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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체활동은 국민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건강 행위 중에 하나로 

건강 증진과 만성 질환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1].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sedentary lifestyle)은 심혈관질환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암의 위험 요인[1-4]으로 보고되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부터 신

체활동습관을 개선하고자 성인에 대한 적정한 신체활동량을 제안하

고[1] 전 국가적으로 정책 마련과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3,4]. 

규칙적 신체활동이란 일상 활동을 포함한 움직임으로 걷기 등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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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활동부터 근력 운동까지 신체활동의 강도에 따라 일주일에 2일에

서 5일간 꾸준히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1,4]. 그러나 우리나라 19세 이

상의 70.4%의 국민이 신체활동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근력과 유산소 신체활동 권장량을 모두 만족하는 성인

의 비율은 15.6%로 여전히 신체활동이 부족하고 이 중 여성은 9.4%로 

더욱 낮게 보고되었다[5]. 

전국 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6]에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 실천율은 20.8% 정도로 보고되었다. 특히 여자 대학생의 규칙적

인 운동 실천 비율은 13.6%로 남학생의 34.2%와 차이를 보였고 신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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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량으로 측정 시에도 권장량을 충족하는 비율이 낮았다[6,7]. 또한 

여자대학생들의 신체활동량은 전공에 따라 차이를 보여 보건과학계

열 전공 학생들의 신체활동량은 예체능계열 학생의 신체활동량의 절

반수준으로 보고되었다[7]. 남녀 대학생의 신체활동에 대한 동기 요소

는 여학생의 경우 주로 체중 조절이었고 남학생의 경우 체력 관리, 사

회적 인정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8].

대학생은 초기 성인기 집단으로 자신의 생활패턴을 독립적으로 결

정하게 되는 시기이면서 신체적 발달을 완성하는 시기에 있어 대학생

의 자기관리와 건강 생활 습관의 실천은 한 국가의 건강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또한 대학생의 신체활동 부족은 다른 신체적 건강 

문제, 수면장애나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 삶의 질 저하

를 야기할 수 있어[2,3,9,11]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생

은 중 ∙고등학교처럼 대학 내에서 교과 과정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

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귀찮고 바쁘다는 이유로 하지 않고 있다[6,10-12]. 간

호대학 학생들 역시 개인 시간 부족을 이유로 건강관리 행위와 신체

활동을 할 동기가 부족하나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건강관리 행위는 전

문 직업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13].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국민건강

증진자의 역할을 담당할 간호사로서 기초체력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대상자에게 건강 행위 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에 간호대학생

의 규칙적 신체활동의 실천은 주요하며 필요 시 적극적인 간호중재의 

개입도 필요하다.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에 대상자의 건강 행위에 대한 동기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일괄 제공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유지 효과가 길지 않으므로[14] 대상자에게 건강 행위를 수용하고 유

지하기 위한 동기가 매우 중요한데[15]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도 대

상자마다 효과의 차이가 있는 것도 개인별 변화에 대한 동기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대생이나 간호학 전공 대학생을 위한 신체활동 증

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신체활동에 대한 동기 요소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범이론적 모형(Transtheoretical model, TTM)은 대상자의 동기 요소 

변화에 초점을 둔 건강 행위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로 변화하

는 과정을 변화단계(stages of change)로 설명하고 있어 실제적인 행위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대상자의 내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16]. 

TTM과 변화단계 개념은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 최근 메타 분석 연구[17]까지 진행되었으나 그 대상을 

간호대학생으로 하여 진행된 연구가 많지 않고 간호대학생의 신체활

동량에 대해 조사하거나[13,18] 운동행위 변화과정에 초점을 두어 탐

색한 연구[19]가 있었다. 

