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4, pp.453-468, November 30,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453 -

http://dx.doi.org/10.17703/JCCT.2020.6.4.453

JCCT 2020-11-57

*정회원, 진주보건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경상대학교 건강과학연구원
노인건강연구센터 정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 2020년 10월 14일, 수정완료일: 2020년 10월 29일
게재확정일: 2020년 11월 06일

Received: October 14, 2020 / Revised: October 29, 2020
Accepted: November 06, 2020
**Corresponding Author: mogu@gnu.ac.kr
College of Nursing, Gerontological Health Research Center
in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습관형성모델을 기반으로 한 간호대학 여학생의
신체활동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Physical Activity 
in Female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Habit Formation Model

김경희*, 구미옥**

Kyunghee Kim*, Mee-Ock Gu**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습관형성모델을 기반으로 간호대학 여학생의 신체활동 정도와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

여 간호대학 여학생의 신체활동 증진 및 유지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J시에 소재한 G

대학교와 J대학교에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여학생 207명이었고,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8월 31일에서 9월 13일까지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ANOVA 및 Scheffĕ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nivariate, and Multivariat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

학 여학생의 신체활동 정도는 평균 2506.31±2807.05 MET-min/week이었고 신체활동 분류기준에 따라 세 군으로 분류한 결과

건강증진 신체활동군은 59명(28.5%), 최소한 활동군은 98명(47.3%), 비활동군은 50명(24.2%)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

귀분석에서는 신체활동 습관강도가 간호대학 여학생의 신체활동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 여학생

의 신체활동 증진 및 유지를 위해 습관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습관강도, 참여동기, 자기통제, 의도적 억제, 신체활동, 습관형성모델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physical activity in female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habit formation model. The participants were 207 female students at G nursing college and J nursing college located in J city. 
All data were collected from 31, August to 14, September in 2020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and Scheffĕ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nivariate, and Multivariat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using SPSS/WIN 22.0 program. 
The average level of physical activity measured by the Korean version of IPAQ was 2506.31±2807.05 MET-min/week. 
According to the physical activity category classified by IPAQ, there were 59students(28.5%) in the high group, 
98students(47.3%) in the moderate group, and 50students(24.2%) in the low group.  Physical activity habit strength was the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physical activity in female nursing studen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habit formation program and verify effectiveness for enhancing and maintaining the physical activity in female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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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신체활동은 국민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건강 행위

중하나이며건강증진과만성질환관리에있어필수적

인 요소이다[1]. 좌식생활양식(sedentary lifestyle)은 심

혈관질환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암의 위험 요인

[1-4]으로보고되었고이에따라세계보건기구는신체활

동습관을 개선하고자 성인에 대한 적정한 신체활동량을

제안하고[1] 전 세계적 차원의 정책 마련과 관리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3,4].

규칙적신체활동이란일상활동을포함한움직임으로

걷기 등 유산소 활동부터 근력 운동까지 신체활동의 강

도에 따라 일주일에 2-5일간 꾸준히 활동하는 것으로

[1,4] 심장병, 당뇨, 대장암, 고혈압 등의 발생 및 사망위

험을크게줄일수있다[5]. 그러나우리나라 19세이상의

70.4%의 국민이 신체활동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근력과 유산소 신체활동 권장량

을모두만족하는성인의비율은 15.6%로 신체활동이매

우부족하고이중성인여성은 9.4%로더욱낮게보고되

었다[6].

대학생은 성인기로 접어드는 초기 집단으로서 이 시

기에는 자신이 생활방식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중·고등학교의 일률적으로 정해진 교과과정이 아닌, 스

스로 정한수업일정에따라시간관리를할수있게되어

개인의의지에의해신체활동을조절할수있다[7]. 대학

생 시기는 성인에 비해 생활양식이 확고하게 형성되지

않아 교정 가능성이 크며, 대학생 시기의 올바른 생활습

관이나건강관리는이후의성인기전반에영향을미치게

되기때문에이시기의신체활동은매우중요하다[8]. 또

한 대학생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대학생활 및 학업 스

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체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자신

감 형성, 대인관계망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9].

그러나 2012년에실시된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9]에서, 대학생 연령층에 해당하는 20대의 생활체육 참

여율은 ‘전혀 참가하지 않음’ 45.8%이며, ‘주 2-3회 이상

규칙적인체육활동참여’ 36.4%로 10대(34.8%) 다음으로

낮아, 대부분의학생들이권장하는신체활동량에근접하

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대학생들의 주

3-4회,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중강도 운동 실천율은

20.8%로[10] 미국 대학생들의 규칙적인 중고강도 운동

실천율이 45.5%인 것에비해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이

유를 보면 대학 교과 과정에 교과목으로서 신체활동 프

로그램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또한 대학생은 스스로 건

강하다고생각해서운동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거나귀

찮고 바쁘다는 이유로 하지 않고 있다[10-13].

여학생들은남학생에비해생물학적특성상체지방률

이 높고 체력이 낮은 편으로, 신체활동의 증가는 체지방

률감소와근력, 근지구력의향상을가져오기때문에[14]

여대생들에게 신체활동은 더욱 요구된다. 그러나 여자

대학생의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은 남학생보다 현저하게

낮다고보고되어왔다[10,13]. 그리고여자대학생들의신

체활동량은전공에따라차이를보여보건과학계열전공

학생들의 신체활동량은 예체능계열 학생의 신체활동량

의 절반 수준으로 보고되었다[15].

