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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se some college girl students’ exercise factors to prevent obesity using a health belief model. This study
interviewed 500 college girl students from one university using an organized self-report type questionnaire from November 1 to 19, 2011 and a
total of 472 responses except insincere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Of the 456 subjects, 56.3% (257) of the subjects had exercise
intention to prevent obesity. As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 results were discovered: the more serious they were about obesity, the
higher sensitivity, when they had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networks, when they did regular exercise, and when their family or friends had
suffering from obesity, significant relations with exercise intention to prevent obesity were found. However, perceived usefulness, self-perception
on body figures, necessity of exercise, interests in health and self-efficacy which had significant relations in a simple analysis showed no significant
relations with it.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e study discovered that regular exercise, the internet, obesity of family members or friends, perceived
seriousness and sensitivity had relations with exercise intentions to prevent obesity.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intervention programs which
can enhance care and sensitivity in developing obesity prevention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family members or friends
should advise them to do regular exercise to prevent obesity and contents should be effectively distributed with uses of Internet networks.
KEY WORDS: Health belief model, Prevent obesity, Exercise Intension

비만여성은 고용 기회나 수입의 감소, 결혼 기회 감소 등이 ‘비만에

서 론

원인이 있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심리적
현대인은 문명의 발달과 함께 운동부족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비

으로 위축되어 있다(Wang & Kim, 2004). 체중조절을 위해 병원을 방

만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심혈관질환, 뇌

문한 비만 여성은 정상체중여성에 비해 우울성향과 주요 우울증이

졸중 등 성인병이 증가되고 있다(Lee, 2008; Park, 2008). 우리나라에서

더 많다(Yoon, 2002). 비만으로 인해 몸매, 운동 능력에 대한 열등감은

20세 이상 비만인구는 1998년 26.0%에서 2008년 30.7%로 증가했으며,

고독과 불만족을 초래하고 심리적으로 불안, 우울 등을 야기시켜 심

20대 여성의 비만 유병률은 14.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만

인성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다(van Itallie, 1985).

여성은 자신의 외모와 체중에 대한 자신감 결여에서 오는 심한 불안

비만치료는 약물이나 수술적 처치를 함으로서 치료되는 것이 아

감과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의 체중을 조절하지 못함에서 오

니고, 비만인 스스로의 철저한 자기관리가 요구되므로 치료가 쉽지

는 수치심과 죄의식으로 인해 자존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않다(Jo, 2010). 비만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식이요법(Park et al., 2004),

(Park et al., 2004).

운동(Kim et al., 2004), 영양교육(Kang & Kim, 2004), 복합프로그램
(Lee et al., 2005) 등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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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식이요법에 의존함으로서 면역력과 체력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건강증진 행위와 관련하여 많은 이론과 모형들이 개발되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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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그 중에 건강신념모형은 1950년 이후 질병의 조기 발견과

이병훈 외

2) 일반적 특성 및 건강관련행위

예방에 대한 건강행위를 예견해왔다. 건강행위란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학년, 통학수단, 이성친구 유무, 동아리활

믿는 사람이 증상이 없는 단계에서 질병을 예방 혹은 발견할 목적으

동 여부, 동거형태, 학교에서 머무르는 시간, 아르바이트 유무 등을 조

로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요인을 설명하기 위

사하였다. 건강관련 행위는 흡연 유무, 음주 유무, 운동의 필요성, 규

한 것이 건강신념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도출된 개념이 건강신념이다

칙적인 운동시행 여부, 체형인식, 스트레스 정도, 자기 건강인식도, 건

(Rosenstock, 1974). 건강신념모형에 따르면 건강행위는 개인이 그 상

강에 대한 관심도 등을 조사하였다.

황에 대한 개인적 감수성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상황이 심각한 결과
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지할 때 또는 행위를 취하는데 있어 유익성이
높고 장애성이 낮다고 인지할 때 그리고 적절한 활동계기가 주어질
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Rosenstock, 1974).

3) 건강관련 요인 및 행동계기

건강관련 요인에서는 건강인식, 과거 비만 유무, 가족 친구 중 비만
유무를 조사하였으며, 접근성 요인으로 비만예방 운동의 행동계기

선행 연구들은 비만에 대하여 운동프로그램이나 식이영양 프로

에 대해 조사하였다. 행동계기는 비만에 대한 의사의 충고, 신문 또는

그램 등 중재의 효과검증에 국한되어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비만을

잡지,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의 매체의 중재에 대한 경험 여부 등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행위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심리적인 요인을 분석

조사하였다.

