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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사회는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구의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1].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의 유병률 또한 증가

하고 있으며, 단지 생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질병과 장애가 없는 건강한 

간호대학생의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자가간호역량이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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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o survey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for their health literacy, self-care agency,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to analyze their related factors. Methods: The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228 students in two nursing college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with scheff’e te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In this study, nursing students health literacy 
14.37 ± 2.00, self-care agency was 158.10 ± 26.62 points, health promotion behavior were 145.67 ± 35.10 points. This result was higher than the previous 
study. The subjects’ health literacy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care agency (r = 0.60, p< 0.001),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health promoting behavior (r = 0.25, p< 0.001), and self-care agency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health promoting behavior (r = 0.39, 
p< 0.001).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 showed that self-care agency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p= 0.001), followed by health literacy (p= 0.048). In the regression analysis, self-care agency and health literacy were significant predictors and 
explained 23.0% (p< 0.001)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Conclusions: Results of this study have suggested that self-care agency and health literacy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health literacy and self-care agency, and the systematic education strategy and education pro-
gram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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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국민건강증진 종

합계획을 세우고 2020년까지 ‘건강수명 75세’를 목표로 건강증진 정책

을 펼치고 있으며[1], 보건의료 서비스는 점차 질병의 치료에서 예방과 

생활습관 관리 등을 통한 건강증진 행위의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나

아가고 있다[2]. 

건강증진 행위는 개인이나 집단이 최적의 안녕 상태를 이루고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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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및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유지∙증진하려는 행위[3]로서 인지∙사회

∙신체∙정서적 특성 및 개인의 경험과 성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며, 개인의 건강상태와 미래의 질병발생 경향을 예측[4]할 수 있

다. 이러한 건강증진 행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증진 행

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선행연구

들에서는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가 효능감, 자아존

중감, 지각된 건강상태, 낙관성과 비관성 등이 대표적[5]이었으며, 최근

에는 건강정보 이해능력(health literacy)이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2].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개인이 건강과 관련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

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와 정보를 정확하게 얻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능력[6]으로, 건강행위에 대한 동기와 의도를 높여 건강행위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또한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높

은 경우 스트레스와 신체증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건강한 

생활습관과도 관련이 있다[8]고 하였다.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Pender [3]는 자가

간호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는 건강증진 행위란 개인의 안녕 수준의 유

지∙증진, 자아완성, 성숙을 위한 행위이며, 자가간호를 건강증진과 질

병예방을 위한 개념으로 보았다. 또한 Orem [9]은 이러한 자가간호를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이 자가간호역량(self-care agency)이라 정의하며, 

자가간호는 그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인 자가간호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자가간호역량

이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10]고 하였으며, 만성질환을 가진 사

람들의 독립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11]고 하였다. 

이처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관

심과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비만, 

흡연, 음주와 같은 건강지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20대의 경

우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행

동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

를 살펴보면, 20대의 비만율은 2010년 20.5%에서 2015년 23.5%로 오히

려 증가를 보이고 있다[1]. 이뿐만 아니라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

과 흡연율의 경우 60-69세 14.1%, 70세 이상 9.0%인데 반해 19-29세의 

경우 23.7%로 나타났으며, 음주율 또한 60-69세 25.5%, 70세 이상 

10.9%인데 반해 19-29세의 경우 48.5%로 더 높게 나타났다[1]. 이 외에

도 대학생의 건강증진 행위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생은 전반적으로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관심이 적고 지식도 

충분하지 않으며 건강증진 행위 및 건강에 대한 인식도 바람직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12].

