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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대
학생활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C도에 소재하는 1개 대
학의 간호대학생 191명이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와 대학생활적응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379, p<.001),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건강증진행위와 건강상태였으며, 대학생활적응을 19.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dj. R2=.199, 
p<.001).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건강증진행위를 높이고 건강상태를 개선
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안이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 간호대학생, 코로나, 건강상태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adaptation to college of nursing students and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to college in the COVID era. The subjects were consisted of 191 nursing students from J 
University in province C. Data were analyzed based on frequency, percentile, mean,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s.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each other. Health promotion behavior had the 
strongest influence o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followed by health level; these factors 
accounted for 19.9% of the total variance in adaptation to college among nursing students(A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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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199, p<.001). Overall adaptation to college can be improved by health promotion behavior 
enhancement program.

Keywords : health promotion behavior, adaptation to college, nursing students, COVID-19, health 
level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3월 WHO가 COVID-19 팬데믹을 선
언한 지 벌써 2년 7개월이 지나고 있으며 백신 
접종과 정부의 체계적인 방역 관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으로 재유행이 
반복되어 완전한 종식의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엔데믹 시대’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의 
어려움 및 고립감 등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수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으며[1], 대학생들 역시 실
질적인 캠퍼스 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울감과 불
안, 무기력, 분노, 혼란 등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 특히 COV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로 임상현장이나 지역사회 
현장실습이 매우 제한적인 현실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업, 
대인관계 및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말한다[4]. 여기에는 대
학에서 진행하는 여러 학업적 요구에 적응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학업적 적응, 대학이라는 사회에 
적응하는 것과 대인관계의 적응 정도를 확인하는 
사회적 적응, 심리적-신체적 건강 문제 등을 확
인하는 정서적-신체적 적응, 마지막으로 대학에 
대한 만족도와 애착의 정도를 확인하는 대학 애
착 적응의 5가지 하위 요인으로 설명된다[5]. 대
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스
트레스, 불안,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등의 심리
적 요인과 규칙적인 식습관이나 운동 같은 신체
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은 
주로 심리적 요인에 대한 것으로 신체적 건강상
태를 변수로 진행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6-9].
  대학생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으로 넘어가는 
초기 성인기로 분류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사망

률이나 질병 이환율이 비교적 낮아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이후 더 나은 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질병에 관심과 지식이 부족
하며 학업성적 및 취업 문제와 같은 다양한 스트
레스로 음주, 흡연 등의 불건전한 건강행위를 하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특히 간호대학생은 향후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다루고, 그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건강관리를 
실천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미래에 대상자들의 바
람직한 건강행위를 영위하도록 건강교육자 및 건
강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11], 선
행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건
강증진행위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
고되었다[12-14]. 건강증진행위는 자아인식의 향
상, 자기만족, 기쁨,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
를 최대화하여 고도의 건강을 향해 움직이도록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환경에 반응하는 것을 의
미하며, 개인이나 집단이 최적의 건강상태를 이루
고, 자아실현 및 개인적 욕구충족을 위한 행위로
서 건강증진 생활양식으로 나타난다[15]. 김용국
과 주현은 건강증진을 위한 양식을 실천하는 것
이 대학생활적응 수준에 긍정적인 도움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16], 양남영과 문선영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행위와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17]. 그러나 2년 
넘게 지속된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건강
증진행위와 대학생활적응의 실태와 그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년간의 팬데믹 상황을 경
험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성공적
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
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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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행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
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Ÿ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를 파악한다. 
Ÿ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Ÿ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과 대학
생활적응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21년 12월6일부
터 12월17일까지였다. 대상자는 C도 소재 J대학
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 연구의 취
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
한 192명을 임의 표출하였다.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 동의서 작성의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연구가 종료되면 설문지가 
폐기처리 됨을 설명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프로그
램 G Power 3.1.3을 이용하여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95를 유지하기 
위한 표본 수를 분석한 결과 139명인 것을 근거
로 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과 누락 등을 고려하
여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답변이 완
료되지 않은 부적절한 설문을 제외하고 총 191부
가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 일반
적 특성 4문항, 건강증진행위 46문항, 대학생활적
응 25문항 총 7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건강증진행위
  Walker 등이 개발하고[18] 서연옥이 번안하여 
수정한 건강증진 생활양식(Health Promotion 
Life Style Profile) 도구를[19] 대학생에 맞춰 일
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0]. 총 46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아실현 관련 문항 11
개, 건강 책임 관련 문항 10개, 운동 관련 문항 

4개, 영양 관련 문항 7개, 대인관계 관련 문항 7
개, 스트레스 관리 관련 문항 7개로 구성되어 있
다. 1점에서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휘 수행정도가 좋음을 의미
하며, 서연옥의 연구에서 Chronbach α 값은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 α 값은 
.66이었다.

