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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경험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암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예방적 건강행위
김소명 ․ 김수올

․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암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예방적 건강행위를 파악하고 예방적 건
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광역시
시 소재 대학교 간호대학
생
명을 대상으로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자료수집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으로 기술통계
으로 분석하였다 임상실습경험
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암에 대한 지식은
점 암에 대한 태도는
점으로 나타났고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는
점으로 임상실습경험이 없는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따라 암에 대한 지식 및 태도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 성별 종교 음주 평상 시 운동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예방적 건강행위는 성별 나이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암에 대한 지식과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암에 대한 예방적 건
강행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핵심어 지식 태도 건강행위 암 간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levels of knowledge, attitude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about cancer in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Clinical Experienc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Win 21.0 versio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94 nursing
students(Experimental group=105, Control group=89), in the month of November 2017.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The mean score for knowledge
about cancer was 20.66±1.50, the mean score of attitude toward cancer was 38.29±4.58 and the mean score
of preventive behavior for cancer was 62.38±8.32. There was slightl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f cancer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for cancer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lated factors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ystematic education programs that can encourage and promote preventive health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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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암 발생 및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를 차지하고 있다

년 암사망자는

명으로 전체 사망 원인 중

이러한 암 발생의 대부분은 생활습관과 흡연 및 음주와 같은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암의 원인이 밝혀진 경우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고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완치 및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암을 유발하는 음주 흡연과 같은 주요 건강 습관은 청소년기에 시작하여 대학생 시기에 확립되
며 대학생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자유로운 학교생활과 진로 및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흡연 과다
음주 불규칙한 식습관과 같은 부정적인 생활습관을 가지게 된다

또한 대학생은 생활습관

관련 질환에 관심이 낮고 지식도 충분하지 않아 잘못된 건강 습관을 형성하기 쉽다
등 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확인한 결과
고

에서 정보가 없

에서만 지식수준을 가지고 있어 암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고한바 있다 그러므

로 건강에 관심이 적은 대학생에게 암에 관한 심각성과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은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사회심리학에서 인간의 행동에 있어 지식과 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대학생의 행동
을 변화시키기 위해 암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중요한 요인이다
건강증진을 위한 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와

은 지식은

건강관련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

화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이나 질병과 관련된 지식이 건강행위의 이행 정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
므로 올바른 건강과 질병에 대한 지식 습득을 통해 태도 변화 와 예방적 건강행위의 실천이 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초기성인기인 대학생은 대학생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올바른 건강행위 및 습관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암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예방적 건강행위에 대한 교육은 졸
업 후 간호사로서 대상자의 식생활 태도 건강 관련 생활습관 및 질병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되므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학 전공 대학생의 암에 대한
지식 태도 예방적 건강행위를 교정하기 위한 정확한 암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 암에 대한 태도와
예방적 건강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간호대학생에게 암에 대
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암 예방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암 예방과 관련된 태도의 변화를 유
도하여 그들 스스로가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암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반 성인
중고등학생

656

일반 대학생

과

을 대상으로 암과 백신에 대한 지식과 태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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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와 간호사의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었을 뿐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암과 관련된 지식 태도 및 예방적 건강행위를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암에 대한 지식 및 태도와 건강행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삶의 질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암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암 예방 건강행위
를 파악하기 위한 비교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동의한

시 소재

대학교

시

대학 간호대학생으로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명을 편의추출하였다 배부된

부 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에 필요한 유의수준 α
준으로 산출한 결과 최소

부를 제외하고

부를 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정력 β

효과크기

는 중간 크기인

를기

명으로 산출되었으며 본 연구대상자 수는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연구도구
암에 대한 지식
본 연구에서는 암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도구를

과

과

의 연구에서 사용된 대 암지식

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암 폐암 간암 대장 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각각 개 영역으로 위험 대상자 발생
요인 증상 진단 방법 검진 빈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은 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점으로 하여 점수화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점에서

점까지이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암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는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과

