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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velop and test the effectiveness in late school-aged children of a healthy lifestyle education 
program for cancer prevention. Methods: Participants were 26 students in the sixth grade of N elementary school in J City (ex-
perimental group) and 25 students in the sixth grade of D elementary school with same educational conditions (control group). 
The research design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Data collection and execution of the study 
were carried out from March 10 to May 19, 2011. For the experimental treatment, 7 weekly sessions of the healthy lifestyle edu-
cation program for cancer prevention were given by the researcher. Posttest was done immediately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program and 4 weeks later. Frequencies, percentages, χ2-test, t-test, repeated measures ANOVA and paired t-test with 
SPSS WIN 18.0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Perceived barriers, perceived self-efficacy, activity related effect and 
family support significantly influenced cancer prevention knowledge and increases in healthy life styles. Conclusion: Results 
indicate that, as this program for cancer prevention was effective in increasing healthy lifestyle practices in these children, there 
is a need to further develop, test and implement programs in all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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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암 발생에는 인간의 여러 생활습관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흡연이나 음주, 식이 습관이 인구 집

단에서 변화하게 되면 암 발생은 증가하게 된다. 대기오염과 생활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발암유해 환경에 노출되게 하

고,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과 소비풍조의 만연으로 인해 야기되는 

개인 생활습관의 변화도 암 발생의 직접적인 증가요인이 되며, 이

러한 요인들은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암 발생을 증가시킨

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KCDC], 2010).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

search on Cancer, 2003)의 보고에 의하면, 암 원인의 30%는 흡연, 

30%는 식이요인, 18%는 만성감염에서 기인한다고 하였으며, 그 

밖에 직업, 유전, 음주, 생식요인 및 호르몬, 방사선, 환경오염 등의 

요인도 각각 1-5% 정도 기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생활습관의 개

선과 예방을 통하여 암 발생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의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과 조기검진만으로도 암질환의 

상당 부분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바람

직하지 못한 생활습관이나 건강행위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 건

강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성인들은 이미 그

들의 건강행위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초래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학령기는 올바른 건강행위를 배워 건강습관이 형

성되고, 건강에 대한 태도와 이해가 인지적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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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변화되는 시기이므로 건강행위를 효

과적으로 습득하여 변화시키기에 매우 유리하다(Marlow & Red-

ding, 1989). 그러나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태는 과거에 

비해 신체적으로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은 떨어졌고, 불규칙한 생

활과 학업스트레스, 부적절한 식습관, 흡연, 음주, 무방비적 성문

화 노출 등으로 인해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건강실태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처음으로 흡연을 한 시

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라고 답한 경우가 26.0%로 가장 많았고

(Lee, 2004), 초등학교 아동의 흡연 경험률은 8.1%, 음주 경험률은 

20.7%, 음주시작 연령은 11-13세라고 답한 경우가 40.0%로 나타났

다(Kan & Kim, 2000). 그 외에도 학령기 아동의 비만은 10-12세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KCDC, 2010), 스트레스 수준도 4

점 만점에 2점 내외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Kim, 2005). 이처럼 바

람직하지 못한 생활습관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성인이 되어서 암 

발생 위험에 더욱 더 노출되게 되며,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서는 어릴 때부터 건강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건강행위 실천

이 무엇보다 필요하다(Fuemmeler, Pendzich, & Tercyak, 2009). 건

강행위의 실천은 개개인의 생활태도 변화를 통해 생활양식의 변

화를 꾀하는 것으로 개인건강의 절반 이상이 생활습관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특히 암 예방 건강생활은 건강증진에 대한 개념으

로 성인암 예방을 위한 관련 지식, 태도, 행동을 포함하며, 개인의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건

복지부 산하 국가암정보센터에서는 성인의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

을 위해 10대「국민 암 예방 수칙」을 제정하여 그 실천을 권장하

고 있으나 생활습관 형성기인 학령기 아동을 위한 수칙이나 중재

는 없는 실정이다. 2007년 개정한 초, 중, 고등학교 보건교육과정에

서도 암 예방에 초점을 둔 내용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암 예방 관련 연구는 학령기 후