간호대학 학생들은 간호학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의역할을수행하는데필요한이론과기술을습득

하고있는데, 신입생때부터인간의생명과존엄성, 간호

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강조하여 학업 부담과 학업 스트

레스를 높게 느끼며[16], 개인 시간 부족을 이유로 건강

관리행위와신체활동을소홀히하는경향이있다[9]. 그

러나, Cho, Hwang과 Park[17]의 간호대학 신입생 436명

대상연구에서규칙적신체활동을하는간호대학신입생

이 11.2%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 여학생 496명을 대상

으로한 Bae의연구[18]에서는 4.6%로매우낮게나타나

간호대학 여학생의 신체활동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미래의국민건강증진을목표로하는예비

전문직업인으로서 기초체력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대상

자에게건강행위모델의역할을할수있어야하기에[19]

규칙적 신체활동 양식의 실천과 확립이 더욱 중요한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 정도를

파악하고신체활동에미치는요인을분석할필요가있다.

신체활동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많은 모형과 이

론들이 제안되어왔는데 건강신념모형(Health Belief

Model, HBM),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계획된 행위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범이론적모델(Transtheoretical Model,

TTM) 등이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신체

활동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이론으로 지지되어왔

다.[20-24]. 하지만 이들이론은대부분 행위의예측요인

(예: 행위 의도)에 국한되어 있고, 행위의 지속성과 습관

형성에 관하여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다[25]. We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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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ran[26]은 행위의도-행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47

개 문헌을 메타분석한 결과 행위의도의 변화는 행위의

변화와낮은-중간수준의상관관계(d=0.36 with 95% CI)

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행위의도가 행위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수

행이 이루어져야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27]. 이러한 한

계를보완하기위하여습관을만들어가는습관형성모델

이제안되었고[28], 최근 습관형성모델기반연구들이활

발히 시도되고 있다[29-31]

습관형성모델에따르면, 습관은단순행위가상황신호

-행위-보상 연결고리에 의하여 자동적으로(automatic)

수반되는 과정이다[27,32]. 특정한 상황신호에 노출되어

특정 행위가 이루어지면 상황신호-행위 고리가 형성되

고, 이러한 행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되

면상황의존적반복행위가형성된다. 또한행위에대한

보상이 주어지면 동일한 상황신호가 주어졌을 때 특정

행위를 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생기게 되며 상황신호-행

위-보상연결고리의순환을통하여습관이형성된다[31].

최근의운동행위연구자들은운동행위에있어습관의중

요성을제시하여, 운동에대한행동패턴(예: 운동습관)을

새로 형성시키고, 그 행동들을 유지시키는 것을 강조하

고있다[27]. 그러므로간호대학생의신체활동에대한영

향요인으로 습관형성모델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습관형성모델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건강행위

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습관강도, 자기통제, 의도적 억제,

참여동기에 대한 연구들이 시행되어 왔다. 습관강도는

행위의반복적인과정을통하여얻어지는자동성을의미

한다[33]. 새로운행위가시작되면두뇌에서는상황과행

위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반복을 통하여 이 연결고리가

강화되고 더 확고해지면서 같은 상황에서 다른 행위의

개입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 후 관련된 상황신호에 노출

되면 습관성 반응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어 습관강도가

증진된다[34]. Hall[35]의 건강행위에대한메타분석연구

에서 이러한 습관강도는 행위와 중간-높은 수준의 상관

관계(r=0.46 using a random effects model, p<.001)가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는 보다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주의, 정서,

행동을 자발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는데[36],

이러한 자기통제는 더 나은 신체건강을 예측하고[37] 운

동행위, 건강한간식먹기, 안정적인수면습관과같은건

강행위를 증진시킨다고 하였다[38]. 의도적 억제는 부적

응적 충동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역량으로서[38] 건강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즉각적으로 더 만족을 주는 행동

을 하고자 하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으로 의도적 억제가

건강행위 수행에 유익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경험적 타

당성을가지고있다. 그러나, 의도적억제를이용하여행

동을억압하면그행동에대한충동이더커지게되므로

[39], 의도적 억제가아닌다른수단을이용하면더긍정

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8]. 이러

한자기통제와의도적억제는습관강도와관련성이있는

데 Galla와 Duckworth[38]의 연구에서운동에대한습관

강도는운동행위를시작하는데필요한의도적억제의양

과운동행위에대한자기통제의효과를매개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는행위수행을증가시켜습관강도

를증가시키고증가된습관강도는행위수행시필요한의

도적 억제의 양을 감소시켜 행위수행을 증가시킨다. 또

한, 습관강도는상호보완적인방식으로자기통제를촉진

하여 행위수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참여동기는 신체활동 수행에 있어 매우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체활동 참여동기는 개인이 신체

활동을어떻게진행할지방향을결정지어주고실행에옮

기고 지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40].

선행연구에 의하면 신체활동에서의 내적동기는 신체활

동에서느끼는즐거움, 도전，재미, 욕구를위해어떤일

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서 내적보상을 제공하고

신체활동 참여의 지속을 높인다고 하였다[41, 42], 또한

Gardner와 Lally[43]의 연구에서는신체활동참여동기가

습관강도에 영향을 주고 신체활동량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같이선행연구에서는습관강도, 참여동기, 자

기통제, 의도적 억제가 신체활동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

로지지되고있다. 이에본연구는간호대학여학생의신

체활동을 이해하고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

하기 위하여 습관형성모델을 기반으로 신체활동 참여동

기, 자기통제, 의도적 억제, 신체활동 습관강도의 영향을

분석하고자한다. 본 연구결과는간호대학생의신체활동

증진 및 유지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

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목적은 간호대학 여학생의 신체활동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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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에미치는영향요인을파악하기위한것으로구

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신체활동정도와 신체활동 군(건강증

진 신체활동군, 최소한 신체활동군, 비활동군)별 빈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신체활동세군간의일반적특성의차

이를 분석한다.