대학생 시기는 건강행위를 수정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이며, 이 시

기에 형성된 건강습관은 중 ∙장년기,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13]고 하였다. 또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

둔 상황에서 올바른 건강증진 행위는 건강수명을 증가시키고, 인구 고

령화로 인한 국가 의료비 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건

강증진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건강과 안위를 유지∙증진

하기 위해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자가간호역량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대학생들 중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개인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예비 간호사로서 추후 환자나 지역사회 

대상자들이 정확한 건강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가간호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

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건강증진 행위의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건강정보 이해능력, 자가간호역

량, 건강증진 행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와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 행위 향상

을 위한 교육전략과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건강정보 이해능력, 자가간호역량, 건강증진 행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건강정보 이해능력, 자가간호역량, 건강증진 행위 간

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건강정보 이해능력, 자가간호역량, 건강증

진 행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와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 경북 소재의 대학 2곳의 간호학과 재학생

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편의 추출 방

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 G*Power 3.1.9.2 

Program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 수준 0.05, 검정력 0.95, 

효과 크기 0.15로 설정하여 산출된 표본 수는 199명이었으며,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40의 대상자를 임의 표출하였다. 배부된 240부의 설

문지 중 232부가 회수되었으며, 본 연구는 설문에 대한 응답이 불충분

한 4부를 제외한 총 228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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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구

건강정보 이해능력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Kang and Lee [14]가 개발한 Korean Health 

Literacy Instrument를 사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외국에서 개발된 건강 

관련 용어를 번역하여 주관적 이해 여부를 표시하거나, 영양 성분표를 

이용한 측정법과는 달리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약안내서, 진

료예약서 등과 같은 서식을 활용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 가

장 적합하다 생각된다. 이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기능적 건강정보 이

해능력 6문항, 상호적 건강정보 이해능력 6문항, 비판적 건강정보 이해

능력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18점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정보 이해능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0.82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0.76이었다.

자가간호역량

자가간호역량은 Geden and Taylor [15]가 개발한 Self-As-Carer In-

ventory를 So [16]가 한국판으로 수정∙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4개 문항으로 인지적 측면 11문항, 신체적 기술 9문항, 의사

결정 및 판단 과정 5문항, 정보추구 행위 4문항, 자기조절에 관한 인식 

2문항, 자기관리에 대한 주의력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4점 만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Geden 

and Taylor [15]의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0.96이었으며, So [16]의 연구

에서는 0.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84이었다.

건강증진 행위

건강증진 행위는 Walker et al. [17]이 개발한 Health Promotion Life-

style Profile을 Seo [18]가 한국판으로 수정∙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2문항으로 건강 책임감 9문항, 운동 8문항, 영양 9문항, 

정신적 성장 9문항, 대인관계 9문항, 스트레스 관리 8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실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Walker et al. [17]의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0.94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0.96이었다.

윤리적 고려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2018-0008)을 받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 모집에 있어 연구목적 

및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

부, 설문지 작성 도중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연구 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8년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수집하였다. 배부된 

240부의 설문지 중 232부가 회수되었으며, 설문에 대한 응답이 불충분

한 4부를 제외한 총 228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 0.05를 기준으로 검

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정보 이해능력, 자가간호역량, 건강

증진 행위는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정보 이해능력, 자가간호역량, 건강증진 행위는 t-test

와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건

강정보 이해능력, 자가간호역량, 건강증진 행위 간의 상관관계는 Pear-

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

행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86.4% (197명)이

었으며,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각 21.9% (50명), 4학년이 34.3% (78명)이

었다. 학교 성적은 상위권이 48.7% (111명)로 가장 많았고, 거주상태는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75.0% (171명), 월평균 가구소득은 월 300-350

만 원 미만이 42.5% (97명)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 

57.9% (132명), 보통 30.7% (70명), 나쁨 12.3% (2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강 관심도는 높음 41.7% (95명), 보통 46.1% (105명), 낮음 12.3% (28명)

이었다. 입원 경험 유 ∙무에서는 경험이 없는 경우가 75.4% (172명)이었

으며, 건강정보 획득 방법은 인터넷에서 얻는 경우가 46.5% (106명)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자가간호역량, 건강증진 행위

