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에 주인 되시고 이유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한 그 과

정속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전합니다. 

   열정만 가지고 있었던 제게 재학기간 중 아낌없는 지도로 보건학에 대

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바른 마음까지 가르쳐주신 오희철교

수님, 보건학의 실제인적 적용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논문지도에 있어

서 걸음마부터 하나하나 인내로 지도해주신 이자경교수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저의 질문에도 늘 학자와 스승의 마음으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급기야 부심을 맡아 지도해주신 설동훈교수님, 통계에 있어서 많은 도움과 

지도를 주신 김윤남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중에도 설문지준비부

터 진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재한몽골학교 이강애교감선생님과 

정동학교의 홍승희선생님, 학생들과의 바쁜 시간표속에서도 조언과 도움을 

주신 임훈영선생님과 성근석선생님, 송현정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김창환목사님과 동역해주시는 춘천온누

리교회식구들께, 사랑을 전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강형욱원장님과 서울나우

병원식구들께, 코이카 이집트사무소의 정우용소장님과 박종수부장님, 전병

삼행정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을 가르쳐주신 사랑하는 아

버지 박상윤목사님과 어머니 고순희사모님께 큰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감사

를 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소중함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누는 길에 동반자 되어 준 성경씨에게도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2009년 6월

박 현 주 올림







[표 1]  취학연령대 이주아동현황 -------------------------- 22

[표 2]  부모출신국별 이주아동현황 ------------------------- 22

[표 3]  사회적지지척도의 하위척도들의 구성과 각각의 신뢰도------27

[표 4]   몽골이주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1

[표 5]   몽골이주아동과 한국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2

[표 6]   몽골이주아동 성별에 따른 인지지각요인의 평균값--------- 33

[표 7]   몽골이주아동과 한국아동의 인지지각요인 평균값 비교------ 34

[표 8]   몽골이주아동의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 특성---------  36

[표 9]   몽골이주아동과 한국아동의 건강증진행위 분포 비교Ⅰ------ 38

[표 10] 몽골이주아동과 한국아동의 건강증진행위 분포 비교Ⅱ------  39

[표 11] 몽골이주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지지각요인 ---- 41

[표 12] 몽골이주아동의 인지지각요인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  43

[표 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침식사 3회이상”의 교차비----  45

[표 1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간식 2번미만”의 교차비-------  47

[표 1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운동횟수 3회이상”의 교차비----  49 

[표 1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흡연여부 ‘아니요’”의 교차비----  51

[표 1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음주여부 ‘아니요’”의 교차비----  52

그림 1. 연구의 틀 ------------------------------------------21



- i -

   본 연구는 이주아동에 대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건강실태를 살펴보

고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주아동과 한국아동을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이주아동들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제안

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대상자는 학령기 몽골이주아동과 비교집단으로 거주지역과 연령대가 같

은 한국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연구에 동의한 이주아동 소

속 학교와 센터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로 수행하였다. 이주아동은 총 취합된 

96부의 설문지 중 결측치가 많은 7부를 제외한 89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

하였으며 한국아동은 총 330부중 9부를 제외하고 321부가 연구에 사용되

었다.

   조사도구는 일반적 특징에서 이주아동 8문항, 한국아동 5문항으로 문항

수를 달리하여 질문하였으며 그 외에는 주관적 건강인식 1문항, 자기존중

감 10문항, 자기효능감 10문항, 사회적지지 18문항, 건강상태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자료분석은 SAS 8.0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건강증진

행위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시행하였고, Chi-square와 

t-test, 그리고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증진행위 관련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지지각요인별로 살펴보

면 몽골이주아동과 한국아동의 인구사회학적특성에서는 연령, 가족형태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인지지각요인에서는 주관적 건강인식, 자아존

중감, 자기효능감이 차이가 있었으며 사회적지지 세부항목 중 가족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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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교사의 지지, 물질적지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증진행위에서

는 아침식사 횟수, 간식종류 중 청량음료와 페스트푸드, 운동횟수, 흡연여

부, 음주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몽골이주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인지지각요인을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인식과 자아존중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자아존중감과 사회

적지지가 유의1)한 차이로 증가하였으며,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3년까지는 

거주기간이 증가 할수록 주관적건강인식이 감소하고 3년 이상에서 증가하

였다. 

