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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lth behavior and knowledg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ir parents.

  Methods： A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was provided to 238 students and their parents living 

with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during December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socio-economic status, health behavior (19 items) and health knowledge (15 items)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 t-test and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also 

perform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behavior and socio-economic status.

  Results：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demonstrated that the health behavior of children living in 

apartments was 2.29 higher (β=2.29) than those not living in apartments. Health behavior scores among 

students with highly educated mothers were 0.42 higher (β=0.42) than those for students with relatively 

uneducated mothers. These numbers represent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s.

  Conclusion： Since health behavior appears to be directly proportional to socio-economic status ofthe 

parent, active intervention may be required in order to improve the health behavior of children with 

poorly educated mothers and who live in independent or multi-household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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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건강생활실천은 생활양식과 환경을 건강에 유익하

도록 변화시키고 예방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

잠재력을 함양하고, 건강위해요인을 조기발견･관리하

여 건강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을 증진하

는데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 2005). 건강생활실천

은 생활양식의 구성요소로, 더 높은 수준의 건강으

로 나아가는 능동적인 행위이며(박경민과 배연숙, 

1998), 질병예방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건강을 변화

시키는 건강 향상책이다(변종화, 2001).

가정은 건강생활실천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동건강은 부모의 물리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 수준 및 양육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가

정의 사회경제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생활수준, 부

모의 특성, 지역에 따라 다르다(Schor, 2004). 가정

이 건강생활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연구로, 

국내에서는 박경민과 배연숙(1998)이 농촌 지역 초

등학생을 중심으로 가족환경 수준에 따른 건강행위 

실천비교에서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아동의 주거형

태에 따라 건강행위실천에 차이를 보였고, 유춘애와 

이종대(2002)의 연구에서 개인위생실천정도 및 건강

증진행위가 생활수준, 부모의 학력 및 관심도, 가족간 

화목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국외의 연구로

Curtis et al(2004)은 아동의 건강생활실천은 아동이 

속한 거주지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으로 보고하

였고, Wardle et al(2003)은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차

이가 건강행위 및 건강 위험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보

고하였다.  

건강생활실천은 개인의 생활방식으로 개인이 선택

하거나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학습되어지고 초등학

교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발달이 왕성하여 

습득된 지식과 태도가 습관화, 생활화되어 일생의 

건강을 관리하는 기초가 된다(Marlow & Redding, 

1998). 효과적인 건강생활실천은 성인병을 예방하여 

개인적으로는 건강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는 비용발생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의 

건강증진사업이 채택되어 2005년부터 보건소를 중

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나(보건복지부, 2005), 한계가 

있다. 생애주기별대상자특성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에 따라 아동기를 대상으로 영양(비만)개선 실천이 

시행되고 있을 뿐 공중위생, 안전 등의 건강생활습

관형성에 관여하는 관련요인에 대한 사업은 미흡한 

실정이다. 아동기 대부분의 시간은 가정에서 보내고 

부모의 가치관과 습관에 따라 

좌우된다. 건강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가정이 지

니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아동의 건강생활습

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아동의 사회경제적인 특성과 건강생활실천

정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목  

이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

으로 아동의 건강생활실천정도와 보건지식의 실태

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건강생활실천

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건강생

활실천사업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따른 건강생활실천정도

와 보건지식의 차이를 비교한다. 

둘째, 건강생활실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변수와 보건지식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Ⅱ. 연 구 방 법

1. 연구의 틀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생활

실천 정도

보건지식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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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

이 연구의 대상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합된 서

울시 중산층 지역 두 곳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 6학년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한 학생과 학부모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자료수집은 2003년 12

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행하였고, 설문조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료의 사용목적과 연구내용을 충

분히 설명한 다음 자기기입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총 

2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모두 회수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22부를 제외한 나머지 238부를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방법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

지의 내용 영역은 크게 건강생활실천정도, 보건지

식,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이루어졌다. 건강생활실

천정도는 총 19문항으로 기경숙(1985)이 이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으로, 문항구성은 

개인위생, 구강위생, 전염병 예방행위, 약물복용, 

안전생활, 정신건강의 내용으로, ‘전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다’, ‘때때로만 한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구분하여 1점에서 5점으로 처리하였다. 