기 아동의 암 예방 생활습관 지식, 실천의지, 실천을 조사한 연구

(Cho & Kwon, 2010)가 있을 뿐이며 중재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령기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습관의 변화로 올 수 

있는 성인암 예방을 위해 건강생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

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Pender (1996)의 

건강증진모형은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자기효능

감, 행위관련 감정, 대인관계 영향, 상황적 영향 등 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감정요인을 향상시켜 건강행위를 변화시킬수 있다는 점에

서 아동의 건강증진 전략에 적합한 모델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구강건강과 건강생활실천(Ahn & Yi, 

2010), 비만관리(Kim, Park, & Lee, 2004), 흡연교육(Moon, 2004)

등 특정 영역에 대한 중재연구가 대부분으로 영향요인을 향상시

켜 암 예방 건강생활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중재연구는 없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학령기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교육프로그램이 Pender (1996)의 건강증진모형 중 지각된 유

익성,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자기효능감, 행위관련 감정, 대인관계 

영향, 상황적 영향 등 행위관련 인지와 감정요인을 향상시켜 암 예

방 건강생활 실천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중재인지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

용 후 학령기 후기 아동의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후기 아동의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한다.

둘째,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이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

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셋째,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이 암 예방 건강생활 지식

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넷째,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이 지각된 유익성에 미치

는 효과를 검증한다.

다섯째,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이 지각된 장애성에 미

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여섯째,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이 지각된 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일곱째,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이 행위관련 감정에 미

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여덟째,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이 가족지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아홉째,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이 상황적 영향에 미치

는 효과를 검증한다.

연구 가설

제1가설: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정도가 높을 것

이다. 

제2가설: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암 예방 건강생활 지식점수가 높을 것

이다.

제3가설: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지각된 유익성이 높을 것이다. 

제4가설: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지각된 장애성이 낮을 것이다. 

제5가설: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제6가설: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행위관련 감정이 긍정적일 것이다.

제7가설: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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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가족지지가 높을 것이다. 

제8가설: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상황적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

사 실험설계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J시내 N초등학교 6학년 1개 반 학생(n=28)을 

실험군으로 하고 실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N초등학교와 동

일한 지역에 위치하며 학급수와 학생 수가 비슷하고 동일한 보건

교육 교재를 사용하는 D초등학교 6학년 1개 반 학생(n=28)을 대

조군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9)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반복측정 분산

분석에서 검증력(1-β)= .80, 유의수준(α)= .05, 효과크기(ɗ)= .40으

로 계산한 결과 1개 집단당 26명으로 탈락자를 예상하여 최초 연

구대상자는 실험군 28명, 대조군 28명으로 총 56명을 선정한 후 

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 사고 등으로 결석한 5명을 제외하여 최종 

연구대상은 실험군 26명, 대조군 25명 총 51명이었다. 

연구 도구

암 예방 건강생활 지식 

암 예방 건강생활 지식은 Cho와 Kown (2010)이 개발한 암 예방 

건강생활 지식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개발 당시 흡연, 

음주, 식습관, 신체활동, 감염, 환경오염, 스트레스, 조기검진 등에 

대한 40개 문항이었으나 아동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조기검진에 

대한 문항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32개 문항을 사용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정답

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암 예방 지식

이 많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Cronbach’s α= .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은 Cho와 Kown (2010)이 개발한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 도구를 사용하였다.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 도구는 

암 예방 건강생활 지식 32개 문항을 실천 가능한 행동용어로 바

꾸어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하고 있지 않다’ 1점에서 

‘항상 하고 있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암 예방 행

위를 잘 실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Cronbach’s 

α=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유익성은 Kim과 Lee (2008)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사용한 건강신념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8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유익성이 높

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Cronbach’s α= .71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77이었다.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장애성은 Kim과 Lee (2008)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사용한 건강신념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10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유익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Cronbach’s α=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지각된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Kim과 Lee (2008)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사

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

는 10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

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Cronbach’s α=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5이

었다.