   두 집단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요인을 살펴보면 한국아동에 비해 몽골

이주아동이 불규칙한 아침식사, 간식섭취, 규칙적인 운동, 흡연여부‘예’, 음

주여부 ‘아니오’ 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이주아동의 건강에 대한 장애요인으로는 이주

아동의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한 아동의 권리 침해와 편부모와 함께 생활하

는 아동 증가로 인한 가족의 기능 약화,  이주로 인한 문화차이 및 문화적

응 스트레스, 이주아동에 대한 기초통계자료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이주아동의 특성과 한국아동과의 차이는 이주아

동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을 나타내며 이주아동의 특성과 건강증

진 장애요인을 고려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이주아동에 대한 권리보장, 

구체적인 정책 마련,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핵심어 : 이주아동, 건강증진행위,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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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구이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는‘이주

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주자들은 이민, 노동, 망명, 결혼, 유학등 다

양한 목적으로 모국을 떠나 살면서 양쪽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사회 역시 빠른 속도로 인종과 민족이 유

입되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행정안전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외국계 주민

(불법 체류자 포함)은 현재 89만 1천 3백 41명으로 전체 인구의 1.8%에 

달하며, 이중 이주노동자의 수는 43만 7천 7백 27명에 이른다. 이들 중 

50%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된다(법무부, 2008).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인권, 의료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라면 2010년에는 

140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2.8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법무부, 

2008).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이주아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장단

기 이주아동의 수는 2만 2천 367명이며(미등록이주아동현황, 2008), 취학 

연령대(만7세-18세)는 17,287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미등록 이주아

동들은 기본적인 생계보장, 학업, 의료 및 보건, 문화 및 여가, 사회관계 

형성 등의 권리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조혜영, 2008)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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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되고 있다. 

   한국이 1990년에 서명하고 1991년에 비준하여 실행된 유엔아동권리협

약에 따르면 아동은 자유권과 평등권, 사회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자유권에 따라 ‘생명과 신체를 보호받을 권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

유롭고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양육 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평등권에 따라 출신국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보편적 인권과 아동으로서의 특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회권에 

따라 출생과 함께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와 노동

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주아동은 그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로 관리되어지고 있기에 이러한 권

리에 제약이 따르며 국내법인 헌법에서도 자유권과 평등권, 사회권을 보장

하고 있으나 신분으로 인하여 제한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 및 보건 영역에서의 문제를 살펴보면 이주아동들은 불법체류인 부

모의 상황과 같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 감기와 

같은 질병의 경우 본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먹거나, 

외국인무료진료소를 이용한다. 또한 자녀들의 예방접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으며,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질병은 부모와 같이 의

료공제조합에 가입(직계혈육이라고 인정되는 만12세 이하의 소아 1인에 

한아여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협력병원을 이용하기도 한다. 자녀가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동훈(2003)의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이 적

용되지 않아서 68.6%,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21.6%로 나타나 보험과 

언어의 문제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낮추는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의료보험의 경우 합법적으로 3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들만이 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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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면 그 역시도 비싼 보험료 등의 문제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김성천, 2008). 

   이주아동의 건강에 있어서 취학 아동들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

고 있는데 이 역시도 건강검진 시 가족력과 기초문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국 시 질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이은하, 2008). 또한 이주아

동들은 부모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기 때문에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성천, 2008), 한국음식과 자국의 음식을 섭취하는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의 위험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설동훈, 2003). 

   이주아동의 건강은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직결되어 있는데 불법체류

자 신분인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주아동의 의식주 위협 문제를 유발함

과 동시에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성천, 2008).

   우리나라의 한 연구를 보면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생활습관이 52.2%를 차지하며, 유전적 요인이 20%, 의료서비스의 

영향력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문상식등, 2001) 개인의 생활습관이

나 환경적 요인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다. 더욱

이 이주아동들 대부분이 청소년기에 있는데 청소년기는 독립성이 증가하고 

자아정체성이 개발되며, 건강에 대한 중요한 태도가 형성되는 시기이다(박

성주, 2006). 청소년기의 바른 건강 행위 및 습관 형성은 청소년 개인 뿐 

아니라 앞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생애 건

강증진 측면 및 인구 자질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지극히 중요하다(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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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1998). 청소년기의 건강문제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단순

히 건강이나 건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건강문제가 상호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회구성원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이주아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현덕(2003)의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가정과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김영임(2002)의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이주노동자 가정과 자녀문제를 사례로 소개하였

다. 이 후에 보고된 연구들은 이주노동자 자녀의 생활만족도와 적응에 관

한 연구(남효진, 2008;김보미, 2007;홍진주, 2006)와 교육 실태에 관한 연

구(황필규, 2008;최정주, 2006;조영달, 2006;한건수, 2004)등이 있다(김성

천, 2008). 