건강생활실천정도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702이다. 보건지식 수준은 송현저(1989)가 개발

한 도구를 근거로 수정 보완하여 공중보건, 개인위

생, 영양, 운동, 성, 질병관리, 정신건강관리, 환경

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총 15문항으로 맞다’, ‘틀

리다’로 구분하여 문항별 정답에 1점을 주어 산출

하였다. 점수는 0 ~ 15 점 사이에 분포한다. 보건

지식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611이다.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는 거주지, 학부모의 교육년

수, 가족전체의 월 소득, 학부모의 직업, 결혼상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아버지의 교육년

수와 어머니의 교육년수는 교육받은 년수를 산출하

여 연속형 변수로 측정하였다. 가족전체의 월소득

은 만원 단위로 기입하였고, 아버지 어머니의 직업

은 보기를 제시하여 공무원, 교육자, 회사원, 전문

가, 서비스 판매종사자, 기술자, 단순노무종사자,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 무직(주부포함), 기타로 구

분하였다. 부모의 결혼상태는 결혼, 이혼, 재혼, 사

별, 동거, 미혼, 기타로 구분하였다. 설문지 개발은 

보건 및 보건교육영역의 전문가 2인이 담당하였으

며, 설문지 문항구성 후, 2인의 보건교육영역 전문

가와 2인의 학교 보건교육 담당자에게 의뢰하여 내

용의 타당도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   

3. 자료수집  분석

아동용 설문지는 초등학교에서 동일한 조건하에 

이루어졌다. 학부모용 설문지는 아동이 설문에 응

한 학부모에게 담임선생님의 협조 하에 배부되었고 

회수되었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모두 통계처리 되

었으며,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응답의 특성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정도와 보건지식에 대한 t-검정, 일요인 분산

분석,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

회경제적 변수와 보건지식의 변수가 건강생활실천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05이하로 

하였다. 

Ⅲ. 연 구 결 과

1. 연구 상자의 사회경제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분포는 아파트 거주자 

116명(48.7%),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아

파트이외의 거주자가 122명(51.3%)이었다. 어머니

의 직업은 있음이 105명(44.1%), 없음이 133명

(55.9%)으로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아동이 조금 많

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가 대학재학이상인 

아동 118명(49.6%), 어머니가 대학재학이상 73명

(30.7%)이었다. 가족 전체의 월수입은 300만원이

상의 분류에 속한 아동이 86명(36.1%), 150만원 

미만으로 하의 분류에 속한 아동이 35명(14.7%)이

었다. <표 1>

2. 사회경제 인 특성에 따른 건강생활실천정도와 

  보건지식수 의 차이 비교

거주지 형태에 따른 비교에서 아파트 거주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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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회경제적 특성

빈  도 백분율(%)

거주지형태
  아파트 116  48.7
  아파트이외 거주자 122  51.3
아버지의 직업
  사무직 104  43.7
  서비스종사자  47  19.7
  기타  87  36.6
어머니의 직업
  없음 133  55.9
  있음 105  44.1
부모의 결혼상태
  결혼 234  98.3
  기타   4   1.7
아버지 교육
  고졸이하 118  49.6
  대학재학이상 120  50.4
어머니 교육
  고졸이하 165  69.3
  대학재학이상  73  30.7
가족 전체의 월수입
  상(300 만원 이상)  86  36.1
  중(150만원이상~300만원 미만) 117  49.2
  하(150 만원 미만)  35  14.7

합계 238 100.0

<표 2>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건강생활실천정도와 보건지식수준의 차이 비교

사회경제  특성 건강생활실천정도 t 값   보건지식 t 값

거주지형태
  아 트 74.84±7.89

2.85*
13.03±1.47

1.37
  아 트이외 거주자 72.07±7.14 12.79±1.33
아버지의 직업
  사무직 73.33±7.51

1.39
12.86±1.37

1.65  서비스종사자 74.98±8.09 13.23±1.22
  기타 72.69±7.48 12.79±1.51
어머니의 직업
  없음 74.35±6.83