행위관련 감정

행위관련 감정은 Yun과 Kim (1999)이 개발한 행위관련 감정 도

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0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

다. 도구개발 당시의 Cronbach’s α=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3

이었다. 

가족지지

가족지지 도구는 연구자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선행연구

(Kim & Lee, 2008)를 근거로 암 예방 건강생활을 실천하는데 부모

나 가족이 도와주어야 하는 내용을 도출하여 15개 문항으로 개발

하였다. 본 도구의 타당도는 간호학 교수 2명과 보건교사 2명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Content Validity Index (CVI) 계수로 평가하였

으며, Lynn (1986)의 제시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해 80% 이상의 CVI

를 나타낸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초등학교 6학년 아동 5명에게 

어휘의 이해도와 난이도를 확인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

bach’s α= .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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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영향

상황적 영향 도구는 연구자가 학령기 후기 아동이 일상생활에

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서 암 예방 건강생활을 실천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 12문항을 선정하여 개발하였다. 도구의 

타당도는 간호학 교수 2명과 보건교사 2명에게 내용타당도 검증

을 CVI계수로 평가하였으며, Lynn (1986)의 제시에 따라 각 문항

에 대해 80% 이상의 CVI를 나타낸 9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초등학

교 6학년 아동 5명에게 어휘의 이해도와 난이도를 확인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1점에서 ‘아주 많이 영

향을 준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상황적 영향을 

적게 받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6이었다. 

연구 진행 절차

암 예방 건강생활 프로그램 개발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먼저 본 연구자가 

학령기 후기 아동의 암 예방 생활습관 지식과 실천의지, 실천정도

를 조사한 연구(Cho & Kown, 2010)와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의 필

요성을 확인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하여 암 예방에 대한 문

헌과 선행연구(Kim, 2010)를 고찰한 후, 건강증진행위에 인지-지

각요인의 영향이 크고 중재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고 이를 변화시

켜 건강증진행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Pender (1996)의 건강증진

모형을 이론적 기틀로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암 예방 건강생활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의 암 예방사업의 일환인 10대「국민 암 

예방 수칙」과 2007년 개정한 초, 중, 고등학교 보건교육과정에서 

제시한 6학년 보건교과서 내용을 기초로 학령기 아동이 충분히 

알고 실천해야 할 건강생활을 올바른 식습관, 금연 및 금주, 감염

예방, 안전한 환경유지, 신체활동, 스트레스 예방 등 7개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고「나는야 몸짱·마음짱·건강짱」의 건강생활 실천 

학습지를 제작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교육기간은 주 1차시, 7주 과

정으로 총 7차시이며, 각 차시별 교육 주제는 1차시는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어요, 2차시는 올바른 식습관으로 암

을 예방할 수 있어요, 3차시는 흡연과 음주는 암 발생 위험이 높아

요, 4차시는 감염예방과 안전한 환경은 암을 예방할 수 있어요, 5

차시는 암 예방을 위해서는 신체활동이 중요해요, 6차시는 스트레

스를 해결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어요, 7차시는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을 약속할 수 있어요로 구성하였으며, 매 차시마다 건강생활 

실천일지와 가정통신문을 포함하였다. 또한 각 차시의 학습주제

에 따라 세부적인 학습활동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암 예방 건강생활 프로그램 내용타당도 검증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은 문헌분석을 통해 각 구성요

소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선정한 후, 전문가 집단인 간호학 교수 

2인, 초등학교 보건교사 3인, 암 병동 수간호사 2인에게 프로그램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차례의 학교 방문과 전화통화로 현

재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건교육의 내용과 교육방법, 교

육매체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계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치

면서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간호학 교

수 2인, 예방의학과 교수 1인, 초등학교 보건교사 2인에 의해 타당

도 검증을 받았다. 타당도 검증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교육매체

로 구분하여 매우 적합하다 4점, 적합하다 3점, 적합하지 않다 2

점, 매우 적합하지 않다 1점으로 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건강

한 나의 생활 4.00점, 올바른 식습관 4.00점, 금연 및 금주 3.75점, 

감염예방 및 안전한 환경 3.75점, 신체활동 3.75점, 스트레스예방 

4.00점,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 약속 4.00점, 시간배정 3.75점, 교육