셋째, 대상자의 신체활동과 신체활동 참여동기, 자기

통제, 의도적 억제, 신체활동 습관강도의 상관관계를 파

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신체활동 세 군간의 신체활동 참여동

기, 자기통제, 의도적 억제, 신체활동 습관강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다섯째, 대상자의신체활동세군에영향을미치는요

인을 분석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 여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세

군(건강증진 신체활동군, 최소한 신체활동군, 비활동군)

에대한영향요인을파악하기위한횡단적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연구의대상자는본연구의대상자는 J시에소재한

G대학교와 J대학교의간호학과 1, 2학년학생중에서신

체활동에 어려움이 없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

구 참여에 동의를 한 여학생을 편의표집 하였다.

대상자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이용하여결

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Logistic regression에서 유의수

준 .05, 검정력 .95를설정하고국내에서간호대학여학생

을대상으로신체활동에대한영향요인을연구한이미숙

과 구미옥[9]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계산한 효과크기

.30, 독립변수 4개를 투입한 결과 표본수는 207명이었다.

탈락율을예상하여 220명을편의표집하여설문조사를시

행하였으며설문도중그만두거나불성실한응답을제외

하고 최종 분석 대상자는 207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학년, 종교로 구성되었

고, 건강관련 특성은 체질량지수, 음주, 흡연, 주관적 체

력, 체력만족도, 주관적체형, 체형만족도, 운동관련특성

은지난 3개월간수행한주당중강도운동횟수로구성되

었다.

2) 신체활동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에너지 소비를 통한 모든 신

체의 움직임을 의미하고, 건강이나 체력향상을 위해 반

복적, 구조적, 계획적으로행하는운동및경쟁개념이가

미된 스포츠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1].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신체활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제 신체활동 설문(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 한국어판 단문형 도구를

이용하였다. IPAQ 도구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

(https://sites.google.com/site/theipaq/)에서는 연구를목

적으로한도구의사용을승인절차없이자유로이할수

있다고안내하고있다. Oh, Yang, Kim과 Kang[44]이 한

국어판 단문형 IPAQ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신뢰도는 Spearman Rho 0.427∼0.646 (중앙값 0.542),

Kappa 값 0.365∼0.620 (중앙값 0.471)이었다. 신체활동

량은 각 활동의 강도와 시행 기간, 주당 횟수를 곱하여

계산한 연속형 점수인 Metabolic Equivalent

Task(MET)-minute/week 점수를 활용한다[45].

신체활동산출방법은지난 7일 동안의 격렬한신체활

동, 중간정도의신체활동, 걷기, 앉아서보낸활동의시간

을측정한후MET로환산하여연속형점수와범주형분

류점수를 도출하였다. 연속형 점수의 총 신체활동 점수

는걷기MET와중정도활동MET, 그리고격렬한활동

MET를 합한 점수로 계산하며, 10분 미만의 신체활동은

신체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연속형 점수와 범주형 점수를 산출하는 구체적인 방

법은 다음과 같다.

① 연속형 점수

⦁ 걷기 MET= 3.3(MET level)×걸은시간(min)×일

(day)

⦁ 중등도 활동 MET= 4.0(MET level)×중정도 강도
활동시간(min)×일(day)

⦁ 격렬한 활동 MET= 8.0(MET level)×격렬한 강도
활동시간(min)×일(day)

② 범주형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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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 신체활동(category 3): 주 3일 이상 1500
MET에 해당되는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거나, 주 7일 이

상 3000 MET에 해당되는 걷기, 중등도 활동 혹은 격렬

한 신체활동을 조합한 경우가 해당된다.

⦁ 최소한활동(category 2): 주 3일이상하루 20분 이
상격렬한신체활동을하거나, 주 5일 이상하루 30분 이

상 중정도 신체활동을 하거나, 주 5일 이상 600 MET에

해당되는 걷기, 중정도 활동 혹은 격렬한 신체활동을 조

합한 경우가 해당된다.

⦁ 비활동(category 1): 신체활동의 가장 낮은 단계로
범주형 2와 3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자들이 여기에 포함

되며 불충분한 활동으로 간주한다.

3) 신체활동 참여동기

신체활동참여동기를측정하기위해 Vallerand 등[46]

이 개발한 SMS-23(Sport Motivation Scale)과

Wessinger와 Bandalos[47]의 LIM(Leisure Intrinsic

Motivation)을 기초로 정용각[48]이 수정・보완하여 개
발한 타당도 및 신뢰도가 검증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연구에서는간호대학여학생의신체활동에맞게문항

을추가하고간호학교수 1인에게내용타당도검증을받

은도구를사용하였다. 총 19문항, 5점리커트척도로구

성되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

가되며점수가높을수록신체활동참여동기가높은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는 0.95이었다.

4) 자기통제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Tangney,

Baumeister와 Boone[34]이 개발하고, 홍현기등[49]이번

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Brief

Self-Control Scale: BSCS)를 원저자의 허락을 받아 사

용하였다. 자기통제척도(BSCS)는 자제력과 집중력의 2

개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1문항, 5점 리커

트 척도로구성되어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

우그렇다’(5점)로 평가되며점수가높을수록자기통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의 α는

0.78이었고[49]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는 0.79이었다.