  2.3.2. 대학생활적응
  Baker와 Siryk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을 알 수 
있는 검사 도구(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를[5] 이윤정이 번안하고 수정한 
대학생활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21]. 총 25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신
체적 적응과 대학에 대한 애착 등 5개의 하위 요
인으로 5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1점에서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좋음을 의미하며 이윤정의 연구에서 
Chronbach α 값은 .85였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 α 값은 .65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증
진행위, 대학생활적응에 대하여 서술적 통계분석
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
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Ducan-test를 실시하
였다. 건강증진행위와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특성은 Tabel 1과 같다. 1
학년이 53명(27.7%), 2학년이 38명(19.9%), 3학
년이 58명(30.4%), 4학년이 42명(22.0%) 이었고 
동거인 수는 3명이 61명(31.9%), 4명 이상이 55
명(28.8%), 1명 47명(24.6%), 2명 28명(14.7%) 
순이었다. 대상자들의 18.8%가 건강상태가 나쁘
다고 답하였으며, 나머지는 보통 이상의 건강상태
인 것으로 답하였고, 18명(9.4%)이 COVID-19 
감염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
료수집의 시기는 2021년 12월로 아직 오미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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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rades

1 53(27.7)

2 38(19.9)

3 58(30.4)

4 42(22.0)

Residents per household

1 47(24.6)

2 28(14.7)

3 61(31.9)

more than 4 55(28.8)

Health Level

Very Healthy 25(13.1)

Healthy 55(28.8)

Moderate 75(39.3)

Unhealthy 36(18.8)

Experience of Contracting COVID-19
N 173(90.6)

Y 18(9.4)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ants                                                 (N=191)

Variables M±SD Reference range

Health promotion behavior
  Self Actualization
  Responsibility over Health
  Exercise
  Nutrition
  Interpersonal Relations
  Stress Management

2.47±0.33
2.89±0.31
2.41±0.46
2.11±0.75
2.31±0.50
2.91±0.33
2.75±0.37

1.49∼3.96
1.00∼4.00
1.20∼4.00
1.00∼4.00
1.00∼4.00
1.71∼4.00
1.14∼4.00

Adaptation to College
  Academic adj.
  Social adj.
  Psycological adj.
  Physical adj.
  atacchemtn to college

3.18±0.56
2.81±0.73
3.52±0.65
3.28±0.90
3.06±0.63
3.22±0.69

1.68∼4.48
1.00∼4.80
1.60∼5.00
1.00∼5.00
1.60∼4.80
1.20∼5.00

Table 2.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Adaptation to College                           (N=191)

변이가 발생하기 전이며 당시의 COVID-19의 
감염경험자 비율을 나타낸다.

3.2.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와 대학생활적응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와 대학생활적응은 Table 
2와 같다. 
  건강증진행위 점수는 4점 만점에 2.47점으로 
중간이상의 건강증진행위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같은 도구로 일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증

진행위를 연구한 김나경의 2.68보다 낮은 수준이
었다[10]. 두 연구 모두 연구자의 편의표집에 의
해 제한된 대학에서 자료수집 되었다는 점을 고
려하면 일반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의 차이로 해석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도 간
호대학생이 일반대학생보다 건강증진행위가 높지
는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2-14]. 이는 간호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3학년이 되어야 본격적인 
전공교과목과 건강증진 관련 간호에 대해 배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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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를 배워서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건강증진
과 관련된 개인적 습관이 바로 수정되는 것이 아
니므로 일반 대학생과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여
겨진다. 실제 본 연구 결과에서도 4학년의 건강
증진행위 점수가 이전 학년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이준영, 
송영숙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며[12] 학년이 높아
질수록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아진다는 연구와
도 맥을 같이 한다[22, 23]. 
  건강증진행위의 하위영역에서 대인관계 영역이 
2.91점으로 가장 높았고, 운동영역의 점수가 2.11
점으로 가장 낮아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17, 24]. 간호대학생의 경우 전공 특
성상 강의뿐 아니라 실습을 통해 원만한 대인관
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많이 노력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건강증진행위의 하부영역 중 많
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운동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는데 신체적 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시도가 필요하며 특
히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및 건강관리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점수는 5점 만점에서 
3.18±0.56으로 같은 도구로 코로나-19 유행 이
후 수행된 김나경의 3.15±0.54와 비슷한 수준이
었고[10],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연구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된 3.21±0.50점, 3.23±0.43점, 
3.20±0.52점보다 다소 낮았다[6, 9, 25]. 이는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 대면수업이 진행되던 시기
가 비대면 수업보다는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위요인 중에서는 사회적 적응 점수가 3.52± 
0.6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학업적 적
응 점수가 2.81±0.81로 가장 낮아 비대면 수업
의 영향으로 학업적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는 실습교육이 교
육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간호학과의 특
성도 일정부분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양남영과 문선영
의 연구에서는 하부영역 중 학업활동의 적응이 
가장 높았으며 봉사활동과 같은 교외활동의 적응
점수가 가장 낮게 보고되었다[17]. 측정도구와 측
정시기가 달라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쳤을 것
이라 생각되며 반복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와 
대학생활적응은 Table 3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살펴보
면 건강증진행위와 대학생활적응 모두 4학년이 
1, 2, 3학년보다 높았다. 김수영과 양수정의 연구
에서는 3, 4학년의 건강증진생활양식 점수가 높
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였으며 이는 건
강증진행위 향상을 위해 학년별 맞춤 교육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14].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은 4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대
학생활경험이 많은 4학년에게는 당연한 결과이지
만, 1, 2, 3학년이 비슷한 수준의 대학생활적응 
점수를 보여주어 코로나 시기 간호대학생들의 대
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하다고 답한 대상자의 건
강증진행위 점수가 가장 높고, 보통이라고 답한 
대상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건강하
지 않다고 답한 대상자보다 보통이라고 답한 대
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더 낮은 것은 코로
나로 인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 대상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보통이라고 답
한 대상자보다 다소나마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
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건강상태에 따른 대학
생활적응 점수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본
인이 매우 건강하다고 인지한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높았다.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다혜의 연구에서 건강
상태는 ‘상’,‘중’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대학생활적
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26]. 
또 선행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기효능감을 보고
하였는데[27-29], 이전에 없었던 팬데믹 상황에
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얼마나 잘 할수 
있는지에 중요한 요인이며 이에 따라 대학생활적
응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3.4. 건강증진행위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와 대학생활적응간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건강증
진행위와 대학생활적응은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여(r=.379, p<.001),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을
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29],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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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health promotion 