대학생의 신체활동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6,7,12]에서 대상자의 내적 동기 요소로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과 대상자의 건강상태, 사회적지지 요인 등이 언급되었고 이들은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흡연, 음주 습관, 식이 습관과 같은 다양한 건강 행위 

예측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20]. 스트레스 대처 양식은 스트레스 상

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면에서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처리하는 방식으

로[21] 대학생의 우울을 설명하는 요소로 언급되거나[22] 대상자의 건

강 행위의 조절 요인으로[23] 작용한다. 또한 스트레스와 신체활동은 

양적, 음적 영향력을 상호 가지고 있으며 이들 관계에 신체활동의 변화

단계가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어 있다[24]. 이에 대학생의 스트레

스 대처 방식이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하여 신체활동이라는 건강 행

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신체활동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이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 변화단계에 따라 어떤 의

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실제 간호대학생의 규칙적 신체활동 증진

을 위한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 변화단계의 분포를 파악

하고 신체활동 변화단계와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정도와 스

트레스 대처 유형이 관련성이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또한 규칙적 신

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여 대상자 맞춤형 간호중재 

개발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 학생들의 신체활동 변화단계 분포를 확인하고 

규칙적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 충청지역, 경남지역에 있는 4년제 대학 

3곳을 편의 표집한 간호학과 재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232개

의 설문을 배부하고 210개 설문이 취합되었고(응답률 90.5%) 설문 문

항을 완성하지 않은 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20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

다. 자료 분석에 적절한 대상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 Cohen의 공식에 

따른 G*Power program (version 3.1)을 사용하였다.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α)을 5%로 효

과크기는 본 연구와 유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7,20]의 결과

의 설명력을 참고하여 작은 효과크기(d) 0.25, 검정력(1-β) 95%로 하였

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97명으로 산출되어 대상자 수는 충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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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일개 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1041-

107-201710-HR-010-01)을 받고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자가 보고식 

구조화된 연구 설문지를 통해 진행되었다. 각 학교에서 자료의 수집은 

간호학과 교수의 설문 내용 검토 및 승인 후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연구 설명 및 설문 수거는 자료수집보조원을 통해 진행

되었다. 자료수집원이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 연구 참여의 이익과 손

해, 자발적 참여, 비밀보장과 익명성을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연구 참

여 동의서와 연구 설명서, 설문지, 회신 봉투를 함께 배포하였다. 학생

들이 작성된 설문지와 서면 동의서를 밀봉하여 수집함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자료수집보조원은 수집함에 모인 회신 봉투를 연구책임자에

게 전달하여 참여한 대상자의 설문 응답을 담당 교수나 자료수집보조

원이 알 수 없도록 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는 수집되지 않

았다.

연구 도구

신체활동 변화단계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에 대한 변화단계는 Marcus et al. [25]의 TTM

의 5단계의 변화단계로 정의하며 도구는 Schumann et al. [26]의 대상

자별 Stage of Change Scale for Exercise를 Seo [27]가 ‘규칙적 신체활동 

변화단계’로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대상자가 앞

으로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1개의 질문으

로 이루어진 도구이며 대상자는 5개의 단계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

였다. 선택에 앞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신체활동이란 건강을 위한 신체

활동을 모두 포함하며 약간 숨이 차고 땀이 나는 정도의 중등도 이상

의 신체활동을 1회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하는 것으로 정의[1]하여 안

내하였다.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고려 전(Precontempla-

tion, PC) 단계는 ‘현재 신체활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6개

월 이내에 할 생각이 없다’, 고려(Contemplation, C) 단계는 ‘현재 운동

을 하고 있지 않으나 6개월 이내에 규칙적 신체활동을 하고 싶다’, 준비

(Preparation, P) 단계는 ‘1개월 내에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시작할 것이

다’, 행동(Action, A) 단계는 ‘현재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하고 있고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 유지(Maintenance, M) 단계는 ‘규칙

적으로 신체활동을 하고 있으며 6개월이 넘었다’로 정의되었다. 본 연

구에서 규칙적 신체활동을 한다는 것은 신체활동 변화단계 유지(M) 

또는 행동(A) 단계에 있는 경우로 일주일에 3일 이상 1회 20분 이상 신

체활동을 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을 의미하는데[28] 본 연구에서는 Marcus et al. [25]이 개발한 자가 

보고식 운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도구 5문항에 대학생의 신체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인 5가지[3,11]를 추가하여 성인간호학 전공 교수 2인과 