연구대상자의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기능적 건강정보 이해능력 4.34

점, 상호적 건강정보 이해능력 4.89점, 비판적 건강정보 이해능력 5.14

점으로 비판적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가간호역량은 인지적 측면이 50.2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기술 43.57점, 의사결정 및 판단 과정 23.78점, 정보추구 행위 16.76점이

었으며, 자기조절에 대한 인식은 7.77점으로 가장 낮았고 자기관리를 

위한 주의력 15.98점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 행위는 건강 책임감 24.27점, 운동 18.25점, 영양 23.68점, 

정신적 성장 28.78점, 대인관계 28.91점, 스트레스 관리 21.76점으로 대

인관계가 가장 높고 운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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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01), 건강 관심도(p = 0.03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 

검정 결과 학교 성적이 하위권보다는 중위권, 중위권보다는 상위권일 

경우(a >b> c),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과 나쁨일 경우보다 좋음일 때

(a >b,c) 자가간호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에서는 성별(p< 0.001), 학교 성적

(p = 0.039), 월평균 가구소득(p = 0.012), 주관적 건강상태(p< 0.001), 건

강 관심도(p = 0.037), 입원 경험 유무(p = 0.027), 건강정보 획득 방법

(p = 0.023)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 검정 결과 남학생보

다 여학생(a<b),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일 때보다 좋음이거나 나쁨일 

경우(a,c >b) 건강증진 행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3).

대상자의 건강정보 이해능력, 자가간호역량, 건강증진 행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자가간호역량, 건강증진 행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자가간호역량 간의 상관관

계는 r= 0.60 (p< 0.001),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건강증진 행위 간의 상관

관계는 r= 0.25 (p< 0.001)로 양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자가간호역량과 

건강증진 행위의 상관관계에서도 r= 0.39 (p< 0.001)로 전체적으로 양

의 상관성을 나타냈다(Table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자가간호역량, 

건강증진 행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정보 이해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를 살펴보면, 성별(p = 0.016), 연령(p< 0.001), 학년

(p< 0.001), 학교 성적(p< 0.001), 거주상태(p = 0.026), 월평균 가구소득

(p = 0.013), 주관적 건강상태(p< 0.001), 건강 관심도(p = 0.045), 건강정

보 획득 방법(p = 0.013)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연령은 19-20세

보다 21-22와 23세 이상일 때(a <b,c), 학년은 1, 2학년보다, 3, 4학년

(a,b <c,d), 학교 성적에 따라서는 하위권보다는 중위권이, 중위권보다

는 상위권의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더 높았으며(a >b > c), 월평균 가구

소득은 월 250만 원 미만보다 월 250만 원 이상일 때(a <b,c,d),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과 나쁨일 때보다 좋음일 때(a >b,c) 건강정보 이해능

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역량은 성별(p = 0.031), 연령(p = 0.022), 

학교 성적(p < 0.001), 월평균 가구소득(p < 0.001), 주관적 건강상태

Table 2. Health literacy, self care agency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n=228)

Variables Mean±SD Range

Health literacy Functional health literacy 4.34±1.01 2-6
Interactive health literacy 4.89±0.90 3-6
Critical health literacy 5.14±0.50 4-6

Total 14.37±2.00 12-18
Self care agency Cognitive aspects of  

self-cares
50.23±7.76 34-60

Physical skills 43.57±6.78 30-53
Judgement & decision  

making process
23.78±6.12 11-30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16.76±2.71 11-19

Perception of  
self-monitoring

7.77±0.85 6-10

Attention to  
self-management

15.98±2.84 10-18

Total 158.10±26.62 102-186
Health  

promoting  
behavior

Health responsibility 24.27±6.26 14-30
Exercise 18.25±4.68 11-23
Nutrition 23.68±5.60 16-30
Spiritual development 28.78±7.07 17-35
Interpersonal support 28.91±6.24 19-35
Stress management 21.76±5.46 13-27

Total 145.67±35.10 90-180

SD, 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2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Male 31 (13.6)
Female 197 (86.4)

Age (y) 19-20 79 (34.6)
21-22 119 (52.2)
≥23 30 (13.2)