방법 4.00점, 교육매체 4.00점으로 나타나 연구자가 개발한 암 예

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이 학령기 아동의 암 예방 건강생활 실

천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프로그램의 적용

본 교육프로그램은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강의, 동영상 시청, 모

둠학습, 발표, 역할극, 퀴즈, 게임 등의 교육방법과 학습지, 동영상, 

그림판, 음식모형, 퀴즈판, 실천일지, 가정통신문 등의 교육매체를 

활용하였다. 교육은 주 1회씩 총 7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매회 교

육시간은 40분으로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의 학교에서 매주 목요

일 6교시 보건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집단교육의 학습효과

를 최대화하기 위해 본 연구의 모둠은 4-5명씩 6개조로 나누어 모

둠활동으로 학습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나는야 

몸짱·마음짱·건강짱」의 건강생활 실천 학습지로 제작하여 배부

함으로써 가정에서 부모와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진행절차는 사전조사, 실험처치, 사후조사 

1 (직후), 사후조사 2 (4주 후)로 2011년 3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프로그램 

시작 전에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과 지식,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자기효능감, 행위관련 감정, 가족지지, 상황적 영향

을 설문조사하였다. 대조군은 프로그램 시작 전 실험군과 같은 일

자에 대조군의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처치는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인「나는야 몸짱·마음짱·건강짱」의 

건강생활 실천 학습지를 사용하여 주 1회 7주간 총 7차시를 적용

하였다. 대조군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으로 일상생활과 건

강, 질병예방과 관리, 약물 오·남용 및 흡연·음주예방, 성과 건강, 

정신건강, 사회와 건강, 사고예방과 응급처치 등 7개 영역으로 구

성된 6학년 보건교과서를 사용하여 담당 보건교사가 학교 교육과

정에 맞추어 주 1회 7주간 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후조사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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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종료 직후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과 지식, 지각된 유익

성,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자기효능감, 행위관련 감정, 가족지지, 

상황적 영향을 설문조사하였으며, 사후조사 2는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적용 4주 후 암 예방 건강생활 실

천과 지식,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자기효능감, 행

위관련 감정, 가족지지, 상황적 영향을 설문조사하였다. 또한 대조

군의 사후조사 1, 2는 교육프로그램 종료 후 실험군과 같은 일자

에 대조군의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χ2-test로 검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가설검

증은 Repeated measures ANOVA, paired t-test로 분석하였으며, 측

정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로 분석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가 학령기 후기 아동이므로 부모에게 본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 교육시기와 시간, 아동이 교육과 설문을 

진행하는 동안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기록한 가

정통신문을 아동을 통해 전달하여 부모의 동의서명을 받았다. 프

로그램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장과 보건교사, 

담임교사에게 설문과 교육프로그램의 목적을 설명하여 구두동의

를 받았다. 아동에게는 설문과 교육프로그램의 적용에 대해 설명

을 하였으며, 특히 아동이 교육과 설문을 진행하는 동안 원하는 경

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다음과 

같다(Table 2). 동질성 검증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Table 1. Construction of Cancer Prevention Health Lifestyle Education Program

Class Learning subject Learning activities Educational methods Educational media

1 Healthy living practices could 
  prevent cancer

•‘10 National Cancer Prevention Tips’ videos
• To know the risk factors of cancer
• To know the cancer preventive health lifestyle 
• To write pledge 

Lecture
Watching movies
Announcement

PPT
Video
Worksheets
Family letter 

2 Eating right could prevent 
  cancer

• To find favorite food and hate the food 
• To know the eating habits affecting the cancer 
• To configuration healthy eating tree
• To write health lifestyle practice diary 