5) 의도적 억제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억제를 측정하기 위해 Galla와

Duckworth[38]의 의도적 억제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4가지 건강행동(운동, 건강한 간식 먹기, 취침, 기

상)에 대한의도적억제문항으로구성되는데본연구에

서는의도적억제도구의원저자에게허락을받아운동행

위문항만을사용하였다. 도구는 4개문항, 7점리커트척

도로 1점은 ‘전혀 힘들지 않다/매우 쉽다.’, 7점은 ‘매우

힘들다/매우 어렵다’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의도

적 억제가 많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는 0.89이었다.

6) 신체활동 습관강도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습관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습관자가보고지수(SRHI)[50] 도구를 원 저자에게 허락

받아번역후신체활동에맞게수정하고간호학교수 1인

에게내용타당도검증을받은뒤사용하였다. SRHI는특

정행위의습관강도를양적으로측정해주는 12개문항의

도구로, 반복(repetition), 행위의 자동성(automaticity of

behavior), 행위와 자기-정체성과의 관련성(relevance to

self-identity) 등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

은 7점리커트척도로구성되어 1점은 ‘매우동의하지않

음, 7점은 ‘매우 동의함’으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활동 습관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

뢰도 Cronbach의 α는 0.89이었고[51] 본 연구에서는

Cronbach의 α는 0.95이었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은 2020년 8월 31일에서 9월 13일까지 진행

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SNS를기반으로한설문조사방

법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 모집 문구를 각 대상 학교

간호학과 SNS 게시판에 올려 대상자들이 연구에 참여

의향이있으면 URL에 연결하여연구설명문, 참여 동의

서및자료조사설문지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였다. 연

구참여에 동의를 설문지로 넘어가고 연구참여에 동의하

지 않으면 설문조사가 종료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22.0 통계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특성은 빈도와백분율, 평균과표준편

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신체활동참여동기, 자기통제, 의도적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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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신체활동 습관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신체활동 세 군간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ANOVA 및 Scheffĕ test로 분석하였다.

넷째, 신체활동 세 군간의신체활동참여동기, 자기통

제, 의도적 억제, 신체활동 습관강도의 차이는 ANOVA

및 Scheffĕ test로 분석하였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Grade Freshman 55(26.6)
Sophomore 152(73.4)

Age(yr) 20.60±1.93
18∼19 67(32.4)

20∼21 94(45.4)

≥22 46(22.2)

BMI(kg/m²) 21.48±2.78
<18.5 24(11.6)

18.5∼22.9 133(64.3)

≥23 50(24.2)

Religion Yes 59(28.5)
No 148(71.5)

Drinking Yes 172(83.1)
No 35(16.9)

Smoking Yes 19(9.2)
No 188(90.8)

Subjective fitness Very good 11(5.3)
Good 47(22.7)
Normal 72(34.8)
Bad 71(34.3)

Very bad 6(2.9)
Satisfaction
with fitness

Very satisfied 11(5.3)

Satisfied 34(16.4)
Neutral 64(30.9)
Dissatisfied 87(42.0)

Very Dissatisfied 11(5.3)
Subjective body shape Very thin 7(3.4)

Little thin 35(16.9)
Neutral 90(43.5)

Little obesity 67(32.4)
Very obesity 8(3.9)

Satisfaction
with body shape

Very satisfied 8(3.9)

Satisfied 36(17.4)
Neutral 48(23.2)
Dissatisfied 96(46.4)

Very Dissatisfied 19(9.2)
Regular

physical activity
≥ 3times/week 41(19.8)

＜ 3times/week 120(58.0)
Not performing 46(22.2)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N=207)

다섯째, 대상자의 신체활동 정도와 신체활동 참여동기,

자기통제, 의도적 억제, 신체활동 습관강도 간의 상관관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여섯째. 신체활동세군에대한관련요인은단변량다

항 로지스틱 회귀분석(Univariat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일곱째, 신체활동세군에대한영향요인은다변량다

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variat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연구의대상자는 1학년이 26.6%, 2학년은 73.4%이

었다. 연령은 평균 20.60세이며 BMI 평균은 21.48kg/m²

이었다. 종교는 없음이 71.5%, 음주는 예가 83.1%, 흡연

은 아니오가 90.8%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 체력은 보통

이다가 34.8%, 나쁜 편이다가 34.3%, 좋은 편이다는

22.7%, 매우좋다가 5.3%, 매우나쁜편이다는 2.9%순이

었다. 체력만족도는만족하지않는다가 42.0%, 보통이다

가 30.9%, 만족한다가 16.4%, 매우만족한다와매우만족

하지 않는다가 5.3% 순이었다. 주관적 체형은 정상이다

가 43.5%, 약간 비만인 편이다가 32.4%, 약간 마른 편이

다가 16.9%, 매우비만인편이다가 3.9%, 매우마른편이

다가 3.4%였다. 체형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는다가

46.4%, 보통이다가 23.2%, 만족한다가 17.4%, 매우 만족

하지않는다가 9.25, 매우 만족한다가 3.9%순이었다. 지

난 3개월간 운동 정도는 주당 3회 미만이 58.0%로 가장

많았으며, 운동안함이 22.2%, 주당 3회이상이 19.8%순

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신체활동 정도와 신체활동 군 분류,

신체활동 참여동기, 자기통제, 의도적 억제 및 신

체활동 습관강도의 정도

본연구대상자의신체활동정도를MET점수로환산

한 결과 평균 2506.31±2807.05 MET이었고 신체활동 분

류기준에따라세군으로분류한결과건강증진신체활

동군은 59명(28.5%), 최소한활동군은 98명(47.3%), 비활

동군은 50명(24.2%)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신체활동

참여동기는 평균 1.60±16.14점, 자기통제는 33.80±7.0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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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억제는 평균 15.42±5.96점, 신체활동 습관강도는

평균 35.32±17.97점이었다(Table 2).

