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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health promotion behavior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investigating their level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practice.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1276 
1-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11 elementary schools)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Results: 1) The 
mean score for health promotion behavior practice was above the mid point at 3.10(±.43)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ealth promotion behavior practices according to student's grade(t=4.447, p=.000), gender(t=-3.044, 
p=.002), age(t=4.402, p=.000), father's education level(t=4.365, p=.000), mother's education level(t=-4.672, p=.000), 
and perceived health status (F=19.124, p=.000). 3)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health promotion 
behavior practice and the sub-areas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practice. Conclusion: Systematic health education 
is necessar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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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고

조되면서 건강유지와 증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

다. 건강증진은 개인은 물론 가족, 지역사회의 잠재적 발전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인간이 최상의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우면서 건강자원을 확대, 개발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하는 전향적인 건강 접근법이다(Pender, Murdaugh, & 

Parson, 2001). 건강습관은 아동기부터 형성되므로 어려서부터 

아동이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하도록 돕는 전략은 불건강한 건

강습관으로 건강문제가 발생한 후 중재하는 것보다 훨씬 차

원 높은 바람직한 건강 접근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Suzanne, 2000)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도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행위전략을 제시하여 실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6).

학령기 아동이란 만 6세부터 12세까지의 학동기로 우리나

라의 경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이에 해당한다(Kim et 

al., 2006). 이 시기는 신체적 발달은 꾸준히 이루어지나 지적 

발달은 빠르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주저하지 않고 무엇이

든지 알고 싶어 하며 익히려고 하는 시기이다(Kim et al., 

2006; Kim et al., 2007). 아동은 학령기에 일생동안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태도와 행위를 배우며 이 

때 형성된 아동의 건강생활 습관은 일생동안 지속된다

(Howard, Bindler, Synoground, & Vangemert, 1996; Kim, 

2007). 그러므로 학령기는 정기적인 건강교육을 통해 자기 건

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

다(Suzanne, 2000).

최근 아동들은 신체적으로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은 떨어졌

고 학교 공부와 과도한 과외활동으로 인한 수면부족, 불균형

적인 영양섭취, 주위로부터의 지속적인 스트레스, 무방비적 

대중매체로 인한 가치관 혼란, 약물남용 등으로 인해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Bernard, 2002; Kim, 2003). 전국의 20세 이

하 아동・청소년의 신체발육을 조사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

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7세 이상의 학령기 아동의 

비만율은 이미 10.0%를 초과하였으며, 남아의 경우, 10세 정

도에서는 비만율이 17.6%로 5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

타났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6). 비만은 여러 가

지 대사성 질환을 동반할 수 있고 아동에게도 성인병을 유발

하기도 하여 심각한 건강문제로 여겨지고 있다(Kim et al., 

2006; Kim et al., 2007). 지방세포 수가 이미 증가된 후에는 

효과적인 비만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비만은 아동기부터 적극

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Lee, 2005). 학령기 아동의 시력도 

저하되어 근시학생의 비율이 1984년 7.8%, 1989년 12.6%, 

1994년에는 22.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력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Lee, 2003). 또한 치아우식 발생율도 증

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3년 국민 구강보건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영구치 우식 경험자율은 75.9%

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1인 평균 우식경험 영구치 수는 3.3

개이고 우식증 치료율은 53.4%로, 영구치에서 발생된 우식증

의 약 46.0%는 치료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4).