Group learning
Eating habits trees
Self-observation
Think breaks
Announcement

PPT
Worksheets
Practice diary
Family letter 

3 No smoking and no drinking 
  could prevent cancer

• To know impact of smoking on cancer
• To know impact of drinking on cancer
• To refuse alcohol or tobacco 
• To write health lifestyle practice diary 
• To participation OX quizzes

Lecture
Watching movies
Group learning
Self-statements
Announcement
Roleplay
O.X Quiz

PPT
Video
Worksheets
OX board
Practice diary
Family letter  

4 Infection prevention and a safe
  environment could prevent 
  cancer

• To know impact of infections on the incidence of cancer
• To know impa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on the incidence of cancer
• To know infection prevention and keep a safe environment 
• To write health lifestyle practice diary 

Lecture
Watching movies
Group learning
Self-statements
Dice game
Announcement

PPT
Video
Worksheets
Dice board
Practice diary
Family letter 

5 Physical activity for cancer 
  prevention is important

•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cancer
• To find a physical activity in everyday life
• To know my level of physical activity
• To write health lifestyle practice diary 

Lecture
Watching movies
Self-observation
Think breaks

PPT
Video
Worksheets
Practice diary
Family letter  

6 Resolve stress could prevent 
  cancer

• To know the situation caused by stress
• To know the changes in the body caused by stress
• To know how to effectively manage stress
• To write health lifestyle practice diary 

Group learning
Self-observation
Self-statements
Think breaks 
Roleplay

Worksheets
Practice diary
Family letter

7 I could promise cancer 
  prevention health lifestyle 

• To promise cancer prevention health lifestyle practices
• To participation in the Golden Bell

Watching movies
Self-statements
Announcement

Video
Worksheets
Golden bell

PPT=power poi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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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 간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

가설 1.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정도가 높을 것

이다”를 검정한 결과,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은 집단과 시기간의 

교호작용이 유의하여(F=3.179, p= .046)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시

간이 흐름에 따라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3). 실험군의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은 사전과 중재 직후(t=4.187, p= .001), 사전과 중재 4주 후

(t=3.522, p= .002)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여 4주 후까지도 그 효과

가 지속되었다(Table 4).

암 예방 건강생활 지식

가설 2.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암 예방 건강생활 지식점수가 높을 것

이다”를 검정한 결과, 암 예방 건강생활 지식은 집단과 시기 간의 

교호작용이 유의하여(F=4.744, p= .015)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시

간이 흐름에 따라 암 예방 건강생활 지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3). 실험군의 암 예방 건강생활 

지식은 사전과 중재 직후(t=4.948, p< .001)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Table 4).

지각된 유익성

가설 3.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지각된 유익성이 높을 것이다”를 검정

한 결과, 지각된 유익성은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나(F=3.090, 

p= .050), 집단과 시기 간의 교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아(F=1.636, 

p= .200) 가설 3은 기각되었다(Table 3). 

지각된 장애성

가설 4.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지각된 장애성이 낮을 것이다”를 검정

한 결과, 지각된 장애성은 집단과 시기 간의 교호작용이 유의하여

(F=6.846, p= .002)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

각된 장애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지지되었다

(Table 3). 실험군의 지각된 장애성은 사전과 중재 직후(t= -1.528, 

p= .139), 사전과 중재 4주 후(t= -1.008, p= .323) 모두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Table 2.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
mental and Control Group                           (N=51)

Variables Classification

Experimental
(N=26)

Control
(N=25) χ2 p

n (%) n (%)

Gender Male 14 (53.8) 14 (56.0) 0.024 .877
Female 12 (46.2) 11 (44.0)

Education grade Good  8 (30.8) 10 (40.0) 1.703 .427
Generally 15 (57.7) 10 (40.0)
Not good  3 (11.5)  5 (20.0)

Satisfaction of Satisfaction 19 (73.1) 15 (60.0) 1.528 .466
  school life Generally  6 (23.1)  7 (28.0)

Dissatisfaction  1 (3.8)  3 (12.0)
Family Peace 17 (65.4) 19 (76.0) 0.758 .684
  atmosphere Generally  7 (26.9)  5 (20.0)