3. 신체활동 세군 간의 일반적 특성 차이

신체활동세군의일반적특성을비교분석한결과학

년, 연령, BMI, 종교, 음주, 흡연, 체력 만족도, 주관적체

형, 체형 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주관적체력(χ²=20.111, p=.010), 지난 3개월운동정

도(χ²=43.175, p<.00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3).

4. 신체활동 세 군간 신체활동 참여동기, 자기통제,

의도적 억제, 신체활동 습관강도의 차이

신체활동세군간의신체활동참여동기, 자기통제, 의도

적억제, 신체활동습관강도차이는다음과같다(Table 4).

신체활동 세 군간의 신체활동 참여동기의 차이는 건

강증진 신체활동군 70.86±13.10점, 최소한 신체활동군

59.38±15.69점, 비활동군은 55.04±15.71점으로 통계적 유

의한차이를 보였으며(F=17.098, p<.001), 사후검증 결과

건강증진활동군의점수가비홛동군 점수보다높았으며,

최소한활동군의점수가비활동군점수보다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세 군간의 자기통제의 차이는 건강증진 신

체활동군은 34.78±7.03점, 최소한 신체활동군은

33.26±7.65점, 비활동군은 33.72±5.8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체활동 세 군간의 의도적 억제의 차이는 건강증진

신체활동군은 13.37±5.45점, 최소한 신체활동군은

16.42±6.00점, 비활동군은 15.86±5.98점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F=5.193, p=.006), 사후검증 결과 최소한의

신체활동군이 비활동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세 군간의 신체활동 습관강도의 차이는 건

강증진 신체활동군은 48.58±19.27점, 최소한 신체활동군

은 32.84±15.72점, 비활동군은 24.54±9.31점으로 유의한

차이를보였으며(F=34.405, p<.001), 사후검증결과건강

증진 신체활동군이 가장 높았고, 최소한 신체활동군, 비

활동군 순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의 신체활동 정도와 신체활동 참여동기, 자

기통제, 의도적 억제, 신체활동 습관강도 간의 상관

관계

대상자의신체활동정도와신체활동참여동기, 자기통

제, 의도적 억제, 신체활동 습관강도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Table 5).

대상자의 신체활동 참여동기는 의도적 억제(r=-.242,

p<.001)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신체활동 습관강도

(r=.585, p<.001), 신체활동(r=.328, p<.001)에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자기통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r=.123, p=.078).

대상자의 자기통제는 의도적 억제(r=-.307, p<.001)에

부적 상관관계를, 신체활동 습관강도(r=.273, p<.001)에

정적상관관계로분석되었고, 신체활동에는유의하지않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r=.134, p=.054).

의도적 억제는 신체활동 습관강도(r=-.268, p<.001)와

신체활동(r=-.160, p=.021)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신체활동 습관강도는 신체활동(r=.447, p<.001)에 정

적 상관관계로 분석되었다.

6. 신체활동 세 군에 대한 관련요인

신체활동의비활동군을기준으로단변량로지스틱회

귀분석(Univariat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으로

신체활동군 간의 신체활동 참여동기, 자기통제, 의도적

억제, 신체활동 습관강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

Variables/

Categories
M±SD or n(%) Min Max Range

MET

- minute/week
2506.31±2807.05 66.00 21,702.00

PA Category

1-Low 50(24.2)

2-Moderate 98(47.3)

3-High 59(28.5)

PA participation

motivation
61.60±16.14 19.00 95.00 19-95

Self-Control 33.80±7.07 16.00 52.00 5-55

Effortful

inhibition
15.42±5.96 4.00 28.00 7-28

PA

habit strength
35.32±17.97 12.00 84.00 7-84

표 2. 신체활동 정도와 신체활동 군 분류, 신체활동 참여동기,

자기통제, 의도적 억제 및 신체활동 습관강도의 정도

Table 2. Physical activity, Distribution of Physical activity

category,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motivation, Self-Control,

Effortful inhibition, Physical activity habit strength (N=207)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physical activity in female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habit formation model

- 460 -

비활동군을 기준으로 건강증진 활동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신체활동 참여동기가 1점 높을수록 1.078배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95% CI=1.046∼1.110), 의도적 억

제가 1점 높을수록 1.077(1/0.928)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95% CI=0.869∼0.992). 또한, 신체활동 습관강도가 1

점 높을수록 1.10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5%

CI=1.069∼1.1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PA Category

X² p
Low
(n=50)

Moderate
(n=98)

High
(n=59)

n(%)
or M±SD

n(%)
or M±SD

n(%)
or M±SD

Grade Freshman 55 17(30.9) 21(38.2) 17(30.9) 2.895 .235

Sophomore 152 33(21.7) 77(50.7) 42(27.6)

Age(yr) 18∼19 67 15(22.4) 31(46.3) 21(31.3) 1.523 .823

20∼21 94 25(26.6) 46(48.9) 23(24.5)

≥22 46 10(21.7) 21(45.7) 15(32.6)

BMI(kg/m²) <18.5 24 9(37.5) 10(41.7) 5(20.8) 3.061 .548

18.5∼22.9 133 31(23.3) 64(48.1) 38(28.6)

≥23 50 10(20.0) 24(48.0) 16(32.0)