학령기 아동의 건강문제는 올바른 건강증진 행위를 실천함

으로써 예방이 가능하며, 이 시기는 바람직한 건강증진 행위

가 습관화될 수 있으므로(Kim, 2007) 아동에게 건강증진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건강문제의 감소와 건강의 유

지・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WHO(2007)에서도 학령기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교육적 측면과 건강 향

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을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 

정도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령기 아동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초등학교 

4, 5, 6학년의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 Jeon, & 

Kim, 2006; Han, Kim, & Kim, 2005; Lee & Kim, 2004; Park, 

2004; Wie, 2005; Yoon & Jang, 2005; Yu & Lee, 2002)로, 

저학년 아동을 포함하여 전 학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1-6학년에 해당하는 전 학년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행위 실천 정도를 파악함

으로써 학령기 아동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를 파악

하여 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

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를 영역별로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의 차

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와 하부영역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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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제 특성과 건강증진 행위 실천 

정도 및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도시, 중소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과 강원

도, 경상북도에 소재한 11개의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강원도 4개 초등학교의 학생 535명

(전수), 서울시 4개 초등학교의 학생 352명(전수의 약 25%), 경

상북도 3개 초등학교의 학생 393명(전수의 약 35%)을 대상으

로 1,28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회수율 100%)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4부를 제외한 자료 1,27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20

일까지 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각 학교를 방문하거나 거리상 직접 방문

을 못한 경우는 서면을 통해 기관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담당교사에게 설문내용 및 자료수

집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이는 연구자가 아닌 담당교사만

이 설문지 자료수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담당교사는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하기로 한 학생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어 대

상자 본인이 직접 읽고 표기를 하게 한 후 즉시 회수하였는

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5분 이내이었다.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인 건강증진 행위는 Kee(1984)에 의해 개발

된 도구를 기초로 Kim(1997), Yoon과 Jang(2005), Lee(2005), 

Kim(2007) 등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

를 건강증진행위 실천정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하도록 수정 보

완한 후 타당도 검증을 거쳐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타당도는 

간호학교수 7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CVI(Content Validity 

Index) 계수로 평가하였는데, CVI는 도구 항목의 내용개연성

을 평가하는 것으로 Lynn(1986)의 제시에 따라 각 문항에 대

해 80% 이상의 CVI를 나타낸 문항을 선택하였다. 본 도구는 

개인위생, 식습관, 운동, 정신건강, 질병예방, 사고예방의 6개 

영역을 포함하는 총 53문항의 4점 척도로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1점, ‘가끔 그렇게 한다’ 2점, ‘자주 그렇게 한다’ 3

점, ‘항상 그렇게 한다’ 4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건강증진 행위 실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 

행해진 연구에서 본 도구의 신뢰계수 Cronbach's α= .85로 나

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계수 Cronbach's α= .93으로 높

게 나타났다. 이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개인위생은 10개 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계수 Cronbach's α= .71이었고 식습

관은 9개 문항으로 신뢰계수 Cronbach's α= .76, 운동은 6개 

문항으로 신뢰계수 Cronbach's α= .77, 정신건강은 10개 문항

으로 신뢰계수 Cronbach's α= .72, 질병예방은 10개 문항으로 

신뢰계수 Cronbach's α= .77, 사고예방은 8개 문항으로 신뢰계

수 Cronbach's α= .77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

록 각 영역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실천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

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실천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 test를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의 영역별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설문 문항의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검증의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총 1,276명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

음과 같다. 대상자의 지역은 강원도가 4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경상북도가 30.7%이었고 서울이 27.5%로 나타났

다. 대상자의 학년은 1-6학년의 분포로 5학년이 2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6학년이 20.5%, 3학년이 17.7%, 4학년이 

17.6%, 2학년이 13.8%, 1학년이 7.4%이었다. 대상자의 성별로

는 남아가 51.6%로 여아(48.4%)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6-12세

의 분포로 평균 9.9세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76.4%로 확대가족(23.6%)보다 많았으며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47.7%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대졸 이상인 경우

가 54.3%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고졸인 경우

가 47.3%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인 경우가 

38.3%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는 주부인 경우가 49.1%로 가

장 많았다. 대상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

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38.8%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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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ifferenc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practice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N=1,276)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Health 

promotion

behavior 

practice

Sub-areas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practice

Personal 

hygiene

Eating 

habit
Exercise

Mental 

health

Disease 

prevention

Injury 

prevention

M (SD) M (SD) M(SD) M(SD) M(SD) M(SD)