Does not peace  2 (7.7)  1 (4.0)
Interest in health Interested 19 (73.1) 17 (68.0) 1.378 .502

Generally  6 (23.1)  8 (32.0)
Not interested  1 (3.8)

Current health Healthy 19 (73.1) 17 (68.0) 2.169 .338
  status Generally  7 (26.9)  6 (24.0)

Not healthy  2 (8.0)
Parental interest Interested 20 (76.9) 23 (92.0) 2.191 .139
  in children’s Generally  6 (23.1)  2 (8.0)
  health Not interested
Educational Yes 11 (42.3)  6 (24.0) 1.922 .166
  experience for No 15 (57.7) 19 (76.0)
  cancer prevention
Risk of cancer in Yes 19 (73.1) 20 (80.0) 0.765 .382
  the awareness No  7 (26.9)  5 (20.0)
Family history of Yes  2 (7.7)  3 (12.0) 1.790 .181
  cancer No 24 (92.3) 22 (88.0)

Table 3. The Verification of the Time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
mental and Control Group                                      (N=51)

Source F p

Cancer prevention healthy Group 1.460 .233
  life practices Time 7.270 .001

Group*Time 3.179 .046
Cancer prevention healthy Group 9.139 .004
  life knowledge Time 4.570 .017

Group*Time 4.744 .015
Perceived benefits of action Group 0.194 .662

Time 3.090 .050
Group*Time 1.636 .200

Perceived barriers to action Group 0.493 .486
Time 4.981 .009

Group*Time 6.846 .002
Perceived self-efficacy Group 3.481 .068

Time 3.323 .040
Group*Time 6.403 .002

Activity related effect Group 0.745 .392
Time 2.122 .125

Group*Time 6.516 .002
Family support Group 0.218 .642

Time 0.504 .606
Group*Time 10.101 < .001

Situational influences Group 0.918 .343
Time 0.135 .874

Group*Time 1.155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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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자기효능감

가설 5.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집단과 시기 간의 교호작용이 유의하

여(F=6.403, p= .002)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지지

되었다(Table 3). 실험군의 자기효능감은 사전과 중재 직후

(t=1.822, p= .090)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전과 중재 

4주 후(t=2.331, p= .028)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4주 후에 자기

효능감이 더 증가하였다(Table 4). 

행위관련 감정

가설 6.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행위관련 감정이 긍정적일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행위관련 감정은 집단과 시기 간의 교호작용이 유의

하여(F=6.516, p= .002)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행위관련 감정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6은 지지되었

다(Table 3). 실험군의 행위관련 감정은 사전과 중재 직후(t=3.337, 

p= .003), 사전과 중재 4주 후(t=2.956, p= .007) 모두 유의한 차이

를 보여 4주 후까지도 효과가 지속되었다(Table 4).

가족지지

가설 7.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가족지지가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

과, 가족지지는 집단과 시기 간의 교호작용이 유의하여(F=10.101, 

p< .001)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족지지가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7은 지지되었다(Table 3). 실험군

의 가족지지는 사전과 중재 4주 후(t=3.566, p= .001)에 유의한 차

이를 보여 4주 후까지 효과가 지속되었다(Table 4).

상황적 영향 

가설 8.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상황적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다”를 검

정한 결과, 상황적 영향은 집단과 시기 간의 교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아(F=1.155, p= .319) 가설 8은 기각되었다(Table 3). 

논  의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 효과 

본 연구는 Pender (1996)의 건강증진모형을 기반으로 학령기 후

기 아동을 위한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 1

회 7주간 적용한 후, 중재 직후와 중재 4주 후의 실천 변화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암 예방 건강생활 실

천은 집단과 시기 간의 교호작용이 유의하여 실험군은 대조군보

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후기 아동에게 암 예방 이라는 주제는 현실적으로 쉽게 다

가오지 않는 문제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암 예방 건강생활 실

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연령 특성에 맞는 흥미롭고 재미

있는 방법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수업을 진행하여 암 예방 건

강생활을 실천해야 하는 필요성을 갖게 하여 실천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는 미국 초등학교 