간호관리학 전공 교수 1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아 사용하였다. 4

점 척도로 평가받은 내용타당도 지수는 3.33-4.0점이었으나 전문가 의

견에 따라 비슷한 의미의 2개 문항 중 1문항을 제거하고 9문항(in fa-

tigue, mood, time-limit, vacation, weather, cost, feeling sick, bother, ir-

regular lifestyle)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1점 ‘전혀 

자신이 없다’부터 5점 ‘확실히 할 수 있다’로 답하게 하였고 9개 문항을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산출하며 그 수가 클수록 자기효능감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7이었

다. 탐색적 요인분석 시행 시에 1개의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주성분

분석으로 추출된 요인 성분값은 0.60-0.77이었다. Keiser-Meyer-Olkin 

(KMO)검정에서 측도는 0.8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 유의확률 

0.001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스트레스 대처 유형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Lazarus et al. [21]

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Lee 

and Kim [22]이 수정, 보완한 척도 중 Kim [23]이 하위 영역별 6문항씩 

추출하여 사용한 24문항,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적

극적 대처인 문제 중심 대처와 사회 지지 추구, 소극적 대처인 정서 중

심 대처와 희망적 생각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점수가 높

을수록 각 하위 영역의 스트레스 대처 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

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Cronbach’s α)는 0.92였으며 Kim [23]의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0.61-0.78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도구의 신뢰

도(Cronbach’s α)는 0.86,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0.59-0.83이었다. 

스트레스 수준 

스트레스 수준은 1개 문항으로 최근 1개월 동안 느낀 스트레스 정

도를 10점 만점의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ue Scale)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0점은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10점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라고 가정 후 본인의 주관적인 스트레스 정도를 점수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숫자로 코딩하여 SPSS 20.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신체

활동 변화단계, 스트레스 수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유형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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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요인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활동 변화단계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여학생이 184명(88.0%), 학년별 

분포는 1, 2, 3, 4학년이 각각 8명(3.8%), 63명(30.1%), 42명(20.1%), 96명

(45.9%)이었다. 거주 형태로는 학교 주변 자취하는 경우 99명(47.4%), 경

제 수준은 보통 177명(84.7%), 현재 흡연하는 학생 14명(6.7%), 매주 1회 

이상 알코올 섭취를 하는 경우가 20명(9.5%)이었다(Table 1).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규칙적 신체활동 변화단계는 고려 전 5명(2.4%), 

고려 82명(39.2%), 준비 70명(33.5%), 행동 32명(15.3%), 유지 20명(9.6%)으

로 나타났다. 변화단계 중 행동과 유지 단계에 있는 대상자를 규칙적 

신체활동을 하는 집단으로 분류하여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규

칙적 신체활동은 학년, 성별, 거주 형태, 경제 수준, 흡연이나 음주 횟수

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Table 1). 

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규칙적 신체활동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Chi-square test를 수행하였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1개 이상일 때 Fisher exact test 결과로 차이를 확인하였

다. 신체활동 변화단계에 따른 변수들의 비교는 ANOVA로 확인하며 

각 결과에서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를 확인하였다. Shapiro-Wilk 

test를 수행하여 정규분포 가정에 위배된 스트레스와 문제 중심 대처, 

희망적 생각 대처, 사회적지지 자원 추구 대처의 집단별 비교는 Krus-

kal-Wallis test (H)를 수행하였다. ANOVA 후 유의한 결과에 대해 

Scheffe test를 수행하였다. 신체활동과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등 

변수 간의 Pearson’s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규칙적 신체활동에 대한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은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며 신체

활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공변량으로 모두 투입하여 단

계선택법을 통해 각 변수의 유의확률이 0.10 이상이 되면 제거하여 남

아있는 변수들을 최종 영향 요인으로 분석하였고 최종 모형의 적합도

는 Hosmer & Lemeshow goodness-of-fit test로 판단하고 Nagelkerke의 

결정계수로 설명력과 교차비로 각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coefficient, 타당도는 내용타당도지수와 