behavior
p

Adaptation to 
College

p

Grades

1 53(27.7) 2.30±.19 a
40.923
(.000)
a<b

2.55±.24 a
59.925
(.000)
a<b

2 38(19.9) 2.43±.20 a 2.67±.25 a

3 58(30.4) 2.38±.23 a 2.55±.26 a

4 42(22.0) 2.85±.38 b 3.34±.51 b

Residents per 
household

1 47(24.6) 2.40±.30

1.223
(.303)

2.72±.49

0.202
(.895)

2 28(14.7) 2.52±.39 2.72±.38

3 61(31.9) 2.49±.33 2.76±.48

more than 4 55(28.8) 2.50±.32 2.78±.42

Health Level

Very Healthy 25(13.1) 2.65±.64 a
3.578
(.016)
a>b>c

3.05±.89 a
4.756
(.003)
a>b

Healthy 55(28.8) 2.49±.34 b 2.74±.48 b

Moderate 75(39.3) 2.41±.18 c 2.66±.21 b

Unhealthy 36(18.8) 2.47±.18 b 2.73±.22 b

Experience of 
Contracting 
COVID-19

N 173(90.6) 2.48±.34 0.560
(.576)

2.75±.47 0.381
(.704)Y 18(9.4) 2.43±.23 2.71±.28

Table 3. Differences of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N=191)

 

Variables health promotion behavior r(p)

Adaptation to College .379(<.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Adaptation to College         (N=191)

[30] 대학생활적응을 통해 부족한 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여겨진다. 
  
3.5.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인 건강증진행위와 일반적 특성 중 
대학생활적응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변수
인 학년, 건강상태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명목변수는 가변수 처리하였고 독립변수들 간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다중공선선 검사를 실시
한 결과 공차가 1.0이하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230∼1.919로 나타나 이러한 문제는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지수는 1.894로 

2에 근접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
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F=16.761, p<.001) 설명력은 19.9% 
이었다(Adj. R2=.199).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건강증진행위(t= 
4.373, p<.001), 건강상태(t=3.987, p<.001)로 나
타났다. 
  김종화와 한지영은 건강증진행위가 대학생활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한 바 있는데, 
특히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응에 
46.0%라는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고 보고 하였다
[31]. 본 연구에서는 모든 하위영역을 나누어 따
로 분석하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건강증
진행위 하위요인 중 자아실현 및 대인관계, 신체
활동 및 신체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 등



Vol. 39 No. 5 (2022) 코로나 시대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와 대학생활적응   7

- 689 -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166 0.343 3.397 <.001

Health promotion 0.616 0.141 0.362 4.373 <.001

Health Level 0.173 0.043 0.287 3.987 <.001

F=16.761, Adj. R2= .199, p<.001

Table 5. Affected Factors of Adaptation to College                                       (N=191)

 

이 대학생활적응과 높은 관련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건강증진행위가 대
학생의 스트레스 증상 관련이 있으며 학교생활만
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그 흐
름을 같이한다[29, 32]. 건강상태 역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건강
상태가 좋은 학생이 대학생활적응을 잘한다는 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건강
상태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30].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건강증진행위를 높이고 
건강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안이 대
학내에서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본 연구는 코로나시대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
행위와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대
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와 대학생
활적응은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여(r=.379, 
p<.001)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증진행위와 일반적 특성 중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 건강상태를 독
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19.9%이었다(Adj. R2=.199, 
p<.001)따라서 추후 대학생활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효율적인 건강증진행위를 유도하는 건강
관리 및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와 대학생활적응이라는 두 

가지 변수의 관계만을 확인하였으며 대상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만한 일반적 특성의 구체적 
내용들이 부족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
한이 있다. 추후 여러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코로나 발생 추이에 따른 간호대학생들의 
건강증진행위와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하며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대학생의 개
별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행위와 건강관리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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