Grade 1st-3rd 430 3.66(.41) 3.18(.51) 3.04(.59) 2.98(.75) 3.18(.51) 3.22(.58) 3.26(.46)
 4th-6th 748 3.19(.46) 3.15(.46) 2.92(.54) 2.90(.65) 3.12(.47) 2.97(.59) 3.06(.41)

t=4.447, 
p= .000

t=1.008, 
p= .314

t=3.535, 
p= .000

t=1.879, 
p= .061

t=2.004, 
p= .045

t=8.257, 
p= .000

t=4.447, 
p= .000

Gender Male 616 3.06(.45) 3.10(.49) 2.91(.57) 3.00(.71) 3.08(.50) 3.15(.55) 2.98(.62)
Female 560 3.14(.41) 3.22(.46) 3.02(.55) 2.87(.67) 3.20(.47) 3.23(.50) 3.19(.56)

t=-3.044, 
p= .002

t=-4.118, 
p= .000

t=-3.418, 
p= .001

t=-3.247, 
p= .001

t=-4.118, 
p= .000

t=-2.640, 
p= .014

t=-6.229, 
p= .000

Age < 10 437 3.19(.46) 3.18(.50) 3.04(.59) 2.98(.75) 3.17(.51) 3.22(.56) 3.26(.58)
 (years) ≥ 10 737 3.06(.41) 3.15(.46) 2.92(.54) 2.91(.65) 3.12(.47) 3.17(.51) 2.97(.59)

t=4.402, 
p= .000

t=1.239, 
p= .216

t=3.453, 
p= .001

t=1.694, 
p= .091

t=1.897, 
p= .058

t=1.470, 
p= .142

t=8.367, 
p= .000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실천 정도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실천 정도는 평균 3.10(±.43)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질병예방 영역이 

3.19(±.5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개인위생 영역

이 3.16(±.48)점, 정신건강 영역이 3.14(±.49)점, 사고예방 영역

이 3.08(±.60)점, 식습관 영역이 2.96(±.56)점, 운동 영역이 

2.93(±.6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증진행위는 모든 영

역에서 중간점수인 2.5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를 각 영역별에 따라 문

항별로 살펴보면 개인위생 영역에서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 

손을 깨끗이 씻는다」(3.44점), 「끓인 물이나 생수를 마신

다」(3.41점), 「양말과 속옷을 매일 갈아 입는다」(3.38점)의 

실천점수가 높았으며 「매년 치아검진을 받는다」(2.46점), 

「매 식사 후 3분 이내에 이를 닦는다」(2.49점)는 낮았다. 식

습관 영역에서는 「하루 세 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먹는다」
(3.33점),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는다」(3.17점), 「너무 

달게 먹지 않는다」(3.00점)의 실천점수가 높았고 「사이다나 

콜라 같은 청량음료는 가능한 마시지 않는다」(2.63점), 「군

것질을 하지 않는다」(2.75점)의 실천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운동 영역에서는 「가까운 거리는 되도록 걸어 다닌다」(3.55

점), 「무리하지 않고 내 체력에 맞게 운동을 한다」(3.22점)

의 실천점수가 높았으며 「운동을 할 때는 정리운동을 한

다」(2.52점),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2.65점), 「운

동하기 전에는 준비운동을 한다」(2.73점)의 실천점수는 낮았

다.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

안하다」(3.62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3.50점),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3.38점)의 점

수가 높게 나타났다. 질병예방 영역에서는 「빵이나 우유를 

살 때는 유효기간(날짜)을 확인한다」(3.50점),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다」(3.44점), 「눈병이 난 친구의 

학용품을 같이 쓰지 않는다」(3.37점)의 실천점수가 높았으며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들이밀고 허리를 