Religion Yes 59 14(23.7) 32(54.2) 13(22.0) 2.046 .360

No 148 36(24.3) 66(44.6) 46(31.1)

Drinking Yes 172 4(21.1) 7(36.8) 8(42.1) 1.929 .381

No 35 46(24.5) 91(48.4) 51(27.1)

Smoking Yes 19 4(21.1) 7(36.8) 8(42.1) 1.929 .381

No 188 46(24.5) 91(48.4) 51(27,1)

Subjective fitness Very good 11 1(9.1) 2(18.2) 8(72.7) 20.111 .010

Good 47 7(14.9) 23(48.9) 17(36.2)

Normal 72 18(25.0) 36(50.0) 18(25.0)

Bad 71 23(32.4) 32(45.1) 16(22.5)

Very bad 6 1(16.7) 5(83.3) 0(0)

Satisfaction with fitness Very satisfied 11 1(9.1) 3(27.3) 7(63.6) 13.726 .089

Satisfied 34 8(23.5) 15(44.1) 11(32.4)

Neutral 64 17(26.6) 26(40.6) 21(32.8)

Dissatisfied 87 23(26.4) 46(52.9) 18(20.7)

Very Dissatisfied 11 1(9.1) 8(72.7) 2(18.2)

Subjective body shape Very thin 7 4(57.1) 3(42.9) 0(0) 9.354 .313

Little thin 35 11(31.4) 15(42.9) 9(25.7)

Neutral 90 20(22.2) 40(44.4) 30(33.3)

Little obesity 67 13(19.4) 37(55.2) 17(25.4)

Very obesity 8 2(25.0) 3(37.5) 3(37.5)

Satisfaction with body shape Very satisfied 8 3(37.5) 0(0) 5(62.5) 12.751 .121

Satisfied 36 7(19.4) 15(41.7) 14(38.9)

Neutral 48 11(22.9) 25(52.1) 12(25.0)

Dissatisfied 96 25(26.0) 50(52.1) 21(21.9)

Very Dissatisfied 19 4(21.1) 8(42.1) 7(36.8)

Regular physical activity ≥ 3times/week 41 0(0) 14(34.1)) 27(65.9) 43.175 <.001

＜ 3times/week 120 33(27.5) 59(49.2) 28(23.3)

Not performing 46 17(37.0) 25(54.3) 4(8.7)

표 3. 신체활동 세 군간 일반적 특성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3 Physical activity category (N=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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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군을 기준으로 최소한 신체활동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신체활동 습관강도가 1점 높을수록 1.049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95% CI=1.019∼1.080).

7. 신체활동 세 군에 대한 영향요인

신체활동 세군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

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variat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는단변량분

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신체활동 참여동기, 의도적

억제, 신체활동 습관강도를 투입하였다. 세 군간 유의한

차이를보인주관적체력은신체활동에대한영향요인이

아니라결과변수여서독립변수로포함시키지않았다. 종

속변수는신체활동세군이었으며, 신체활동비활동군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이상의 변수들로 구성된 모형은 적합하였다(χ

²=65.039, p<.001). 신체활동세군에대한예측요인을보

면 비활동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한 활동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신체활동 습관강도가 1점 상승할수록

1.05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OR=1.051, 95% CI=1.018∼

1.086, p=.003).

건강증진신체활동군에대한영향요인을보면비활동

군을기준으로하였을때신체활동습관강도가 1점상승

할수록 1.090배 증가하였다(OR=1.090, 95% CI=1.051∼

1.130, p<.001).

Ⅳ. 논의

본연구는습관형성모델을기반으로간호대학여학생

의신체활동에미치는영향요인을파악하여간호대학

여학생의 신체활동 증진 및 유지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연구대상자인간호대학여대생(N=207)의 신체활동

정도의 평균은 2506.31±2807.05 MET-min/week이었다.

신체활동정도를 국제 신체활동 설문(IPAQ)[45] 분류기

준에 따라 신체활동군으로 분류한 결과, 건강증진 신체

활동군 59명(28.5%), 최소한활동군 98명(47.3%), 비활동

군 50명(24.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동일 도구

를 이용한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이미숙[52]의 운동습

관형성 프로그램 실험연구에서 간호대학 여학생(N=44)

의 신체활동 정도의 평균 1,536.87 MET-min/week보다

신체활동 정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두 연구의 대상자 수

가 달랐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었으나, 국제

신체활동 설문 분류기준에서 두 연구의 결과 모두 최소

한 활동군에 속하는 수준이었다. 일반대학 여학생을 대

상으로동일도구를이용한선행연구와비교해보면김광

숙 등[15]의 일반대학 여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평균 신체활동 정도가 2,750.97 MET-min/week로

나타나최소한신체활동군에속한것은같지만신체활동

정도가일반대학여학생에비해간호대학여학생이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Variables
Category

F
p

(Scheffe)

High
(Ref: Low)

Moderate
(Ref: Low)

High
(n= 59)a

Moderate
(n=98)b

Low
(n=50 )c

OR
(95% CI)

OR
(95% CI)

PA

participation motivation
70.86±13.10 59.38±15.69 55.04±15.71 17.098

<.001

(a>c, b>c)
1.078

(1.046-1.110)
1.018

(0.996-1.040)

Self-Control 34.78±7.03 33.26±7.65 33.72±5.84 .858 .425 1.022
(0.968-1.078)

0.991
(0.944-1.040)

Effortful inhibition 13.37±5.45 16.42±6.00 15.86±5.98 5.193
.006

(b>a)
0.928

(0.869-0.992
1.016

(0.959-1.077)