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건
강신념모형을 이용하여 비만예방을 위한 운동 이행의도 관련 사회
심리적인 요인을 알아보고 향후 여대생의 비만 예방을 위한 비만 교
육 및 예방 운동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4) 건강개념

건강개념은 건강하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가를
말하며 Laffery가 개발한 건강개념척도(Health Conception Scale)로
Choi 등(2006)의 방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

연구 방법

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을 최저점으로, ‘매우 그렇다’ 5점을 최고점
으로 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신뢰도 지수인

1. 연구 대상

Cronbach’s α= 0.871이었다.

본 연구는 G시의 A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500명을 편의
추출하여 2010년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총 20일간 실시하였다. 연구

5) 건강신념

자가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질문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에 협조해

자신이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 질병에 걸리는 경우 받게 될 영향

주기로 응답한 자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지 500부를 배부하였으며, 472

및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책을 이행하는 경우 그 예방책의 효과와 예

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16부를 제외한 총 456부를

방책의 수행에 따르는 장애 등에 관하여 인지하는 내용을 뜻한다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Rosenstock, 1974).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감수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
감, 자기 효능감을 Choi 등(2006)의 방법을 수정하여 조사하였고 비만

2. 연구 도구의 구성

에 대한 지식은 Kim (2004)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관련행위, 건강에
대한 지식 12문항, 자기효능감 17문항, 지각된 감수성 3문항, 지각된
심각성 9문항, 지각된 유익성 6문항, 지각된 장애성 9문항, 비만에 대
한 지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지각된 감수성(perceived susceptibility)

자신이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비만에 대
한 지각된 정도를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구조는 ‘아주 많다’ 5
점, ‘있는 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없는 편이다’ 2점, ‘전혀 없다’를 1

1) 비만예방을 위한 운동 이행 여부

종속변수인 비만 예방을 위한 운동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설

점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수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0.780이다.

문지에 비만예방 운동여부를 삽입하고 조사하였다. 운동은 1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으로 제한하여 조
사하였다.

(2)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riousness)

어떤 질병이 자신에게 심각한 영향을 가져오리라고 믿는 것으로
비만이 심리적, 신체적, 사회생활,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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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 결과

심각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0.908이다.
(3) 지각된 유익성(perceived benefit)

1. 일반적 특성과 비만예방 운동 이행의도와의 관련성

어떤 질환에 대해 검진을 받음으로써 자신에게 있으리라고 기대되

조사대상자의 학년, 통학수단, 이성친구 유무, 동아리활동 여부, 동

는 이익으로 비만예방 운동으로 비만의 예방, 악화방지에 대한 두려

거형태, 학교에서 머무르는 시간, 아르바이트 유무에 따라 비만 예방

움 감소의 효과 등을 포함한 6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

운동 이행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p> 0.05) (Table 1).

수가 높을수록 유익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0.833이다.
2. 건강관련 행위와 비만예방 운동 이행의도 여부와의 관련성
(4) 지각된 장애감(perceived barrier)

흡연여부, 음주여부,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자가 건강인식정도

건강관련 행위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믿는

와 비만예방 운동 이행의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것으로 건강행위를 피하도록 동기 유발하는 것이다. 비만예방운동

(p> 0.05). 평상시 ‘운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중 60.9%, 현재 규칙적인

으로 인한 경제적인 면과 비만 예방 운동에 따르는 시간 소요 등 9문

운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 중 77.5%, 본인을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경

항을 측정하였다.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성

우 78.4%, 스스로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66.5%가 비만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0.768이다.

예방 운동 이행의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
련이 있었다(p< 0.001) (Table 2).

(5) 비만에 대한 지식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3. 비만예방 운동을 위한 행동계기 요인과의 관련성

질병을 예방하거나 발견하려는 목적으로 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비만예방 운동을 인터넷을 통해 접한 경험이 있는 71.6%, 가족이나

Kim (2004)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비만에 대한 지

친구들의 비만으로 인한 호소가 있었던 경우 86.2%가 비만예방 운동

식으로 비만의 예방 방법을 포함한 1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

이행의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p < 0.001), 신문이나 잡지, 의사

은 1점씩 배점하여 총합으로 지식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점수가 높을

의 권고, TV나 라디오, 가족이나 친구들의 비만 진단 유무, 본인의 과

수록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0.791이다.

거 비만 진단유무는 운동 이행의도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Table 3).