   이주아동 역시 우리 사회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청소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주아동의 건강이 우리 사회 건강문제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

하고 이주아동의 건강 혹은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주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고 부모의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하여 이

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우리나라 청소년 구성원 중 한 사

람으로서의 이주아동에 대한 건강 문제 인식과 청소년기의 바른 건강 행위 

및 습관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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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아동에 대한 인구사회학적인 특징과 건강과 관련

된 실태를 살펴보고 이주아동의건강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 사회적지

지, 주관적 건강인식에 대하여 파악한 후, 각각의 요인이 이주아동의 건강

증진행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이다.  더 나아가 한국아

동의 건강증진행위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 후 두 집단을 비교

함으로써 앞으로 이주아동들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를 정하였다.

1) 이주아동과 한국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를 

알아본다.

2) 이주아동과 한국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 자

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정도를 파악한다.

3) 이주아동과 한국아동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 있는 요인 및 장애요인을 

통해 두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본다.

3. 용어 정의 

가.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중요성, 가치, 능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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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스스로 평가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적응은 물론 

개인의 건강한 성격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영향을 미친다(홍진주, 2006).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느끼는 자기가치, 자신감, 자기만족, 

자기존중, 그리고 자기비난에 대한 느낌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이란 행동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며(천성수등, 2001),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대한 믿음으로(Bandura,1986) 본 연구에서는 건강

증진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정의하기로 한다(김금

자, 2000).

다.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결속을 통하여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의미 있는 

사람의 조직망으로 대상자가 가족·친구의 대인 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해 받

는 물질적ㆍ정신적 도움을 말한다(Norbeck, Linsey&Carrier,1981). 정서

적인 면에서는 신뢰와 관심, 귀 기울여주기이며, 정보적인 면에서는 확신

을 주고 충고나 제언ㆍ정보를 주는 지원이며, 동반자적인 면에서는 취미ㆍ

여가를 공유함으로 소속감 및 긍정적인 애정을 갖게 하는 지원이고, 도구

적인 면에서 재정지원 및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를 지지원으로 또래, 가족, 교사지지의 세 측

면과 지지유형으로 정서적, 자존적, 정보적, 물직적 지지의 네 측면을 통하



- 7 -

여 살펴보고자 한다. 

 

라. 건강증진행위(Health promotion behavior)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최적의 안녕 상태를 이루고 자아실현 및 개인적 

욕구충족을 유지, 증진하려는 행위이다. 더 나아가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위

하여 능동적으로 환경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활양식의 통합된 부분

을 일컫는다(Pender,1996).

   본 연구에서는 건강증진행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외 및 국내문헌을  

통하여  선정한 식사, 운동, 흡연, 음주, 간식의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 주관적 건강인식

   주관적인 건강상태로서 현재의 건강을 자가 평가하는 것이다(Ware, 

Davis-Avery & Donald,1978).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용의 주관적 건강인식 측정을 위한 문

항을 도구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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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이주노동자 개념 및 선행 논문

가. 이주노동자란 

   이주노동자란 흔히 외국인 노동자로 불리어지는 대상을 의미하며 현재

는 외국인 노동자(migrant worker), 이민노동자(immigrant worker), 초빙 

노동자(guest), 단기노동자(temporary worker), 이방인 노동자(alien 

worker)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자신

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타지역에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뜻

으로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주노동자를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

서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 급료,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출

입국 관리법 상의기준을 준수한 합법적 취업자와 산업연수사증을 받아 체

류하는 등록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마지막으로 미등록 노동자들을 포함한 

개념이다. 

(1) 등록 이주노동자

   한국에서 노동할 수 있는 허가를 얻어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를 말한다.

(2) 미등록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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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체류 중이면서 취업하고 있는 이주민을 말하며, 불법체류란 용어

보다는 한국에서 노동할 수 있는 허가를 얻지 못한 자라는 의미에서 미등

록 이주노동자라는 호칭을 사용한다(김성천, 2008).

나. 이주노동자 건강 관련 선행연구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동훈(2002)은 재중동포 노동자의 유입 과정과 우리나라 정책 실태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여오숙(2003)은 선재마을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300명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연

구를 하였다. 또한 설동훈과 이해춘(2005)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취업중인 

외국국적동포 462명, 국내사용자 363명, 재외동포 고용한 건설업체와 음

식점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국적동포 고용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

는 사회ㆍ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의 보건의료 

실태조사’(설동훈, 2005)와 같은 국내 특정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실태와 

의료기관 이용실태 등에 대한 연구와 ‘주노동자의 건강실태 및 건강관리 

방안 연구’(김규상등, 2008)과 같은 연구가 있었다. 조미선(2007)이 서울 

구로동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중국 조선족 

근로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지각된 건강상태, 자

아개념, 스트레스, 사회적지지와 건강증진행위의 요인들 중에서 사회적지

지(β=.339), 단독주택(β=.303), 지각된 건강상태(β=.286), 대졸이상(β= 

.126)로 유의하게 나왔으며 이중 사회적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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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itzel(1989)은 이민 흑인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가장 강

