .44

주 5회 이상 3.37 .44 2.52 .34 3.36 .41 3.03 .35

 *p<.05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건강지각,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                                     (N=177)

표 2. 가족기능, 건강지각,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 정도  

                           (N=177) 

Mean±SD Min Max

가족기능 3.35±.58 2.50 4.90

건강지각 2.23±.33 1.25 3.25

자기효능감 3.25±.47 2.13 4.39

건강증진행위 2.71±.39 1.87 3.89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 검정

일반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은 경제상태(F=9.94, 

p<0.05), 운동(F=4.85, p<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 다. 건강지각은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보 고((t=4.08, p<0.05) 자기효능감은 경제상태

(F=5.65, p<0.05)와 운동(F=3.15, p<0.05)에서 유의미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행 는 나이

(F=3.02, p<0.05), 경제상태(F=3.63, p<0.05), 운동(F=2.22,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표 3].

4. 대상자의 가족기능, 건강지각, 자기효능감, 건

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

상자의 가족기능, 건강지각, 자기효능감, 건강증진

행 의 상 계는 다음과 같다. 가족기능은 건강지각

(r=.205, p<0.05), 자기효능감(r=.220, p<0.05), 건강증진

행 (r=.521, p<0.05)과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상

계를 보 다. 건강지각은 가족기능(r=.2015, p<0.05)과 

건강증진행 (r=.317, p<0.05)과 상 계를 보 고, 자

기효능감은 가족기능(r=.220, p<0.05), 건강증진행

(r=.393, p<0.05)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건강증진행 는 가족기능(r=.521, p<0.05), 건강지

각(r=.317, p<0.05), 자기효능감(r=.393, p<0.05)과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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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td. 
Error

Beta

가족기능 .286 .042 .422 6.80
.012
(000)

건강지각 .224 .072 .191 3.11 .002

자기효능감 .239 .054 .273 4.45
.016
(000)

adj. R² =.377, F=13.61 (*p<.001)

표 4. 가족기능, 건강지각,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                                 (N=177)

가족
기능

건강
지각

자기
효능감

건강증진행

가족기능 1

건강지각 .205** 1

자기효능감 .220** .146 1

건강증진행위 .521** .317** .393** 1

 *p<.05 

5.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VIF값은 1.056～1.086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정할 모형의 가정을 충족하기 한 잔차들의 정규성 

분포여부를 확인하는 Durbin-Watson은 2에 가까울수

록 모형의 합성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분석결과, 2에 

가까운 1.779로 값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

석에 사용된 자료는 회귀분석에 한 것으로 나타났

다. 건강증진행 를 종속변수로 두고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족기능, 건강지각, 자기효능감을 독립

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설명

력은 37.7%(adj.=.377)이고, 모형은 유의 수  5%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36.44, p<0.001).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가족

기능(t=6.80, p<0.001), 자기효능감(t=4.45, p<0.001), 건

강지각(t=3.11, p<0.001)순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77)

Ⅳ. 논의

본 연구는 일 지역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가족 

기능, 건강지각,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  정도와 건강

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시도되

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 상자의 건강증진행 는 평균 

평 이 2.71 으로 나타났는데, 간호 학생을 상으

로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5]의 3.34 보

다 낮았고 [29]의 2.7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학기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교

육과정 속에서 임상실습은 1일 8시간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번과 낮번 근무의 업무시간 용, 환자간호

에 한 책임감과 두려움,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을 간

호 상황에 용하는 어려움, 과도한 시험과 과제, 그리

고 임상실습 동안 겪게 되는 많은 스트 스들로 건강증

진행 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수가 낮게 

나타난 은 주목할 필요가 있으므로 간호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 스를 감소시키기 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활에 잘 응하고 자신의 건강증진행

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 는 나이, 경제상태, 

운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을 상으로 한 [30]의 연구에서 나이, 운

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27][31]의 연구와 고등

학생을 상으로 한 [32]의 연구에서는 경제 상태에서 

건강증진행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20  여성을 상으로 한 [33]의 연구에서는 나이, 

경제 상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 추후 간호 학생을 

상으로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건강지각은 간호 학생의 건강

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악되었으며, 이

들 변수는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를 37.7% 설명

하 다. 이  가족 기능이 가장 큰 향을 주는 요인으

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족기능은 가족이 수행

하는 역할과 행 가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에 향을 

주어 일어나는 것으로 가족기능이 한 경우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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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갈등 상황에 잘 처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

, 정서  건강의 요한 근원이 된다[34]는 것을 반

한 것이라 생각된다. 한 가족으로부터 받은 정서 지

지, 정서  유 감이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것

이라 생각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년여성을 상으로 

한 [35]의 연구결과와 장애아동 어머니를 상으로 한 

[36]의 연구에서도 가족기능은 웰니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건강증진행 는 가족 기능에 의

해 향을 받는다고 볼 때 가정에서 건강증진행 를 

진하는 신념과 태도  건강과 련된 기술들을 습득한

다면 학생활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 에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5][16][37]의 연구결과와 일

치하 으며, [38]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건강습

과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은 개인의 체 인 수행능력에 한 믿음에서 래하

는 것으로[39] 과제 상황이나 기치 못한 긴장을 다루

기 하여 요구되는 특별한 행동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

력에 한 개인 인 평가이며, 개인이 특별한 행동을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인지  단이라

고 하 다[40]. 본 연구에서 상자의 자기효능감 수

는 평균 3.25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 학생과 일

반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비교한 [41]의 연구에서 간

호 학생 2.73 , 일반 학생 2.74  보다 낮게 측정되

었다. 이는 임상실습에 응이 미숙한 2, 3학년의 간호 

학생들에게 실습과제부담과 상자 문제 해결에 

한 자신감 하, 다양한 인간 계로 인한 의사소통에 

하 부담감 증가로 자기효능감이 낮아진 것으로 사료

된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건강증진행 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개인이 원하는 결과

를 얻기 해 필요한 행 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

다는 믿음인 동시에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

해 주는 요한 변수이기도 하다. 따라서 간호 학생

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해 임상실습  의사소통

기술과 스트 스 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로그

램 개발이 필요하다.

건강지각은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생을 상으로 한 

[15][2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으며, 간호사를 상으

로 한 [17]의 연구와도 일치하 다. [42]는 건강에 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며, 개인  지각, 인구학 요인  

인 계 요소가 개인의 건강증진행 를 결정하는 요

인으로 이  개인  지각의 한 부분으로 지각된 건강

상태는 개인의 건강행 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고 하 다. 따라서 간호 학생들은 비간호사로서 임

상 장에서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에 한 지각과 동기가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가족 기능, 자기효능

감, 건강지각이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악되었으며,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

행 를 증진시키기 해 가족기능과 건강지각, 자기효

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증진 로그램을 개발하

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정도를 악

하고 가족 기능, 건강지각, 자기효능감과의 계를 분석

하여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를 향상시키기 한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상자의 건강증진행  정도는 4  만 에 평

균 평 이 2.71  간 수  이상으로 건강증진 행 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 경제상태, 운동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 가족 기능, 건강지각, 자

기효능감과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

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 기능, 자기효능감, 건강

지각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

의 연구에서 가족 기능, 건강지각, 자기효능감이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 를 수행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한 건강증진행 를 증

진시키기 해서는 가족 기능과 건강지각, 자기효능감

을 고려한 건강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증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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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정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조사 상이 일지역의 간호 학

생으로 제한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

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지역을 확 하여 연

구할 필요가 있다. 한 연구결과를 토 로 간호 학

생들의 건강증진을 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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