(6) 자기 효능감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비만예방운동에 대한

Table 1. 일반적 특성과 비만예방 운동 이행의도 여부와의 관련성

자기 효능감의 확실성을 1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Shere와 Maddux 등

변수

구분

(1982)이 개발한 도구(general self efficacy)를 Choi 등(2006)이 수정한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도보
버스
기타
없다
있다
안함
함
가족
친구
혼자
<6
6-8
8-10
> 10
안함
함

것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측정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

통학수단

bach’s α= 0.925이다.
이성친구 유무

3. 자료 처리

동아리활동 여부

수집된 자료는 SPSS 16.0 통계프로그램(SPSS Inc.,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빈도를 사용하였
고, 비만예방 운동의도 유무에 따라 요인의 차이를 χ2-test, t-test를 통
해 분석하였다. 또한 비만 예방 운동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동거형태

학교에 있는 시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단순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변수만을 포함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르바이트 유무

운동 이행의도
없음 (-)

있음 (+)

90 (43.5)
96 (43.6)
13 (44.8)
55 (45.5)
136 (43.3)
8 (38.1)
135 (42.7)
64 (45.7)
175 (45.0)
24 (35.8)
155 (45.1)
12 (36.4)
32 (40.5)
48 (42.5)
91 (47.4)
43 (38.1)
17 (44.7)
151 (43.9)
48 (42.9)

117 (56.5)
124 (56.4)
16 (55.2)
66 (54.5)
178 (56.7)
13 (61.9)
181 (57.3)
76 (54.3)
214 (55.0)
43 (64.2)
189 (54.9)
21 (63.6)
47 (59.5)
65 (57.5)
101 (52.6)
70 (61.9)
21 (55.3)
193 (56.1)
64 (57.1)

N (%)

p
0.991

0.803

0.623
0.206
0.520

0.45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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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건강관련 행위와 비만예방 운동 이행의도 여부와의 관련성	 N (%)
변수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운동의 필요성
규칙적인 운동 여부
체형인식

스트레스정도

자가건강인식

건강관심도

운동 이행의도

구분

없음 (-)

현재흡연
비흡연
과거흡연
현재음주
비음주
과거음주
필요없음
필요함
안함
함
마른편
보통
비만
대단히 많음
많음
약간 있음
거의 없음
건강하지 않음
보통
건강함
낮음
보통
높음

14 (43.8)
173 (42.8)
12 (60.0)
121 (44.0)
66 (41.3)
12 (57.1)
48 (68.6)
151 (39.1)
170 (52.0)
29 (22.5)
49 (71.0)
129 (44.5)
21 (21.6)
30 (50.0)
59 (39.1)
97 (46.0)
13 (38.2)
28 (51.9)
88 (42.1)
83 (43.0)
26 (76.5)
89 (52.0)
84 (33.5)

있음 (+)
18 (56.2)
231 (57.2)
8 (40.0)
154 (56.0)
94 (58.8)
9 (42.9)
22 (31.4)
235 (60.9)
157 (48.0)
100 (77.5)
20 (29.0)
161 (55.5)
76 (78.4)
30 (50.0)
92 (60.9)
114 (54.0)
21 (61.8)
26 (48.1)
121 (57.9)
110 (57.0)
8 (23.5)
82 (48.0)
167 (66.5)

Table 3. 비만예방 운동을 위한 행동계기 요인과의 관련	
변수
신문, 잡지

구분

없었음
있었음
의사충고
없었음
있었음
TV나 라디오
없었음
있었음
인터넷
없었음
있었음
가족, 친구의 비만 고통호소 없었음
있었음
가족친구의 비만 진단 유무 없음
있음
과거 비만 진단 유무
없음
있음

운동 이행의도
없음 (-)

있음 (+)

121 (46.2)
78 (40.2)
183 (43.4)
16 (47.1)
89 (48.9)
110 (40.1)
125 (64.1)
74 (28.4)
187 (50.7)
12 (13.8)
164 (45.2)
35 (37.6)
192 (43.7)
7 (41.2)

141 (53.8)
116 (59.8)
239 (56.6)
18 (52.9)
93 (51.1)
164 (59.9)
70 (35.9)
187 (71.6)
182 (49.3)
75 (86.2)
199 (54.8)
58 (62.4)
247 (56.3)
10 (58.8)

Table 4. 건강신념모형의 구성요인과 비만예방 운동 이행의도와의 관련성

(Mean± S.D)

p

운동 이행의도

변수

없음(-)

0.319

0.379

0.000

건강개념
자기효능감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감수성
지각된 장애성
비만관련지식

p

있음(+)