2.14
* 12.89±1.33

0.25
  있음 72.24±8.42 12.93±1.49
부모의 결혼상태
  결혼 73.38±7.67

0.62
12.90±1.41

0.49
  기타 75.75±4.99 13.25±0.96
아버지 교육
  고졸이하 72.31±7.68

2.26
* 12.81±1.37

1.03
  학재학이상 74.52±7.45 13.04±0.32
어머니 교육
  고졸이하 72.52±7.30

2.79
* 12.85±1.37

1.03
  학재학이상 75.47±8.00 13.00±1.32
가족 체의 월수입

†

  상 75.22±7.55
3.91*

12.81±1.54
0.60   72.52±7.59 13.01±1.27

  하 72.00±7.31 12.80±1.47

평균±표 편차
* p<0.05
†가족 체의 월수입: 상, 300 만원 이상 ; , 150 만원 이상～300 만원 미만 ; 하, 150 만원 미만

건강생활실천정도가 아파트이외의 거주아동보다 높

았다. 어머니 교육수준이 대학재학이상, 가족전체의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 어머니 직업이 없는 아동의 

건강생활실천정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

였다(p<0.05). 그러나 보건지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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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회경제적 특성과 건강생활실천정도 간의 상관분석결과

건강생활
실천정도

아버지
교육 년수

어머니
교육 년수

가족 체의 
월수입

보건지식수

건강생활
실천정도( )

1.000  0.185
*

 0.151
*

-0.008  0.131
*

아버지
교육년수(년)

 1.000  0.708
*

 0.264
*

 0.038

어머니
교육년수(년)

 1.000  0.289
*

 0.068

가족 체의 
월수입(백만원)

 1.000 -0.028

보건지식수 ( )  1.000

* p<0.05

<표 4> 건강생활실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건강생활실천정도( )

회귀계수 t 값 유의확률

거주지(아 트)
a

2.29 2.32 0.02

부모의 결혼상태(결혼)
b

1.69 0.45 0.65

아버지직업(서비스종사자)c 0.49 0.43 0.67

아버지직업(사무직)
d

1.24 0.90 0.37

어머니 교육년수(년) 0.42 1.97 0.05

가족 체의 월수입(백만원) 0.07 0.40 0.69

어머니직업(없음)
e

1.87 1.93 0.06

보건지식수 ( ) 0.53 1.54 0.13

R２=0.09

거집단: a, 기타 ; b, 기타 ; c, 기타 ; d, 기타 ; e, 어머니직업(있음)

건강생활실천정도는 아버지 교육년수, 어머니 교육

년수, 보건지식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아버지의 교육년수와 어머니의 교육년수는 

확실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아버지의 교육년수, 어

머니의 교육년수가 증가할수록 가족전체의 월수입이 

증가하였다. <표 3> 

3. 건강생활실천정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은 아파트 이외의 거주하는 아동에 비해 건강생

활실천정도가 2.29점,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1년 증가

함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정도는 0.42점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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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건강생활실천은 국제적으로 1986년 캐나다에서 

개최된 1차 건강증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오타와

헌장이 채택되면서 주목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다. 평생건강관리체계에 따라 아동기 건강생활실천 

형성이 중요하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고는 

많지 않으므로 건강생활실천정도에 대한 파악은 주요 

연구분야로 간주 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생활실천정도의 비교

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

육수준이 대학재학이상인 아동, 가족전체의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으로 생활수준이 상에 속하는 아동, 어

머니가 직업이 없는 아동에게서 건강생활실천정도가 

높았고, 사회경제적 수준 차이와 건강생활실천정도 

차이가 비례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으면 

건강생활실천정도도 높은 것으로 외국의 연구와도 일

치된 결과였다. Wardle et al(2003)은 11-12세 사이 

영국아동 대상 연구에서 사회경제적인 차이는 건강행

위에 차이가 있으며, 건강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

을 기회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정적 건강행위는 청소년기에 이르러 건강위험행

위로 발전하고 성인기 암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보건지식

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은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으