의 연구에서는

이었다

암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암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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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도구는 암에 대한 일반적 태도와 암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대한 태도로 총
구성되어 있다

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고 내용이 반대되는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최저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점에서 최고

점으로 점수화하였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암에 대

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연구에서는

는

문항으로

는

이었으며 본

이었다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
본 연구에서는

등

이 개발한 암 예방 건강행위 측정도구를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본 도구는 식이 건강생활 운동 등에 관한
항상 그렇게 한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에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점 척도로

점으로 점수화하였고 최저

점에서 최대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를 잘 실천함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는 개발 당시

는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는

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 부터

월 일까지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부터 자료 수집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자료 수집 전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질문지는 무기명으로 하여 연
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작성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함을 설
명하였고 질문지의 내용에도 이를 포함하여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간호대학생에
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평균
요되었으며 설문지 작성 후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총
수되었으며 이중 응답이 불완전한 설문지

부를 제외한 총

명의 설문지 중
부

부

분 정도 소
가 회

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

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암에대

한 지식 태도와 암 예 방 건강행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암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암 예방 건강행위의 차이는

와

를 실시하였다 암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암 예방 건강행위의 상관관계는
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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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의

명

이 임상실습 경험이 있었고

명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명
세이었다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좋음
이었다 흡연은 안한다
한다

명

여성

명

보통

명

한다

명

표

명

안한다

음주는 한다

명

이고 평균 연령은
나쁨 명

명
명

여성

명

보통

명

안한다

이고 평균 연령은
나쁨
명

명

이었고 운동은

이었다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경우 성별은 남성

명

세이었다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좋음

명

이었다 흡연은 안한다

이었고 운동은 한다

은 임상실습 경험이 없었다

명

안한다

명
명

음주는 한다

명

안

이었다〔Table 1〕.

일반적 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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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암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예방적 건강행위
간호대학생의 암에 대한 지식 정도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
상실습 경험이 없는 경우
점 만점에 평균

점 만점에 평균

점 임

점으로 나타났다 암에 대한 태도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

점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경우

행위 정도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

점 만점에

으로 나타났다 그 중 암에 대한 지식

점으로 나타났고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
점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경우
과 예방적 건강행위

점
는 임상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높았다 Table 2 .
표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암에 대한지식 태도 및 예방적 건강행위

Un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암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예방적 건강행위 비교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과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암
에 대한 지식 태도 예방적 건강행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 암에 대한
지식은 성

종교

대한 태도는 음주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암에
와 운동

예방적 건강행위는 성별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나이

건강상태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건강상태는

운동
사후검증 결과 건

강상태가 보통인 경우 보다 좋은 경우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경우 암에 대한 지식
은 연령
주

에서 예방적 건강행위는 연령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건강상태에 대한

건강상태

음

사후검증 결과 건강상태

가 나쁜 경우와 보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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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예방적 건강행위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암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암 예방 건강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임상실
습 경험이 있는 경우 암에 대한 지식과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의 관계는 정적 상관
를 보였고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경우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는 암에 대한 지식
과 암에 대한 태도
표

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암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예방적 건강행위간의 상관관계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암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예방적 건강행위의 정도를 확인하고 관련 요
인들이 예방적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암환자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강화를 위
한 체계적인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그룹보다 암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예방적 건강행위는 중상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암에 대한 지식 및 태도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 성별 종교
음주 평상 시 운동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예방적 건강행위는 성별 나이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실습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암에 대한 지식과 예방적 건강행위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경우 암에 대한 태도는 예방적 건강행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학년이 낮고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경우 암에 대한 태도가 예방적 건강행위와 관련
이 있으며 학년이 높고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 암에 대한 지식과 예방적 건강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경험을 통해 암에 대해 경험을 함으로써 암에 대한 태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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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과 실습을 통한 지식의 습득이 긍정적인 건강행위의 변화를 유발하는데 더 중요함을 느낀
결과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암 예방 건강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암
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대학생을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암에 대한 지식과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간
호대학생의 암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일반대학생이 아닌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시행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반
영하여 암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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