곧게 편 후 등받이에 대고 앉는다」의 실천 점수는 2.67점으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고예방 영역에서는 「전기제품을 

만질 때는 안전수칙을 지킨다」(3.51점), 「높은데 있는 물건

을 다룰 때는 안전한 의자나 받침을 사용한다」(3.37점), 「교

통신호를 잘 지킨다」(3.34점)의 실천점수가 높았으며 「계단

을 오르내릴 때는 뛰지 않고 한 칸씩 밟는다」(2.59점), 「복

도를 오고 갈 때는 좌측통행을 한다」(2.59점)의 실천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Table 1> The level of subjects' health promotion 

behavior practice                    (N=1,276)

M SD

   Health promotion behavior 3.10 .43
Personal hygiene 3.16 .48
Eating habit 2.96 .56
Exercise 2.93 .69
Mental health 3.14 .49
Disease prevention 3.19 .53
Injury prevention 3.08 .6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실천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실천정도의 차

이는 다음과 같다<Table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는 

대상자의 가족형태(t=1.819, p= .069), 어머니 직업 유무(t= 

1.661, p= .097)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년(t= 

4.447, p= .000), 연령(t=4.402, p= .000), 성별(t=-3.04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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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N=1,276)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Health 

promotion

behavior 

practice

Sub-areas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practice

Personal 

hygiene

Eating 

habit
Exercise

Mental 

health

Disease 

prevention

Injury 

prevention

M (SD) M (SD) M(SD) M(SD) M(SD) M(SD)

Family type Nuclear 900 3.11(.43) 3.18(.47) 2.97(.57) 2.93(.67) 3.14(.48) 3.21(.51) 3.10(.59)
Extended 278 3.06(.44) 3.10(.50) 2.95(.56) 2.93(.71) 3.13(.51) 3.14(.57) 3.02(.44)

t=1.819,
p= .069

t=2.215, 
p=.027

t= .603, 
p= .547

t= .007, 
p= .994

t= .327, 
p= .744

t=1.847, 
p= .065

t=1.937, 
p= .053

Father's ≤High school 464 3.04(.44) 3.11(.47) 2.91(.56) 2.91(.70) 3.08(.50) 3.14(.53) 2.97(.62)
 education ≥College 556 3.16(.41) 3.21(.45) 3.02(.55) 3.00(.65) 3.18(.47) 3.24(.56) 3.18(.56)

t=4.365,
p= .000

t=-3.338, 
p= .001

t=-3.132, 
p= .002

t=-2.126, 
p= .034

t=-3.267, 
p= .001

t=-3.239, 
p= .001

t=5.907, 
p= .000

Mother's ≤High school 581 3.06(.44) 3.13(.48) 2.92(.56) 2.90(.70) 3.10(.49) 3.14(.53) 3.00(.61)
 education ≥College 421 3.19(.38) 3.23(.44) 3.03(.56) 3.05(.62) 3.19(.46) 3.28(.48) 3.20(.56)

t=-4.672, 
p= .000

t=-3.45, 
p= .001

t=-3.266, 
p= .001

t=-3.663, 
p= .000

t=-2.828, 
p =.005

t=-4.358, 
p= .000

t=-5.206, 
p= .000

Mother's job Have 581 3.13(.44) 3.19(.46) 3.01(.56) 3.00(.67) 3.17(.48) 3.21(.52) 3.13(.44)
None 551 3.08(.42) 3.13(.49) 2.92(.56) 2.87(.71) 3.12(.47) 3.18(.52) 3.08(.42)

t=1.661, 
p= .097

t=2.343, 
p= .019

t=2.651, 
p= .008

t=3.117, 
p= .002

t=1.533, 
p= .125

t=.974, 
p= .330

t=2.373, 
p= .097

Health status Very good 463 3.21(.42) 3.25(.46) 3.06(.57) 3.08(.69) 3.26(.46) 3.29(.52) 3.13(.42)
Good 409 3.09(.39) 3.15(.48) 2.97(.51) 2.93(.61) 3.14(.43) 3.21(.49) 3.09(.39)
Fair 270 2.98(.44) 3.05(.44) 2.83(.58) 2.76(.74) 3.00(.51) 3.05(.54) 2.98(.44)
Poor  29 2.70(.42) 2.81(.50) 2.57(.56) 2.48(.79) 2.68(.66) 2.84(.62) 2.70(.42)
Very poor   2 2.35(.07) 2.40(.28) 2.44(.62) 2.44(.62) 2.45(.35) 2.30(.57) 2.35(.07)