Table 1. Comparison of regular physical activity by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9)

Characteristics Category n (%) or Mean (SD)
Regular physical activity

No (n=157) Yes (n=52) χ2 or t p

Grade1 1st 8 (3.8) 5 3 3.37 0.338
2nd 63 (30.1) 52 11
3rd 42 (20.1) 31 11
4th 96 (45.9) 69 27

Sex Male 25 (12.0) 17 8 0.77 0.459
Female 184 (88.0) 140 44

Living condition Living with family 85 (40.6) 68 17 2.22 0.355
Living for oneself 99 (47.4) 70 29
Living in dormitory 25 (12.0) 19 6

Socioeconomic status1 Low 6 (2.9) 4 2 0.93 0.900
Medium 177 (84.7) 133 44
High 26 (12.4) 20 6

Smoking No 195 (93.3) 146 49 0.10 1.000
Yes 14 (6.7) 11 3

Alcohol consumption Not at all 41 (19.6) 26 15 3.79 0.148
Once a month 148 (70.8) 115 33
More than once a week 20 (9.5) 16 4

Stress 6.05 (1.97) 6.22 (1.89) 5.54 (2.14) -2.17 0.031
Stages of change Pre-contemplation 5 (2.4)

Contemplation 82 (39.2)
Preparation 70 (33.5)
Action 32 (15.3)
Maintenance 20 (9.6)

SD, stnadard deviation.
1Fisher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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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변화단계에 따른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유형,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 

신체활동 변화단계에 따른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전문가에 의

한 내용 타당도 검증과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되며 신뢰도 점수 또한 0.87로 수용 가능한 신뢰도

를 보였다. 대상자의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2.67점이었다. 변화단계에 따라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은 행동 단계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준비 단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고려 

전 단계에서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체활동 변화단계에 따라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점수 차이가 있었다(F = 9.07, p< 0.001). Scheffe 사

후 검정을 시행한 결과에서 행동(A), 준비(P), 고려(C) 단계 간 차이로 

확인되었다(Table 2). 

신체활동 변화단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유형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스트레스 대처 유형 중 희망적 생각 점수

가 7점 만점에 평균 5.2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지지 

추구가 4.98점으로 높았다. 대상자의 적극적 대처 총점은 7점 만점에 

평균 4.74점이었고, 소극적 대처 총점은 평균 4.70점이었다. 스트레스 

대처 유형 중 문제 중심 대처 점수는 변화단계 중 행동 단계에서 가장 

높고 고려 전 단계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H =10.65, p= 0.031). 

사회적지지 자원 추구의 대처는 행동, 유지 순서로 높은 점수를 보였

고 고려 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H =11.61, p = 0.021).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유형 중 희망적 생각은 

행동, 준비 단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고려 전에서 가장 낮았

으나 통계적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H =7.91, p = 0.095). 정서 중심적 

대처는 유지, 행동에서 높았고 고려 단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

다(F =3.14, p = 0.016). Scheffe 사후 검정에서 집단 간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는 소극적 대처 총점이 행동과 고려 단계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p = 0.048), 적극적 대처 총점이 행동과 고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48). 즉,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 점수는 행동 

단계가 고려 단계보다 높았다(Table 2). 

신체활동 변화단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대상자의 주관적인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 6.05점(10점 만점)으로 응

답하였고 스트레스 점수는 규칙적인 신체활동 변화단계에 따른 차이

는 없었으며(H = 6.31, p= 0.177) (Table 2) 규칙적인 신체활동 유무에 따

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7, p= 0.031) (Table 1). 