41.08± 6.15
56.55± 8.87
20.88± 4.88
26.87± 5.76
7.37± 1.81
18.69± 3.74
12.67± 1.99

42.03± 6.09
58.52± 8.26
24.51± 3.54
34.03± 5.07
11.12± 1.91
18.16± 3.87
12.99± 2.21

0.098
0.015
0.000
0.000
0.000
0.146
0.112

0.000
0.000

0.371

0.425

Table 5. 대상자의 비만예방 운동 이행의도 여부에 관련된 요인
변수

구분

규칙적인 운동 여부(/안함)
체형인식(/마른편)

함
보통
비만
필요함
있었음
있었음
보통
있음

운동의 필요성(/필요없음)
인터넷(/없었음)
가족,친구의 호소(/없었음)
건강관심도(/없음)

0.000
자기효능감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감수성

OR
3.196
1.471
2.258
1.251
2.423
4.209
1.096
1.593
0.994
1.038
1.108
2.529

95%CI
1.451-7.037
0.563-3.844
0.697-7.322
0.515-3.037
1.259-4.665
1.598-11.087
0.319-3.768
0.480-5.282
0.954-1.036
0.959-1.124
1.038-1.184
2.029-3.152

N (%)

p
0.239

도와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05) (Table 4).
5. 대상자의 비만예방 운동 이행의도에 관련된 요인

0.812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비만예방 운동 이행의도와 관련된 요

0.080

인을 보면 현재 규칙적 운동 이행 여부의 교차비는 3.196 (95%신뢰구

0.000

간: 1.451-7.037), 인터넷에서 접해본 경우 2.423 (95%신뢰구간: 1.2594.665), 가족이나 친구들의 비만으로 인한 호소를 경험한 경우 4.209

0.000

(95%신뢰구간: 1.598-11.087)이었다. 건강 신념 요인 중 지각된 심각성

0.233

의 교차비는 1.108 (95%신뢰구간: 1.038-1.184), 지각된 감수성은 2.529

0.999

(2.029-3.152)이었다. 그러나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이 있었던 자
가체형인식, 건강에 대한 관심도, 자기효능감, 지각된 유익성 등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Table 5).

4. 건강신념모형의 구성요인과 비만예방 운동 이행의도와의 관련성

비만예방 운동 이행의도에 따른 건강신념모형 구성요인별 점수 차

고 찰

이에서 자기효능감은 의도군이 58.25± 8.26, 비의도군 56.55± 8.87보다
높았다(p = 0.015). 지각된 유익성은 의도군 24.51 ± 3.54로 비의도군

건강신념모형(Health Belief Model)은 암 검진(Choi et al., 2001; Kim,

20.88± 4.88보다 높았으며(p < 0.001), 지각된 심각성은 의도군 34.03±

2006), 청소년 흡연(Li et al., 2003), 근로자 체중감소행위(Song, 2008), 근

5.07로, 비의도군 26.87± 5.76보다 높았고, 지각된 감수성은 의도군

골격계 손상예방행위(Gee, 2004), 결핵검진(Poss, 2001) 등 건강증진행

11.12 ±1.91로 비의도군 7.37±1.81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위과 관련하여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비만예방과 관련된 연구는 미

다(p< 0.001). 건강개념, 지각된 장애성, 비만관련 지식과 운동 이행의

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하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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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혈압과 당뇨
예방행위와 지각된 유의성 결과(Park et al., 2009)와 HBM을 이용하여

본 연구결과 건강신념의 변수 중 지각된 심각성(교차비: 1.108, 신뢰

청소년의 간접흡연 환경을 설명한 연구(Li et al., 2003), 대학생을 대상

구간: 1.038-1.184)과 지각된 감수성(교차비: 2.529, 신뢰구간 2.029-

으로 음주행태를 HBM으로 설명한 연구결과(Chai, 2002)에서와 같

3.152)이 운동 이행의도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 본 연구에서도 지각된 유익성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 0.001). 암에 대한 심각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각된 감수성이 위암

남성 근로자의 체중감소행위와 건강신념 관련 연구(Song, 2008), 노

검진의도에 영향을 미치고(Kye et al., 2006), 유방암에 대한 민감성이

인을 대상으로 한 B형간염 예방접종관련요인 연구(Choi et al., 2006)

높을수록 유방암 검진율이 높다(Choi et al., 2001). 성인병관련 연구에

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지각된 장애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서 일반인은 민감성과 심각성이 행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고(So &

았다. 그러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골다공증 예방행위(Lee, 2003)

Kim, 2000), 지각된 심각성이 높을수록 지각된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