6-8학년 1,788명을 대상으로 피부암 예방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외선 예방행위를 조사한 Reynolds, Buller, Yaroch, 

Maloy와 Cutter (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학령기 아동 대상

Table 4. Effect of Cancer Prevention Healthy Life Program                         (N=51)

Variable
Pretest Posttest Posttest (4 weeks)

Comparison between the time

Post-Pre 4 weeks-Pre

Mean±SD Mean±SD Mean±SD t (p)    t (p)

Cancer prevention healthy Experimental 3.70± .39 3.99± .44 3.96± .54 4.187 (.001) 3.522 (.002)
  life practices Control 3.73± .41 3.85± .35 3.72± .33 1.760 (.091)  0.082 (.936)
Cancer prevention healthy Experimental 0.88± .13 0.98± .03 0.93± .14 4.948 (< .001) 1.641 (.113)
  life knowledge Control 0.85± .13 0.85± .11 0.84± .14 -0.063 (.951) -0.223 (.826)
Perceived benefits of action Experimental 4.41± .45 4.68± .51 4.59± .50 2.662 (.013) 1.368 (.184)

Control 4.53± .48 4.64± .43 4.39± .57 0.871 (.393) -0.983 (.335)
Perceived barriers to action Experimental 2.46± .74 2.21± .85 2.26± .88 -1.528 (.139) -1.008 (.323)

Control 2.19± .81 2.27± .85 2.67± .99 -0.071 (.944) 3.830 (.001)
Perceived self-efficacy Experimental 3.60± .55 3.78± .71 3.89± .59 1.822 (.080) 2.331 (.028)

Control 3.50± .51 3.72± .62 3.32± .37 1.910 (.068) -1.875 (.073)
Activity related effect Experimental 3.58± .50 3.91± .65 3.92± .60 3.337 (.003) 2.956 (.007)

Control 3.76± .49 3.74± .66 3.56± .43 -0.227 (.822) -1.961 (.062)
Family support Experimental 3.76± .66 4.00± .79 4.25± .82 2.041 (.052) 3.566 (.001)

Control 4.02± .56 4.11± .74 3.91± .70 -0.997 (.329) -2.375 (.026)
Situational influences Experimental 2.65± .72 2.63± .86 2.52± .72 -0.099 (.922) 0.840 (.409)

Control 2.71± .80 2.67± .99 2.92± .87 -0.225 (.824) 0.967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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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내 암 예방 건강생활 관련 중재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어 그 

실천정도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건강증진 중재연구와 비교

해 보면,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식생활 태도, 식습관, 

운동습관 영역의 비만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

한 연구(Cho, Ryu, Park, & Kang, 2007)와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

로 건강증진행위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건강증진행위가 증가

하였다는 연구(Chang, 2008)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암 예방이라는 특정 목적을 두고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과 

행위관련 감정과 인지요인을 향상시켜 실천을 증진시킨 점에서 선

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

으로 건강행위 실천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나는야 몸짱·마음

짱·건강짱」의 건강생활 실천 학습지를 주 교재로 사용하여 교육

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아동이 학교나 집에서 언제든지 암 예

방 건강생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효

과가 있은 것으로 본다. 또한 매 차시 마다 실천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자기관찰의 방법으로 자신의 건강문제를 찾아 실천하도록 

한 것과 그날 배운 내용을 요약한 가정통신문을 부모에게 보내어 

부모가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아동

을 지지한 것이 실천 증진에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

에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이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을 증진시키

는 것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의 구

체적 결과지표로서 체중의 변화나 흡연율, 음주율의 변화를 측정

하지 못했다는 점과 각 항목별 실천행위의 변화를 분석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Pender (1996)의 건강증진모형을 적용한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이 행위관련 인지와 감정요인 중 암 예방 

건강생활 지식,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자기효능감, 행위관련 감정, 

가족지지를 변화시켜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을 증진시키기에 적

합한 프로그램으로 확인되었다. 프로그램 중재 후 암 예방 건강생

활 지식이 실천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미국 6-8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피부암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적용