규칙적 신체활동과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양식, 스트레스 

수준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규칙적 신체활동은 신체활동 자기효능감(r= 0.27, p <  

0.001), 스트레스 대처 양식 중 적극적 대처 총점(r= 0.22, p = 0.002), 문

Table 2. Comparison of stress coping, self-efficacy by stages of change for physical activity (n=209)

Variables
Total  

Mean (SD)

Stages of change for physical activity

Maintenance
Mean (SD)

Action
Mean (SD)

Preparation
Mean (SD)

Contemplation
Mean (SD)

Pre-contemplation
Mean (SD)

F or H p

Self-efficacy for physical activity 2.67 (0.68) 2.72 (0.83) 3.15 (0.68) 2.77 (0.52) 2.41 (0.64) 2.27 (0.79) 9.07 <0.001 (A,P>C)
Active stress coping style1 4.74 (0.92) 4.97 (0.95) 5.15 (0.60) 4.73 (0.95) 4.57 (0.94) 4.13 (0.58) 3.37 0.011 (A>C)
   Problem-focused stress coping2 4.50 (0.94) 4.64 (1.07) 4.86 (0.61) 4.46 (1.03) 4.40 (0.92) 3.75 (0.64) 10.65 0.031
   Social support seeking stress coping2 4.98 (1.17) 5.30 (1.22) 5.44 (0.92) 5.00 (1.14) 4.73 (1.24) 4.50 (0.59) 11.61 0.021
Passive stress coping style1 4.67 (0.78) 4.96 (0.93) 5.01 (0.47) 4.72 (0.76) 4.51 (0.79) 4.40 (1.00) 3.37 0.011 (A>C)
   Wishful thinking stress coping2 5.25 (0.77) 5.29 (0.89) 5.48 (0.64) 5.33 (0.73) 5.12 (0.80) 4.70 (0.76) 7.91 0.095
   Emotion focused stress coping 4.14 (1.10) 4.63 (1.13) 4.53 (0.66) 4.11 (1.15) 3.90 (1.10) 4.10 (1.42) 3.14 0.016
Stress2 6.05 (1.97) 5.80 (2.28) 5.38 (2.06) 6.10 (1.96) 6.37 (1.81) 5.40 (2.41) 6.31 0.177

A, action stage; C, contemplation stage; P, preparation; SD, stnadard deviation.
1Scheffe test.
2Kruskal-Wallis test (H).

Table 3. Correlation of regular physical activity with background character-
istics and variables of subjects (n=209)

Variables
Regular physical activity

r p

Self-efficacy for physical activity 0.27 <0.001
Active stress coping style 0.22 0.002
   Problem focused 0.17 0.015
   Social support seeking 0.20 0.004
Passive stress coping style 0.22 0.002
   Wishful thinking 0.19 0.090
   Emotion focused 0.23 0.001
Stress -0.1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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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중심 대처(r = 0.17, p = 0.015),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r = 0.20, p =  

0.004)와, 소극적 대처 총점(r= 0.22, p = 0.002), 정서 중심 대처(r= 0.23, 

p =  0.001)와 상관성이 있었다. 규칙적 신체활동은 스트레스와도 유의

한 상관관계(r= -0.15, p = 0.031)에 있었다(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중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는 없었다. 

규칙적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간호대학생의 규칙적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규칙적 신체활동에 대한 후진단계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

였다.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양식들, 스트레스 수준을 

공변량으로 투입하였고 그 결과 문제 중심 대처, 희망적 사고 대처, 스

트레스 수준이 제거 유의확률 기준인 0.10보다 커서 각각 제거되고 4

단계에서 최종 결정된 모형은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양

식 중 사회적지지 자원 추구와 정서 중심 대처 양식으로 구성되었으

며, 이 회귀모형은 규칙적 신체활동을 20%만큼 설명할 수 있었고

(Nagelkerke 결정계수= 0.20) 모형의 적합성 검사(Hosmer & Lemeshow 

goodness-of-fit test)에서 최종 모형은 적합하였다(χ2 = 9.75, p = 0.283)

(Table 4). 교차비로 확인한 각 변수의 규칙적 신체활동에 대한 영향 정

도는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1점 상승할 때, 규칙적 신체활동을 실천

할 확률이 2.30배 증가하고, 사회적지지 자원 대처 양식 점수가 1점 증

가하면 1.44배 규칙적 신체활동 실천이 증가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정

서 중심 대처 양식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규칙적 신체활동은 1.65배 

증가하였다(Table 4). 최종 모형에서 포함되지 않은 변수인 스트레스 

수준, 희망적 사고 대처, 문제 중심 대처 양식의 점수는 각각 1.49 (p =  

0.222), 0.09 (p= 0.768), 0.08 (p= 0.780)이었다.  