와 대장암 검진행위(James et al., 2002), 위암환자대상연구(So & Kim,

게 된다(Janz et al., 2003)라는 결과를 통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비만

2000)에서는 지각된 장애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되었다. Lee

관련 교육프로그램 진행 시 비만에 대한 감수성과 심각성을 높일 수

(2001)의 심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유익성만이

있는 교육자료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역할행위(영양, 체중관리, 운동 및 휴식)와 유의한 관련이 있어

건강신념 변수 중 행동계기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중 비만으로 인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운동 이행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Huh 등

Janz와 Becker (1984)에 의하면 건강신념모형의 4가지 구성요인 중

(1998)은 가족 중에 만성질환이 있는 학생이 만성질환이 없는 학생보

인지된 감수성이 가장 많은 연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인지된

다 건강증진 행위를 잘한다고 하였으며, Han (2006)의 연구에서도 가

유익성이 가장 적게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건강신념모형을 이

족이나 친구 중 유방암환자가 있는 경우 유방암 수검률이 높다고 하

용하여 건강행위를 설명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건강

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간암검진행위에서는 가족의 권유 등

행위와 대상자에 따라 4가지 구성 요인의 관련성이 각기 달라지는 것

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고(Kim, 2006), 가족의 권유는 건강과 관련된

을 알 수 있었다(Hong et al., 2004). 본 연구에서 비만이라는 질병이 암

행동을 조정하고 결정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Grazywacz &

과 같이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 아니고 또한 대상자 집단이 여대생이

Marks, 2001). 이는 본인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의 질병

라는 비만에 민감한 집단이기에 보다 객관적인 결론을 얻으려면 향

호소를 지켜봄으로서 대상자 본인의 심각성과 감수성이 높아진 것

후 비만을 주제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건강신념을 적용한 연

으로 생각된다. 개인의 행동은 접촉하는 가족, 친구, 이웃 등 지역사회

구가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와의 대인관계에서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McLeroy, 2003), 예방행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가 단면조사로 시행되어 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주변인을

강신념과 운동의도와의 인과관계 설명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연

통한 이행 권고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대상이 한 개 대학에 소속된 여대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기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TV나 라디오, 의사의 충고 등이 유의한 영
향을 미쳤으며, 본 연구에서도 인터넷으로 비만관련 내용을 접한 경

때문에 전체 여대생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우에 운동 이행의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통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대생을 대상으로 건강신념 모

신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의 전달, 습득이 용이하여 외모와 체형

형을 적용하여 비만예방운동의도와 건강신념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에 민감한 시기인 여대생들이 동영상자료 등이 풍부한 인터넷 등의

알아봄으로서 규칙적인 운동 여부, 인터넷, 가족이나 친구 등의 비만

매체를 통하여 비만과 예방운동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함으로서 운

호소, 심각성, 감수성이 비만예방 운동 이행의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동 이행의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만 관련 교육 및 예방 프

이전에 유방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추후 의도가 더

로그램 적용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높고(O’neill, 2008), 유방암 검진 경험이 있는 경우 추후 유방암검진을
더 잘 받거나 또는 의도가 더 높은 결과(Clemow, 2000)와 같이 본 연

결 론

구에서도 현재 규칙적인 운동 여부가 운동 이행의도와 유의한 관련
이 있게 나타나 현재 행위를 하고 있을수록 행위수정 가능성이 높음
을 알 수 있었다.

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하여 일부 여대생의 비만예방 운동 이행 관련
요인을 알아보았다. 1개 대학에서 500명의 여대생을 편의추출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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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미응답자와 불충분한 응답 44명을
제외한 456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여대생 456명 중 56.3%가 비만예방 운동 이행의도가 있었고, 로지
스틱 회귀분석 결과 비만에 대한 심각성이 높을수록, 감수성이 높을
수록, 인터넷 정보를 접한 경우, 현재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경
우 그리고 가족 또는 친구가 비만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
서 비만 예방운동 이행의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단순분
석 상에 유의한 관련을 보였던 지각된 유익성, 자가 체형인식, 운동의
필요성, 건강에 대한 관심, 자기효능감 등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여대생은 비만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이 높을수록, 지
각된 감수성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접한 경우, 현재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그리고 가족 또는 친구가 비만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
하는 경우 비만 예방운동 이행의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이 결과
로부터 향후 비만 교육 및 예방프로그램 개발 시 심각성과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재 전략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효
과적인 이행 권유를 수행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포함한 주변인
의 활용 및 인터넷을 활용한 컨텐츠 보급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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