나, 이를 실천하는 것에서는 집단간에 차이를 보여주

는 것이므로 지식이 행동으로 실천되는데 영향을 주

는 변수를 파악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종속변수를 건강생활실천정도로 

하였고, 독립변수는 거주지형태, 부모와의 동거여부, 

아버지직업, 어머니 직업, 어머니 교육 년 수, 가족전

체의 월수입, 보건지식수준으로 하였다. 상관분석결

과 아버지의 교육 년 수와 어머니의 교육 년 수 사이

에 상관계수 (r=0.708, p<0.05) 값이 높아 분석상 다

중공선성에 문제가 있어 이 중 한 변수를 다중회귀분

석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 건강생활실천정도와의 상

관분석은 아버지의 교육 년 수(r=0.185, p<0.05)가 

어머니의 교육 년 수(r=0.151, p<0.05)보다 상관성

이 높았으나, 여러 문헌에서(서소정, 2005; 주동범, 

2002; Schor, 2004) 자녀의 양육에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여 어머니의 교육 년 수를 최종독

립변수로 채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거주지, 어

머니의 교육수준이 건강생활실천에 영향을 주는 변수

로 분석되었다. 

거주지는 건강생활실천정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거주지가 아파트인 아동

은 아파트가 아닌 아동에 비하여 2.29점 건강생활실

천정도가 높았다. 아파트거주아동은 아파트 이외의 

거주아동에 비해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높고 

물리적 이웃의 환경이 좋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아파트거주는 아동에게 또래 집단 형성을 용이하게 

하고, 부모끼리는 또래 아동을 통한 연대감을 형성한

다. 또래집단은 아동에게 상호영향을 주고 부모가 역

할모델이 되며 아동의 행동이 감시되어 건강생활실천

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아파트거주아동은 물

리적으로 편한 환경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일정수준이

상의 부모로부터 지도를 받고 자신과 비슷한 이웃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함으로 건강생활실천정도도 아파

트이외, 연립 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지 및 거주형태는 아동의 사회경제적 척도라 

할 수 있다. Townsend(1988)는 건강불평등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경제적인 척도를 거주형태, 거주지, 거

주환경으로 구분하였다. Wardle et al(2003)은 사회

경제적인 차이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위험행위연구에

서 사회경제적인 빈곤상태를 거주지, 거주형태, 지역

을 포함하는 Townsend Index로 구분하였다. Ellen 

& Turner(1997)는 아동기 지리적으로 이웃한 거주 

집단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웃의 중요함으로 강조하였다. 우리나

라에서는 아파트거주는 물리적 생활환경이 편리하고 

거주자는 일정수준이상의 수입과 교육수준을 가진 집

단으로 구별된다. 강순주와 이수현(2004)의 연구에

서 아파트거주 부모는 대졸로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집단이 많았고, 주거지에 만족하고 거주자의 

친목도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등 아파트거주

에 만족하였다. 

성은현과 신문기(2001)의 연구에서 보면 다세대 

및 고급이 아닌 단독주택거주자들은 불안 및 우울성

향은 높고, 책임감과 안정성은 낮았다. 그리고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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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작고 사생활보호가 열악하며, 주차장, 쓰레기

분리수거, 근린생활시설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

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이외

의 연립, 단독주택 거주 아동에게는 긍정적인 또래와

의 접촉을 유도하고, 건강생활실천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교육을 가지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생

각된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1년 증가할 때 마다 아동의 

건강생활실천정도는 0.42점 증가하였다. 어머니의 교

육수준이 높은 아동이 건강생활실천정도에서 앞서는 

것은 어머니의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아동교육과 실천

을 강조하고, 아동의 생활에 긍정적으로 개입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Han et al(2001)은 대학교육을 받은 

어머니는 아동과 함께하는 시간을 책을 읽어주거나 

가르쳤고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긍정적

인 자극을 주는데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Stevenson &  Barker(1996)는 학력이 높은 어머니

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학업관

리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적기에 할 수 있다고 하였

다.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가 아동과 함께하는 시간

이 많을 때 아동의 건강생활습관 형성에 질적으로 우

수한 자극이 풍부하게 주어짐으로 아동의 건강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간

과할 수 없는 변수는 어머니의 직업이었다. 어머니

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는 여러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다(Belsky & 

Eggbeen, 1991; Scarr, 1991; Booth et al, 2002). 