PA habit strength 48.58±19.27 32.84±15.72 24.54±9.31 34.405
<.001

(a>b>c)
1.105

(1.069-1.142)
1.049

(1.019-1.080)

표 4. 신체활동 세 군간 변수 비교와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Table 4. Comparison of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motivation, Self-Control, Effortful inhibition, Physical activity habit strength among

3 Physical activity category and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N=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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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운동은최소한일주일에 3회이상, 1회당적어

도 30분이상을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말하며,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2010)에서는일반

성인에게 중강도 운동(예: 빨리걷기, 운동 중 맥박이 약

간빨라짐)을 주 3회 이상, 주당총 150분간 운동하는것

을 권장하고 있다[53].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 여대생의

19명(19.8%)만이지난 3개월간규칙적운동수행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간호대학 여학생을 대

상으로한선행연구과비교해보면이미숙과구미옥[9]의

18.0%만이 규칙적 운동수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Suh[54]의 연구에서 20.3%만이 규칙적 운동수행을 하는

것으로나타난것과유사한결과이다. 또한, Cho, Hwang

& Park[17]의 연구에서 간호대학 신입생 436명(대상자

중 남학생 11.9% 포함)을 대상으로 규칙적 운동을 하는

간호대학 신입생이 11.2%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 여학

생 496명을 대상으로 한 Bae[18]의 연구에서는 4.6%로

매우낮게나타나간호대학여학생의규칙적신체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 여학

생은신체활동이부족하고규칙적인운동에참여하고있

는비율이낮은것으로결론지을수있으며, 본 연구결과

는간호대학여학생의신체활동정도를높일수있는적

극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신체활동군 세 군간에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특성은 주관적 체력이었다. 대상자의

주관적 체력이 좋다고 느낄수록 건강증진 신체활동군으

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비교할 만한 선행연구를

찾을수없어직접적인비교를할수는없으나다양한연

령대의 4,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정형과 김영재의 연구

[55]에서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신체활동 정도가 주관적

건강에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결과에비추어볼때대

상자의신체활동정도가높을수록주관적체력이좋다고

느낄수있다고생각할수있다. 본 연구결과는신체활동

정도가 주관적 체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 여학생의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신체활동 습관강도는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는신체활동에유의한영향요인으로규명되었다. 비활동

군기준시 신체활동 습관강도가 1점 상승할수록 최소한

활동군으로분류될가능성이 1.051배, 건강증진신체활동

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1.090배 증가하였다. 간호대학

저학년생 234명을 대상으로 한이미숙과 구미옥[9]의 연

구에서신체활동에가장큰영향요인이신체활동습관(β

=.28, p=<.001)으로나타난것은본연구결과를간접적으

로 지지한다. 간호대학생은 아니지만 신체활동 습관 관

련 선행연구들과비교해보면 Gardner와 Brujin[56]의 신

체활동 관련 메타분석에서 습관강도가 신체활동과 중간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r=.44

using a random effects model, p≤0.001)과 Hall[35]의

건강행위 관련 메타분석에서 습관강도는 건강행위와 중

간-높은 수준의 상관관계(r=.46 using a random effects

model, p<.001)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Park[57]의 연구에서

신체활동 습관이 신체활동 의도와 신체활동을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들은 습관이 의도와 행

위 간의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하며, 본

연구결과를간접적으로지지한다. 그러므로간호대학여

PA

participation motivation
Self-Control Effortful inhibition PA habit strength Physical Activity

PA

participation motivation
1

Self-Control
.123
(.078)

1

Effortful inhibition
-.242
(<.001)

-.307
(<.001)

1

PA habit stength
.585
(<.001)

.273
(<.001)

-.268
(<.001)

1

Physical Activity
.328
(<.001)

.134
(.054)

-.160
(.021)

.447
(<.001)

1

표 5. 신체활동과 변수간의 상관관계

Table 5. Correlations among Physical activity and related Variables (N=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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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신체활동을증진및유지시키기위해서는신체활

동습관강도를높이는전략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상자의신체활동참여동기는단변량로지스틱회귀

분석에서 신체활동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건강증진 신체

활동군으로분류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지만다

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규명

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추정해보면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신체활동 참여동기가 신체활동 습관강도와 높

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585, p<.001). 또한

Gardner와 Rally[43]의 18-30세 사이의 성인 192명 대상

연구에서 신체활동 참여동기는 신체활동 습관강도와 신

체활동량에 영향을 주었고, 일반대학생 290명을 대상으

로 하는 배세한과 박종진[58]의 연구에서 피트니스 센터

운동참여동기가운동습관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

로 나타나 신체활동 참여동기가 운동습관(강도)에 영향

을미치는것을알수있는데이런관계로인해신체활동

습관강도가 통제된 상태에서는 신체활동 참여동기가 신

체활동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는 신체활동 참여동기는 신체활동 습관강도

를 통하여 신체활동 정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

능성이있음을시사한다. 선행연구에의하면참여동기는

내적동기와외적동기로구분할수있다. 신체활동에서의

내적동기는신체활동에서느끼는즐거움, 도전，재미, 욕

구를 위해 어떤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서 내

적보상을 제공하고 신체활동 참여의 지속을 높이며

[41,42], 외적동기는타인으로부터관심을받거나칭찬과

보상을 받기 위하여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동기[59]로서

사회의 영향에 의해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있다[60]. 이렇듯신체활동을하게되는동기는개인마

다 다양하고 신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 및 상황에

따라 여러 메타동기 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처음의 동

기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중단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