한 Reynolds 등(2006)의 연구와 학령전기 아동에게 통합 건강증

진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건강지식이 증가한 Choi 등(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건강지식은 건강문제에 대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양식과 건강행위를 긍

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좋은 습관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과 

학령기는 일생동안 실천할 건강습관과 건강에 대한 지식과 신념

이 확립되며 한번 숙지된 건강지식은 나이가 들어도 수정하기 어

렵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이 올바른 건강행위 실천에 대한 습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지식은 의미가 있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본 교

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식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매 

차시마다 실천일지를 작성하여 자기관찰의 방법으로 스스로 건강

문제를 찾고 생각나누기와 지식공유를 실시한 것이 효과를 준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식을 이론적 지식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

라 생활속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적 학습목표

가 개발되어 보건교육을 실시한다면 지속적인 건강행위로 습관화 

될 것이라 생각된다. 

지각된 장애성은 Pender (1996)의 건강증진모형에 의하면 행동

계획 수립을 감소시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행동

의 걸림돌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지각

된 장애성이 집단과 시기간의 교호작용이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

은 건강생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

록 유도한 것이 지각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

동에게 건강증진행위 전략 시 장애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중재를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효능감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에 애니메이션으로 구성

된 동영상과 연예인이 출연한 암 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보여줌으

로써 대리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었고, 식습관나무 만

들기, OX퀴즈, 역할극, 주사위게임, 골든벨 울리기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 아동이 교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신감과 성취경

험을 통한 자기효능감이 증진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매 차시의 

실천일지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함으로써 행위관련 감정과 성취경

험을 느끼도록 교육한 것도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 것으로 생각

된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

연구(Hong, 2006)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인간행동의 

변화에 대한 주요 결정인자로서 행동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재확인되었다. 

행위관련 감정 또한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위관련 감정상태가 좋을

수록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행위관련 감

정이 건강증진행위 수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Kim, 2006) 결과와 일치한다. 인간의 감정상태는 행위계획과 행

위를 반복하거나 오래 지속하는 행위의 수행에 영향을 주며

(Pender, 1996), 행위의도의 결정요소는 그 행동 수행에 대한 감정

이므로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감정적인 영

역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 차시 시작 전에 일주일 동

안 건강생활을 실천하면서 느낀 감정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보게 

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감정을 서로 공유한 

것이 효과를 준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지지는 부모나 가족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는데 얼마나 도

움을 주고 있는가를 본 것으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시간이 흐름

에 따라 가족지지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암 예방 건강생활 

실천에 부모와 가족의 관심과 격려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 차시마다 그날 배우고 실천해야 할 내용을 가정

통신문에 요약하여 부모에게 보여줌으로써 부모가 암 예방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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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아동의 실천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한 것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건강증진행위에 사회적지지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

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Kim & Lee, 2008).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사회적지지로서 부모와 가족의 지지만 조사하고 학령기 아동

에게 중요한 또래 간의 지지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제

한점이 있어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결과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은 지각된 유익성

과 상황적 영향에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유

익성은 암 예방 건강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앞으로 미래생활이 유

익하고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암 예

방이 아동에게는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아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암 예방 건강생활의 실천이 근본적

으로 성인이 되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

에 지각된 유익성을 향상시켜 긍정적인 행위변화를 줄 수 있는 중

재방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상황적 영향은 암 예방 건강생활을 

실천하는데 방해가 되는 친구나 가족, 학교와 학원수업, 주변환경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고 있지만 학

교와 학원수업, 경제적 문제 등과 같이 아동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포함되어 있어 그 효과를 보기 힘들었던 것으로 생각

되며, 추후에는 아동이 스스로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재 측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

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실험도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건강

생활 실천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나

는야 몸짱·마음짱·건강짱」을 사용하였고, 연구결과 암 예방 건강

생활 지식,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자기효능감, 행위관련 감정, 가

족지지에 영향을 주어 건강생활 실천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암 예방 건강생활 교육

프로그램은 학령기 후기 아동의 건강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

략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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