Belsky & Eggbeen(1991)의 추적연구에서 보면 어

린 시절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 가정에서 어머

니와 같이 지내지 못한 아동은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아동에 비하여 공격적이고, 또래집단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명령이나 지시에 순응하지는 않았지만 독립

적이었다. Huston & Aronson(2005)는 어머니가 집

에 있으면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경제이론

에서는 부모가 아동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자원으로 

간주한다(Becker, 1981). 아동과 함께하는 시간은 

사회자본으로 부모가 아동과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 

아동에게 주어지는 지적 자극과 사회에서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문혁준(2003)의 취업모와 비취업모와의 훈육방법

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비취업모의 아동은 높은 규칙

성, 활동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훈육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직업이 없는 어머니는 아동의 보건지식

을 실천할 수 있는 훈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정영진과 한장일(2000)의 초등학교 5학

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직업유무

와 아동의 비만도와의 관계는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아동에서 비만이 유의하게 높았고, 직업이 있는 어머

니는 직업이 없는 어머니에 비하여 올바른 식습관형

성을 지도할 기회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아동은 어머니

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동에 비해 1.87점 건강생활

실천정도가 높았다.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아동은 어

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음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교육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아동과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아동에 있

어 보건지식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지식으

로 습득한 것에는 차이가 없으나 지식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것에는 차이를 보여준 것은 가정에서의 어

머니의 역할로 볼 수 있다. 

직업이 있는 어머니가 아동의 건강생활실천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주말시간이나 근무하지 않는 시

간을 아동과 함께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은 아동의 사회인지 자극 발달과 관계가 있

고, 애정형성과는 관계가 없으므로(Belsky, 2001; 

Booth et al, 2002), 직업이 있는 어머니는 근무시간 

외를 아동과 함께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기

에 개입하는 것과 질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여 아동

이 보건지식을 건강생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다. Huston(2002)의 연구에서 직업이 없는 

어머니는 주말에 아동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고, 직

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주말에 아동과 함께 하려

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아동의 연령이 증가

할수록 아동과 함께하는 시간과 관심이 적어지므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꾸준한 관심과 지도는 

직장생활로 인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자료의 표본 추출에 

있어서 전국적인 단위를 모집단으로 하지 않고 대도

시의 2개 학교만을 선정한 것과 학생 및 학부모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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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연

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물론 중산층지역의 학교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한점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 중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학

생들의 특성을 조사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도 제한점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의료

보험료나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도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자가

보고 형태의 자료는 자신의 소득을 변질시킬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Ⅴ. 결 론

아동의 건강생활실천습관 형성의 중요성은 널리 

인정이 되고 있으며 실천정도와 실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연구를 실

시하였다. 이 연구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합된 서

울의 중산층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따른 건강생

활실천정도와 보건지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건강생활

실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파트거주자 116명(48.7%), 단독주택, 연립주

택을 포함한 아파트이외의 거주자, 122명(51.3%)이

고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 대학재학이상, 어머니 

고졸이하가 많았고 가족전체의 월수입은 월 15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아동이 많았다. 

2.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건강생활실천정도의 비

교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아동,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학재학이상인 아

동,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학재학이상인 아동, 가족

전체의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으로 상에 속하는 아

동에게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보건지

식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다중회귀분석결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은 아

파트 이외의 거주하는 아동에 비해 건강생활실천정도

가 2.29점,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

생활실천정도는 0.42점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아동의 건강생활실

천은 물리적으로 편한 환경을 제공하는 아파트에 거

주하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아동이 건강생활

실천정도가 높았으므로, 단독이나 연립주택에 거주하

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은 아동에게는 건강생활실

천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상태를 자기기입방

식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하고, 연구대상도 전국적 규모를 가짐으로써 도시

와 농촌과의 차이 등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보건

지식이 건강생활실천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보

건지식이 생활화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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