로신체활동을중단하는상황으로이어진다[61, 62]. 그러

므로, 신체활동 증진 및 유지를 위해서 신체활동 참여동

기를 이끌어내고 유지시키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통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신체활동에 대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지 않았으며, 상관관계분석

결과 의도적 억제(r=-.307, p<.001)에 부적 상관관계를,

신체활동 습관강도(r=.273, p<.001)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신체활동 정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r=.134

p=.054)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

는 Galla와 Duckworth[38]의 선행연구에서 자기통제가

바람직한 건강행위(운동행위, 건강한 간식 먹기, 안정적

인 수면습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다. 그이유로생각되는것은본연구에서자기통제를측

정시 운동에 대한 자기통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

반적인자기통제도구를사용하여대상자의운동에대한

자기통제 정도를 충분히 측정해내지 못한 것이 일부 영

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연구에서는 운동 특

이적자기통제도구를사용할것을권장한다. 한편 Galla

와 Duckworth[38]의 연구에서 신체활동 습관강도는 자

기통제를증가시켜의도적억제를감소시키는것으로나

Category B p OR
95% Confidence interval

Low High

Moderate constant -1.358 .141

PA participation motivation .001 .956 1.001 0.976 1.026

Effortful inhibition .036 .248 1.036 0.975 1.101

PA habit strength .050 .003 1.051 1.018 1.086

High constant -4.341 .001

PA participation motivation .029 .106 1.029 0.994 1.065

Effortful inhibition -.017 .673 0.983 0.909 1.063

PA habit strength .086 <.001 1.090 1.051 1.130

표 6. 신체활동 세 군에 대한 영향요인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Table 6.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among 3 Physical activity category (N=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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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자기통제를잘하는사람은신체활동습관강도에의

존함으로써신체활동을수행함에있어즉각적으로더큰

만족을 주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유혹에 저항하는 의도

적억제를감소시키고, 신체활동정도를증진시키는것을

시사하여자기통제의중요성을제시하였다. 또한선행연

구들[63-65]에 의하면 자기통제에는 유혹과 맞닥뜨리기

전에 작동되는 전활성화(proactive) 자기통제 전략과 유

혹을맞닥뜨린후에작동되는활성화(reactive) 자기통제

전략이있는데전활성화자기통제전략이자기통제전략

보다 습관형성에 더욱 유익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가 신체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

로규명되지않았으나자기통제는상황을조직하고신체

활동의지속적반복을방해하는유혹을제거하는데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므로 자기통제에 대한 추후

연구를 통해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도적억제는단변량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신체활

동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건강증진 신체활동군으로 분류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의도적 억제가 신체활동

습관강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r=-.268, p<.001),

이런관계로인해신체활동습관강도가통제된상태에서

는의도적억제가신체활동정도에영향을미치지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de Ridder 등[66]은 자기통제에 대한

효과를 조사한 100개의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에서

자동적 행위에 대한 자기통제의 상관관계 효과크기

(r=.36)가 의도적 억제에 대한 자기통제 효과크기(r=.15)

의의두배인것을발견하였는데, 이 결과는의도적억제

를줄이는것이신체활동을높이는데필요함을시사한다.

또한의도적으로억제한충동은역효과를일으키기쉬운

데한연구[39]에서는원치않는충동을억압하면역설적

이게도, 행동에 대한 충동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alla와 Duckworth[38]의 연구에서는 건강행

위를 수행할 때 습관강도를 높임으로써 의도적 억제를

감소시켜힘들이지않고건강행위에대한자기통제를높

이는 것이 건강행위 수행에 더 긍정적 결과를 나타낸다

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의도적 억제가 신체활

동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지 않았지만 의도적

억제는 자기통제, 신체활동 습관강도와 연관된 중요한

개념이므로신체활동유지및증진을할수있도록의도

적 억제에 대한 추후 연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본연구결과는간호대학여학생의신체활

동을증진시키기위해신체활동습관강도를증진시킬필

요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습관형성모델에 따르면

[67], 행동은반복적이고일관된수행을통해서습관적인

것이 되며 상황신호와 접촉했을 때 단순 행위가 상황신

호-행위-보상 연결고리에 의하여 자동적인행위반응수

반하는과정을통해자동적으로개시된다. 이러한상황-

의존적 반복을 충분히 하게 되면 상황신호 자체만으로

연관된보상을얻을수있는기회를인지하게되어행위

를 유도하는 동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위의 동기

자체를자극시켜주기도한다[68]. 그러므로, 간호대학여

학생의신체활동습관형성촉진을위한중재에서는신체

활동 습관강도를 높이기 위해 상황-의존적 반복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행동을 반복하는 데 필요한 신체활동

참여동기및신체활동에대한자기통제를지원하는기법

들을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본연구의제한점은일개도시에소재한 2개간호대학

에재학중인학생만을대상으로하였으므로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제한이있으며, 신체활동을직접측정하지

못하고자가보고설문지를통해측정하여객관성이부족

하다는 점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 여학생의 신체활동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 여학생의 신체활동 증진 및

유지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

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 여학생의 신체활동 정도가 낮고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활동 습관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 여학생의 신체활동 증진 및

유지를 위해 상황-의존적 반복을 통한 습관형성 프로그

램의 개발 및 적용이 매우 필요하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간호대학 여학생의 신

체활동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므로 반복연구를 통해

본연구변수외에간호대학여학생의신체활동에영향을

미치는주요변수를규명하는연구가필요하다. 또한, 간

호대학 여학생의 신체활동 습관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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