F=19.124, 
p= .000

F=13.609, 
p= .000

F=12.771, 
p= .000

F=14.970, 
p= .000

F=23.152, 
p= .000

F=14.461, 
p= .000

F=3.462, 
p= .008

<Table 3> Correlation between health promotion behavior practice and sub-areas

Sub-areas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practice

Personal

hygiene
Eating habit Exercise Mental health

Disease

prevention

Injury

prevention

Health promotion behavior .794*** .815*** .700*** .786*** .874*** .771***
Personal hygiene .574*** .514*** .535*** .639*** .482***
Eating habit .475*** .555*** .636*** .606***
Exercise .464*** .532*** .381***
Mental health .650*** .513***
Disease prevention .626***

*** P< .001

.002), 아버지 교육수준(t=-4.365, p= .000), 어머니 교육수준(t= 

-4.672, p= .000), 자신이 지각하는 건강상태(F=19.124, p= 

.000)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대상자의 건강증

진 행위 실천정도는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10세 미만인 경우

가 10세 이상인 경우보다 실천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아

버지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 이하인 집단보

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도 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 이하인 집단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또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매우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집

단에서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가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간의 영역별 관계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의 영역별 관계는 다음과 같다

<Table 3>.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실천정도는 개인위생(r= .794, p= 

.000), 식습관(r= .815, p= .000), 운동(r= .700, p= .000), 정신

건강(r= .786, p= .000), 질병예방(r= .874, p= .000), 사고예방

(r= .771, p= .000) 등의 모든 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

다. 또한 개인위생 영역은 식습관, 운동, 정신건강, 질병예방, 

사고예방 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식습관 영역은 

운동, 정신건강, 질병예방, 사고예방 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었다. 운동 영역은 정신건강, 질병예방, 사고예방 영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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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정신건강 영역은 질병예방, 사고

예방 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질병예방은 사고예방 

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

의 각 영역별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가 높을수록 전체 건강

증진 행위를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증진 행

위의 실천정도는 모든 영역을 살펴볼 때, 한 영역에서 건강증

진행위를 잘 실천할수록 다른 영역에서의 실천도 잘 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논    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로, 건

강유지에 대한 요구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날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증진은 성숙을 위해서 대상자에 의해 주

도되는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

한 과정으로(Pender, Murdaugh, & Parson, 2001), 특히 아동기 

전반에 걸친 건강은 일생의 건강을 위한 토대 마련에 중요하

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건강증진행위 실천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10(±.43)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Cho 등(2006)이 서울시 초등학교 5학년생 

308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 실천정도를 조사한 2.99 

(±.43)점, Lee과 Kim(2004)이 D시의 초등학교 6학년생 857명

을 대상으로 조사한 2.92(±.35)점, Yu와 Lee(2002)가 부산시의 

초등학교 6학년생 1,0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3.00(±.32)점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인 학령기 아동이 비교적 

건강증진 행위를 잘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역별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를 살펴보면 질병예방 영역

이 3.19(±.53)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위생 영역이 3.16(±.48)

점, 정신건강 영역이 3.14(±.49)점, 사고예방 영역이 3.08(±.60)

점, 식습관 영역이 2.96(±.56)점, 운동 영역이 2.93(±.6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Yu와 Lee(2002)의 연구에서는 전염병예방 