Grade 1th 50 (21.9)
2th 50 (21.9)
3ht 50 (21.9)
4th 78 (34.3)

Academic performance High 111 (48.7)
Medium 75 (32.9)
Low 42 (18.4)

Living with family Yes 171 (75.0)
No 57 (25.0)

Family income  
(10,000 Won/mon)

<250 21 (9.2)
250-299 48 (21.1)
300-349 97 (42.5)
≥350 62 (27.2)

Self rated health status Good 132 (57.9)
Not bad 70 (30.7)
Poor 26 (12.3)

Health concern High 95 (41.7)
Medium 105 (46.1)
Low 28 (12.3)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56 (24.6)
No 172 (75.4)

Channels of health  
information 

TV, Radio 56 (24.6)
Internet 106 (46.5)
College education 66 (28.9)

Total 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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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일

반적 특성이 포함된 Model 1의 설명력은 19.0%이었으며, 성별(β = 0.15, 

p= 0.042), 월평균 가구소득(β = 0.33, p= 0.001), 건강 관심도(β = 0.39, p<  

0.001), 입원 경험 유무(β = 0.46, p< 0.001)가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가간호역량이 포함된 Model 2의 설명력은 

24.0%로 성별(β = 0.15, p = 0.042), 건강 관심도(β = 0.17, p = 0.028), 입원 

경험 유무(β = 0.24, p = 0.037), 자가간호역량(β = 0.35, p< 0.001)이 건강

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자가간호

역량,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포함된 Model 3의 설명력은 23.0%로 자가

간호역량(β = 0.33, p = 0.001)이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었으며,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의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β = 0.12 (p =  

0.048)만큼 건강증진 행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5). 

고  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건강정보 이해능력, 자가간호역량, 건강증

진 행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와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 행위를 향상하기 위한 교육전

Table 3. Differences in Health literacy, self care ability,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28)

Characteristics
Health literacy Self care ability Health promoting behavior

M±SD t/F (p) M±SD t/F (p) M±SD t/F (p)

Sex Malea 14.84±2.18 1.41 (0.016) 162.65±24.18 1.02 (0.031) 139.61±35.29 -1.04 (<0.001) 
(a<b)†Femaleb 14.29±1.96 157.38±26.97 146.62±35.06

Age (y) 19-20a 13.37±0.93 18.98 (<0.001)
(a<b,c)† 

152.97±27.74 3.89 (0.022) 145.87±34.98 0.66 (0.518)
21-22b 14.77±2.23 158.88±27.44 143.89±36.51
≥23c 15.40±2.00 168.47±14.98 152.13±29.53

Grade 1tha 13.40±0.93 16.96 (<0.001) 
(a,b<c,d)† 

153.34±27.81 1.88 (0.133) 147.28±34.27 0.18 (0.911)
2thb 13.40±0.93 155.44±26.86 146.60±33.94
3thc 15.20±2.42 156.86±27.50 142.56±36.17
4thd 15.08±2.18 163.64±24.58 146.03±36.19

Academic performance Higha 15.01±2.03 16.18 (<0.001) 
(a>b>c)† 

166.45±20.61 15.45 (<0.001) 
(a>b>c)†

147.77±32.64 3.30 (0.039)
Mediumb 14.11±1.91 154.72±27.68 149.47±34.60
Lowc 13.14±1.26 142.05±30.43 133.33±40.09

Living with family Yes 14.54±1.99 2.24 (0.026) 160.00±25.73 1.78 (0.078) 144.05±34.70 -1.21 (0.228)
No 13.86±1.92 152.39±28.60 150.53±36.14

Family income  
(10,000 Won/mon) 

<250a 13.05±1.02 3.65 (0.013)
(a<b,c,d)† 

137.71±30.93 9.44 (<0.001) 137.62±40.53 3.71 (0.012)
250-299b 14.42±2.58 148.60±35.33 133.33±43.16
300-349c 14.45±1.69 164.27±18.45 152.39±28.43
≥350d 14.65±2.04 162.69±23.00 147.42±33.48