고  찰

간호대학생의 규칙적 신체활동이라는 건강 행위는 다양한 동기 요

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와 관련

이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건강관리 행위는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관리 차원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상담을 하는 전문 직업인을 준비하

는 사람으로 적문 직업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13]. 간호대학생의 신

체활동 증진 요소를 찾고 맞춤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적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규칙적 신체활동 변화단계 중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고려 단계가 39.2%로 가장 많았

고, ‘1개월 내에 곧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할 예정’인 준비 단계가 33.5%

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하고 있는 행동과 유

지 단계는 합해서 24.9%이었다. 본 결과는 Bae [19]의 연구에서 간호대

학생의 운동행위 변화단계가 고려 단계 58.7%, 준비 단계 19.0%, 행동+

유지 단계 4.6%인 결과보다는 변화단계가 전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

다. 신체활동 변화단계는 신체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대상자의 동기 수

준이나 준비된 상태를 의미[26]하기 때문에 신체활동량과 직접적으로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칙적 신체활동의 정의를 1회 20분 이상 3일 이상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으로 제시하고 변화단계 중 행동과 유지 단계

에 있는 대상자를 실제 신체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그 

결과 규칙적 신체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24.9%인데 이 결과는 Hawk-

er [18]가 영국의 학생간호사를 대상으로 확인한 적정 신체활동량을 

달성하고 있는 대상자가 23.8%인 것과 유사하며 Kim et al. [6]이 보고

한 여자 대학생의 규칙적인 운동 실천 비율인 13.6%보다 높다. 보건의

료인들은 대상자들에게 규칙적 신체활동을 하도록 교육 및 중재를 제

공하게 되고 간호대학 내에서도 보건 교육과 신체활동 지침을 수업으

로 배우지만 정작 본인들이 실천하려는 노력이 낮은 것은 모순이며 그

런 의미로 24.9%는 높은 비율로 보기 어렵다. 신체활동에 대한 의미가 

‘고강도의 운동’에서 일상 활동에서 움직임을 늘리고 걷기활동과 같은 

신체활동을 증가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4] 국민영양조사의 유산소 

신체활동량 측정도 광범위한 활동들을 포함하였고[5] 그중 성인 여성

의 유산소 신체활동 지침 실천율이 52.8%인 결과[5]와 비교했을 때 

Table 4. Summary of logistic regression predicting regular physical activity 

Variables; step 4 B SE p Exp (B)
95% CI

Low High

Self-efficacy for physical activity 0.83 0.27 0.002 2.30 1.35 3.90
Social support seeking stress coping 0.36 0.17 0.030 1.44 1.04 2.00
Emotion focused stress coping 0.50 0.17 0.004 1.65 1.17 2.31
Constant -7.42 1.39 0.000 0.00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tial interval.
Coefficient of Nagelkerke (R2)=0.20.
Hosmer & Lemeshow goodness-of-fit test: χ2 =9.75, p=0.283.
Classification accuracy of the model: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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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 전반적으로 대학생의 낮은 신체활동 실천

율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제안[6,11]되었지만 대학 환경 개선

이나 교육 정책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안된 내용 중 

대학생 개인 맞춤형 건강행태 지도는 이전에 교실 단위의 일방적인 교

육이 아닌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 신체활동 증진 중재 프로그램

을 말하는 것이다. 신체활동 변화단계에 맞는 중재(stage matched inter-

vention)를 제공했을 때, 대상자가 변화단계의 다음 단계로 이동, 다시 

말해 신체활동이라는 건강 행위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14,29]. 