및 개인위생 영역 3.33(±.42), 정신건강 영역 3.03(±.42)점, 식

습관 영역 2.85(±.42)점, 운동 및 사고예방 영역 2.76(±.42)점

의 순이었으며, Lee와 Kim(2004)의 연구에서도 전염병 예방 

영역이 3.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염병 예방 및 개인

위생 영역의 실천 정도가 높은 것은 학령기가 전염병 발생의 

호발연령이며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및 유행성 눈병 

등의 유행으로 학교 건강교육에서 전염병예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Kim, 2003)으로 사료된다. 운동과 식

습관 및 사고예방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실천정도가 낮았

는데 이는 Yu와 Lee(2002)의 결과와 유사하다. 운동 및 식습

관 영역은 그 특성상 다른 영역에 비해 실천하는데 노력이 

많이 필요하며(Lee & Kim, 2004), 사고예방 영역의 경우, 학

교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이 더 필요한 실정(Kim, Kim, 

& Kang, 2002)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학령

기 아동이 소홀하기 쉬운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및 

사고예방에 대한 건강교육이 가정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정도를 영역에 따라 문항별

로 살펴보면 개인위생 영역에서 「매년 치아검진을 받는다」
가 2.46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고 그 다음으로「매 식사 후 

3분 이내에 이를 닦는다」의 순으로 구강관련 건강증진 행위

의 실천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학령기는 유치가 영구치로 교

환되는 중요한 시기로(Kim et al., 2006; Kim et al., 2007) 치

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예방치료와 검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강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

은 이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관리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2010년까지 12세 아동의 우식경험 영구치 

수를 3.3개에서 3.0개 이하로 낮추기 위해 다양한 구강보건 

교육매체를 개발하여 홍보하고 있으므로(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4) 이러한 자료를 이용한 적극적인 교육으로 학

령기 아동에게 있어서 구강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을 향상시

켜야 할 것이다.

식습관 영역에서는 「사이다나 콜라 같은 청량음료는 가능

한 마시지 않는다」, 「군것질을 하지 않는다」의 실천 점수

가 각각 2.63점, 2.75점으로 낮았다. 학령기 아동은 가공식품

에 대한 과대광고에 쉽게 영향을 받고 간식구매 시 영양가보

다는 맛을 중요시하며, 주로 탄수화물과 당류식품의 구매빈도

가 높으므로(Kang et al., 2004)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증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운동 영역에서는 「운동을 할 때는 정리운동을 한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운동하기 전에는 준비운

동을 한다」의 실천 점수가 2.52점, 2.65점, 2.73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Song(2005)에 의하면 학생들은 형식적으로 실시되

고 있는 획일화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령기 아동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준비 및 정

리운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한 최근 학령기 아동의 체격은 커졌으나 과다한 과외의 공부

와 좌식생활, 운동부족 등으로 인해 체력은 떨어지고 비만아

동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므로(Falkner & Michel, 1999; Lee, 

2005) 규칙적인 운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연계해서 지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

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의 점수가 높았

는데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001), Lee와 Kim 

(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질병예방 영역에서는 「기침

을 할 때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다」, 「눈병이 난 친구의 

학용품을 같이 쓰지 않는다」의 실천정도가 높아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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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집단생활에서의 공중보건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들이밀고 허리를 곧게 편 후 등받이에 대고 앉는다」의 실천 

점수는 2.6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은 관절

의 유연성이 커서 쉽게 굴곡될 수 있어 자세가 바르지 못하

면 척추측만증, 요통 등의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Park & Park, 2003) 올바른 자세관리를 위한 교육이 요구된

다고 생각한다.