Self rated health status Gooda 15.03±2.00 20.45 (<0.001)
(a>b,c)† 

167.65±19.45 24.72 (<0.001) 
(a>b,c)† 

150.06±31.13 7.97 (<0.001)
 (a,c>b)† Not badb 13.54±1.77 143.80±30.56 132.69±39.40

Poorc 13.23±0.99 148.08±26.70 158.31±32.93
Health concern High 14.72±1.91 2.94 (0.045) 163.32±20.83 3.44 (0.034) 145.20±33.93 3.40 (0.037)

Medium 14.04±1.90 155.18±28.49 147.45±34.79
Low 14.43±2.46 151.32±33.79 140.57±40.55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14.44±2.09 1.10 (0.276) 158.48±27.49 3.78 (0.706) 136.68±32.48 2.23 (0.027)
No 14.14±1.65 156.93±23.93 148.59±35.51

Channels of health  
information 

TV, Radio 14.68±2.17 3.09 (0.047) 160.57±24.47 2.16 (0.119) 156.43±32.79 3.85 (0.023)
Internet 14.02±1.84 154.25±28.47 140.62±34.33
College education 14.67±2.03 162.18±24.72 144.64±36.70

M±SD, mean±standard deviation.
†Scheffé test.

Table 4. Correlation among health literacy, self-care ability, and health pro-
moting behavior

Variables
Health literacy  

r (p)
Self-care agency  

r (p)

Health literacy
Self-care agency 0.60 (<0.001)
Health promoting behavior 0.25 (<0.001) 0.3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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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과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

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18점 기준에서 평

균 14.37± 2.00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구 개발 

시 Kang and Lee [14]의 11.98 ± 3.88점, 같은 도구를 사용한 Jo [19]의 

11.17± 3.48점보다 높았는데,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

로 건강정보 이해능력을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는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은 간호교육과정으로 다

른 그룹에 비해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와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수강 여부에 따른 보건인식

∙태도∙지식의 차이에 관한 Suh and Kim [20]의 연구에서는 보건교육

을 수강한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보건인식 및 지식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Park and Kim [21]의 간호대생과 비보건계열 여대생의 

e-헬스 리터러시와 자가간호역량 비교 연구에서 간호대생이 비보건계

열 대학생보다 e-헬스 리터러시가 높게 측정된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교육을 통하여 향상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건강정보 이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전

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간호대학생의 자가간호역량을 살펴보면, 204점 기준에서 평균 

158.10 ± 26.62점으로 자가간호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들보다 높게 나타

났다. 1992년 So [16]의 연구에서 20대를 대상으로 자가간호역량 측정

도구 개발 시에는 137.00 ± 21.95점이었으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Park et al. [10]의 연구에서 자가간호역량은 134.62 ± 27.40

점,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 et al. [11]의 연구에서는 76.48 ±15.77

점이었다. 이처럼 자가간호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나타났다고 

생각되며, So [16]의 연구에서도 발달 정도가 자가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어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보다 간호대학생의 자가

간호역량이 더 높음을 지지하는 결과라 해석된다. 이 외에도 기존 자

가간호역량에 관한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가간호

역량의 6가지 하부 영역 중 정보추구 행위, 자기조절에 대한 인식, 자기

관리를 위한 주의력 영역이 선행연구들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 또한 기존 연구들과 본 연구의 대상자 차이에 기인한 결과라 사

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은 88.6%가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은 질환이 있는 대상자들에 비

해 질병에 대한 정보추구나 자기조절, 자기관리에 대한 적극성이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학생 시기의 건강관리는 중 ∙장

년기, 노년기의 건강과 앞으로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13]라 하였다. 단지 생명의 연장만이 아닌 건강한 삶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는 요즘, 질병이 없는 대상자들도 건강수명 증가와 질병예방, 

생활습관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문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