본 연구에서 규칙적 신체활동 실천이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행위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던 결과는 여자 대학생의 신체활동 

관련 요인 연구[7]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나 

학년에 따른 신체활동 실천의 유의한 차이도 없었다. 이는 성별에 따

른 규칙적인 운동의 차이가 있었던 연구 결과[6]와 차이가 있으며 학년

[9]이나 연령[7]이 올라갈수록 신체활동량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도 차이가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의 학년 분포가 고학년

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겠다. 성별

에 따라서는 규칙적 신체활동 유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

하지는 못했으나 여학생 중에서는 24%가, 남학생 중에서는 32%가 규

칙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주관적으로 인지된 스트레스 점수가 10점 만

점에 6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스

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확인한 연구[30]에서 스트레스 

수준을 6.42점으로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규칙적인 신체활동

을 하지 않는 대상자의 스트레스 점수는 더욱 높게 나타났다. 신체활

동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탐색한 연구[24]에서 신체활동 

변화단계가 신체활동 실천과 스트레스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하는 요소

로 언급되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 변화단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규칙적 신체활동 실천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스트레스는 신체활동 저하와 움

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해

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체활동이나 운동을 선택하게 되기도 한다

[24]. 또한 스트레스는 대체로 지속되는 상태이기보다 기말고사 기간

과 같은 특수한 상황의 유무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요소[24]이므로 

대학생의 스트레스 흐름 패턴을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스트

레스가 일상에 주는 긍정적인 작용을 함께 중재 전략으로 활용할 필

요가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으로 규칙적 신체활동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한 모형에서 스트레스는 영향 요인으로 선정되

지 못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추가분석 결과 여학생의 경우 스트레스

를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r= -0.17, p = 0.012). 이 결과는 대학생의 스

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31]에

서 여학생의 스트레스 수치가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다. 여학생이 많은 

간호학과 특성으로 타 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많은 학

업량과 임상 실습 등이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중재를 교육 과정 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32].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실습 스트레스는 학년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스트레스 대처 유형 선택에도 영향을 주었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서적 대처와 같은 소극적 대처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3]. 

스트레스 대처 유형은 4개의 하위 영역을 가지며 문제 중심 대처, 사

회적지지 자원 탐색 대처, 정서 중심 대처, 희망적 사고 대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회적지지 탐색적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찾고 요청하는 대처방식이며, 정서 중심 대처는 스트레

스 때문에 발생한 힘든 감정 상태를 통제하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

는 의지를 표현한다[21]. 본 연구에서 규칙적 신체활동 변화단계에 따

라 스트레스 대처 유형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지지 

자원 탐색 유형과 정서 중심 유형이 규칙적인 신체활동 변화단계 중 

행동과 유지 단계 대상자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신체활동 변화

단계와 스트레스 대처 유형을 탐색한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어 결과의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신체활동 변화단계 중 높은 변화단계에 있는 

간호대학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자원을 찾거

나 소극적으로는 불편한 정서 또는 감정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 총점은 신체활동 변화단계

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규칙적 신체활동을 하는 대

상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사용하므로 스트레스를 극복

하겠다는 의지가 높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스트레스 대처를 강화하

는 요소는 신체활동을 포함한 건강 프로그램에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22,23] 특히 높은 변화단계에 있는 대상자는 스트레스 대처 양식이 신

체활동에 대한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2.67점

이었고 신체활동 실천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변화단계에 

따라서 자기효능감 점수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행동 단계에서 3.15

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준비 단계에서 2.77점으로 높았으며 

고려 전 단계에서 2.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 여학

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변화단계와 관련 요인을 분석한 Bae [19]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변화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과 유사하

나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은 집단이 본 연구에서 행동 단계이었던 결과

와 차이가 있다. 또한 대학생의 운동 변화단계의 이동에 영향 주는 요

인을 분석한 Jeon [34]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준비에서 행동 단

계로 넘어가는 데 기여하였다고 한 보고와 유사하다. TTM에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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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변화는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변화단계 중에서 고려

와 준비 단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전략 요소로 소개되었는데[16] 

본 연구에서도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이 신체활동을 막 시작한 행동 변

화단계와 곧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준비 변화단계에 있는 대상자에게 

중요한 강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대상자 맞춤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에 적용하였을 때, 변화단계 중 고려 단계와 준비 단계에 있