사고예방 영역에서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뛰지 않고 

한 칸씩 밟는다」와 「복도를 오고 갈 때는 좌측통행을 한

다」의 실천 점수가 각각 2.59점, 2.5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

는 연구대상 아동이 안전생활에 대한 기본습관이나 질서의식

이 부족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학령기 아동은 아직은 미숙한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며(Kim et al., 2006; Kim et al., 2007) 계단에서의 우발

적 사고는 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

로 학령기 아동의 안전의식과 사고예방 행위의 실천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필

요가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가족형태(t=1.819, p= .069), 어머니 직업 

유무(t=1.661, p= .097)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 학령기 아동의 건강증

진 행위실천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Yoon과 Jang(2005)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는 아버지의 교육수준(t= 

-4.365, p= .000), 어머니의 교육수준(t=-4.672, p= .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

졸 이상인 경우 학령기 아동의 건강증진행위 실천정도가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바람

직한 건강증진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한 Cho 등

(2006), Wie(2005)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의 학력은 

부모의 직업 및 가정의 경제 상태와 연결되어 학령기 아동의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 

Kim, 2004; Yoon & Jang, 2005). 부모는 아동이 생각하고 느

끼고 행동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모델로(Blomquist, 

1986), 대중매체나 학교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는 

건강증진행위를 아동이 더 잘 실천하도록 가정에서 훈육하는 

역할을 하므로 아동을 위한 건강증진 교육에 부모를 참여시

키는 것은 보다 총체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Perry et al., 

1989). 따라서 아동의 건강증진행위에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이

고 체계적인 학부모 대상 건강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는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10세 미만인 경우가 10세 이상인 경우보다 실천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기존의 연구는 주로 4, 5, 6학년의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

므로 1-6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고 본다. 또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매우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집단에서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가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이는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실천 정도가 높았다는 Han 등(2005), Lee와 Kim(2004), Park 

(2004), Yu와 Lee(2002)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건강하

다고 느끼는 아동이 건강증진 행위를 많이 하였는데, Palank 

(1991)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다는 인식은 건강증진행위

의 빈도 및 강도와 관련이 있으며 건강증진 프로그램에의 참

여의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는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건강증진행위를 더 잘 한다는 Cho 등

(2006), Kim(2001), Yu와 Lee(2002)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 그러나 건강증진 행위 실천 정도가 남아와 여아에서 

상이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령기 아동은 비교적 건강

증진행위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천 정도가 낮게 나타난 영역에 대해서는 건강교육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며 건강교육 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건강증진 

행위와 관련된 변수를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건강증진행위 실천정도를 파악하

여 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06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

까지 서울과 강원도, 경상북도에 소재한 11개 초등학교의 1-6

학년 1,276명이었으며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는 평균 3.10(±.43)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대상자가 건강증진행위를 비교적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는 대

상자의 학년(t=4.447, p= .000, 성별(t=-3.044, p= .002), 연령

(t=4.402, p= .000), 아버지 교육수준(t=-4.365, p= .000), 어

머니 교육수준(t=-4.672, p= .000), 자신이 지각하는 건강상

태(F=19.124, p= .000)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실천정도는 건강증진 행위 실천의 

하부영역인 개인위생(r= .794, p= -.000), 식습관(r= .815, p= 

.000), 운동(r= .700, p= .000), 정신건강(r= .786, p= .000), 

질병예방(r= .874, p= .000), 사고예방(r= .771, p= .0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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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대상자가 각 

영역별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를 잘 할수록 전체 건강증

진 행위를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부모의 교육수준의 낮은 경우에는 아

동의 건강증진행위에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학

부모 교육이 필요하며 학령기 아동이 긍정적인 건강지각 인

식을 가지도록 돕는 건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증진 행위

의 실천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

서는 아동이 스스로 필요한 요구를 확인하여 생활방식을 변

화하도록 돕는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

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등학교 1-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학

령기 아동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 정도는 효과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건강교육, 상담, 정보제공, 지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면 학령기 아동의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정도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 추후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성적, 스트레스와 자기효능

감과 같은 건강증진행위 관련변수를 포함하여 확인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의 건강

증진 행위 실천 정도의 추이를 계속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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