며,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자기조절, 자기관리, 자가간호역량의 중요성

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경우 

Table 5. Influencing factors in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subjects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p B β p B β p

(constant) -80.26 0.035 -39.39 0.303 -40.87 0.287
Sex† 15.25 0.15 0.042 15.15 0.15 0.037 15.12 0.15 0.057
Age 8.33 0.16 0.105 7.95 0.15 0.111 7.62 0.14 0.129
Grade -1.72 -0.09 0.271 -1.49 -0.08 0.284 -1.80 -0.09 0.326
Academic performance 1.78 0.04 0.715 2.81 0.06 0.553 2.68 0.06 0.572
Living with family† -0.58 -0.01 0.956 9.73 0.12 0.355 10.08 0.13 0.340
Family income 12.75 0.33 0.001 2.45 0.06 0.591 1.98 0.05 0.668
Self- rated health status 7.38 0.15 0.065 0.00 0.00 0.999 -0.73 -0.01 0.870
Health concern 20.07 0.39 <0.001 8.91 0.17 0.028 8.33 0.16 0.056
Hospitalization experience† 37.20 0.46 <0.001 19.74 0.24 0.037 18.71 0.23 0.052
Channels of health information 1† 12.41 0.15 0.090 5.44 0.07 0.457 4.72 0.06 0.524
Channels of health information 2† -0.54 -0.01 0.929 -5.02 -0.07 0.405 -5.56 -0.07 0.361
Self-care ability 0.45 0.35 <0.001 0.43 0.33 0.001
Health literacy 0.17 0.12 0.048

F (p)=5.39 (<0.001)
R2 =0.23
Adjusted R2 =0.19

F (p)=5.49 (<0.001)
R2 =0.25
Adjusted R2 =0.24

F (p)=6.44 (<0.001)
R2 =0.27
Adjusted R2 =0.23

†Dummy variable=sex: female (ref=male); living with family: no (ref=yes); hospitalization experience: no (ref=yes); channels of health information 1: TV, 
radio (ref=internet); channels of health information 2: college education (ref=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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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뿐만 아니라 대상자들 또한 건강과 질병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스

스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가간호의 중요성[22]을 이해시켜야 

하며 간호대학생의 자가간호역량을 파악하고, 역량의 유지∙증진을 위

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자가간호역량, 건

강증진 행위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상자의 건강

증진 행위는 건강정보 이해능력, 자가간호역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Oh and Bark [23]의 연구나 국외의 Pignone et al. [24]의 연구

에서도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자가간호역량, 건강증진 행위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자가간호역량을 

높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건강증진 행위를 증진시킨다는 것을 지지하

는 결과라 해석된다. 또한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g [5]의 연구, 중년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Jo [19]의 연구, 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 [11]의 연구 등 기존 선행연

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간호대

학생의 건강증진 행위 증진을 위해서는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자가간

호역량을 향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전략과 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건강증진 행위는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자가간호역량을 향상함으로

써 장기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질병 유형이 감염

성 및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화하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

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자기관리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지고, 자기관리를 위해서는 올바른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필요

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평생

의 건강을 좌우하는 초석이 되는 대학생 시기는 건강증진 행위 변화

를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예비 간호사로서 

대상자들의 건강증진 행위 향상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역할 모델을 

수행하게 될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건강증진 행위의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간호대학생의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자가간호역량, 건강증진 

행위를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고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건강정보 이해능력, 자가간호역량, 건강증

진 행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와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 행위를 향상하기 위한 교육전

략과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자가

간호역량, 건강증진 행위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

상자의 건강증진 행위는 건강정보 이해능력, 자가간호역량에 의해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 행위 증진

을  위해서는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자가간호역량을 향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전략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

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구, 경북 소재의 대학 2곳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

화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건강증진 행위를 향상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 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

다. 셋째, 간호대학생과 실제 임상의 간호사들의 건강정보 이해능력, 자

가간호역량, 건강증진 행위의 비교 분석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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