는 대상자에게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인지하고 강화시켜주

는 중재를 제공하여 자기효능감이 증가되면 그 다음 단계인 준비와 행

동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

할 수 있는데[28] 성취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계획해보거나 실제적으

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을 얻는 것, 다른 사람에

게 롤 모델이 되거나 함께 신체활동을 하는 것 등도 가능하다[29]. 신

체활동을 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 대상자에게 신

체활동 증진 중재를 제공할 때 실제 신체활동에 대한 강요가 아니라 

대상자가 느끼는 신체활동 방해 요인은 줄여주면서 자기효능감을 가

질 수 있는 상담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14-17].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규칙적 신체활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신체활동 자기효능

감과 스트레스 대처 하위 항목 중 사회적지지 자원 추구와 정서 중심 

대처 양식이 간호대학생의 규칙적 신체활동 실천에 대해 20%의 설명

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과 사회적지지 자원 추구의 스트레스 대처와 정서 중심의 스트레스 대

처 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을 더 잘 한다는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에 대한 영향 요인을 확인한 연구가 많

지 않아서 대학생의 신체활동에 대한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여대생의 신체활동 관련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언급

한 연구[7]와 대학생의 신체활동을 비롯한 건강 행위의 예측 요인을 

분석한 연구[20]에서 자기효능감을 건강 행위의 강화 요인으로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은 신체활동과 운동이라는 건

강 행위 변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언급된[25,26] 후에 많은 신체활동 

중재 프로그램[17]에서 활용되고 있는 내적 동기 요소이다[14]. 스트레

스와 신체활동 행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24]는 보고되고 있으나 신

체활동 행위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으

며 간호대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 연구도 거의 없고 스트레스 대처 양

식과 스트레스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연

구[21-23]가 대부분이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내면에서 반

응하고 적응하는 기전[21]으로 스트레스 관리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스

트레스 관리는 주요 건강 관리 행위로[13]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체활동이나 운동을 선택하게 되기도 하므로[24] 신체활동

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 또는 대처 방식의 한 표현일 수 있겠다. 대

학생은 학과 생활과 시험과 같은 상황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며[24] 대

학생의 신체활동의 방해요인으로 학업과 시간 부족 등[6,7,10,11]이 언

급되고 있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에 대한 영향 요인들에 대한 설명력이 20%인 것은 

다소 낮은데 이는 추후 선행연구[7]에서 여자 대학생의 신체활동에 대

한 영향요인으로 언급된 사회적 요인이나 건강 위협 행위 등의 요인을 

추가하여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에 대한 영향 요인을 탐색하여 비교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를 변화단계별로 편의표집하지 않아서 

대상자 수가 단계별로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였고 전국의 간호대학 학

생 전체가 아닌 표본 샘플에서 대상자를 추출하여서 연구 결과의 해

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대상자가 연구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으로 신체활동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추후 이를 고려한 대규모 연구에서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체활동량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신체활동 변화단계에서 실제로 하고 있다고 응답

한 대상자를 규칙적 신체활동 실천 집단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신체

활동량을 직접 측정한 경우와 그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규칙적 신체활동의 변화단계를 파악하고 

영향 요인을 탐색하는 조사연구이다.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대학생 

중에서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규칙적 신체활동 변화단계의 

분포와 그에 따른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양식

의 차이를 확인하여 향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재를 고안하는 

데 전략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 결과 간호대학 학생의 규칙적 

신체활동 변화단계는 고려 단계가 가장 많았고 권장된 신체활동을 실

천하고 있는 대상자의 비율은 낮았고 신체활동 변화단계는 자기효능

감 또는 스트레스 대처 유형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규칙적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유형이 있

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간호대

학생의 신체활동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개발 시에 대상자의 신체활동 

변화단계를 먼저 파악하여 단계에 맞는 중재를 제공하도록 한다. 신체

활동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 강화는 대상자의 단계 맞춤형 전략

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추후 대상자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변화

단계의 이동을 확인하는 후향적 조사연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평가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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