력한 예측요인은 건강상태와 자기효능이었으며, 건강상태와 자기효능, 건

강가치에 의해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22%가 설명된다고 하였다. Walker 

et al.(1990)은 Hispanics 485명 건강증진 생활양식 평균이 2.46점이며, 

자아실현(2.9점)이 가장 높고 건강책임(2.0점)이 운동영역(2.1점)과 함께 

낮은 점수를 보였다고 하였다. Kuster and Fong(1993)의 중남미 이민자

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연령, 교육, 수입, 미국 내 거주기간 및 지각된 건

강상태와 순상관이었고, 자아실현, 건강책임. 스트레스관리 및 영양영역에

서 연령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운동영역점수가 더 

낮았고 영양영역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박성주, 2002).

2. 이주아동의 개념과 선행연구 

가. 이주아동

   이주아동은 부 또는 모가 이주민이거나 이주민 친인척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아동을 말한다. 이주아동은 크게 국제결혼자녀와 이주노동자 자녀

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 이주아동이라 칭함은 이주노동자의 자녀로 제

한하기로 한다.

(1) 등록 이주아동

   등록 이주아동은 한국에서 합법적 체류신분을 획득한 이주아동을 말한

다. 



- 11 -

(2) 미등록 이주아동

   미등록 이주아동은 한국에서 합법적 체류 신분을 획득하지 못한 이주아

동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이주아동 관련 단체나 연구 등에서는 이

주아동을 미등록 이주아동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김성천, 

2008). 본 연구에서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개념으로 이주아동을 사용하기

로 한다.

나. 이주아동 관련 선행연구 

   국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주아동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국제결혼 여성이 한국남성과 재혼한 경우 본

국의 자녀를 한국남성의 자녀로 입양시킨 아동, 국제결혼가정에서 출생한 

아동이긴 하지만 건강한 가정이 아닌 경우 엄마의 나라에 보내졌다가 다시 

입국한 아동, 중국동포의 한국입국 및 국적신청이 용이해진 관계로 동포 3

세 아동, 베트남 라이따이한 3세 아동, 이주되었다고 설명하기 난해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주노동자 가정 사이 출생한 아동들이 그들이다(이은

하, 2007).  본 연구에서 이주아동은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국내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기로 한다(설동훈

등, 2003).

   설동훈등(2003)은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를 통

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유입경로와 정착 및 귀국, 지역사회와 학교에서의 

일상생활, 근로청소년의 생활 등의 실태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한국여성개

발원(2003)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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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홍진주(2006)가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 

6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주아동의 심리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김보미(2007)가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이주아

동 9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 자녀가 느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며 사회적지지와 생활만족도가 

유의한 관계로 나타나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의 지지와 정보적, 자존감지

지를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남효진(2008)가 서울 및 경

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2~18세 몽골출신 이주아동 6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몽골이주아동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평균 2.68(5점 만점), 자

아정체성 수준은 평균 3.09(5점 만점)이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33.2%이며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

타났다.

   이주아동의 건강에 대한 연구로는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

실태조사(설동훈등, 2003)에서 인권의 한 영역으로서의 건강권에 대한 연

구로 이주아동의 의료 실태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이주아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주노동

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문제, 인권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 졌

으나  이주아동의 건강 혹은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구는 없기에 본 연구

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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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 증진 개념 및 선행연구

가. 건강증진이란

   1948년 세계보건기구의 헌장에서는 건강을 인간의 ‘생활개념’에서 파악

하고 있다.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완전

한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정적개념

에서 동적개념으로 건강을 파악하자는 주장으로 ‘well-being’ 대신에 

‘well-balanced life로 표현되는 동적인 상태’를 건강이라고 보는 견해다. 

일명 ‘평형적’ 건강으로 표현되는데, 일상생활에 있어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건강잠재력(health potential)과 건강위해요소(healrh challenge)들 

간에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건강행위가 필요하다. 건강행위란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행위로부터 보다 나은 자아를 유지, 증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능

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아 활동에 이르는 생명에 관련된 총체적 행위이다(김

학순, 1992). 

   건강증진에 대한 개념이 공식적으로 표현된 것은 1974년 캐나다 

Lalonde보고서와 1979년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 ; Health 

People이 발표되면서 부터이다(Stachtchenko & Jenicek,1990).  또한 공

식적으로 개념화 된 것은 1986년 제 1차 건강증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2000년까지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로서 오타와 헌장(Ottawa 

Charter)이 채택된 이후로 보고 있으며 그 이후로도 건강증진에 관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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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념 정의와 연구들이 실행되어 오고 있다(이재천, 2000).

   건강 증진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Smith가 1990년대 그의 연

구를 통하여 나타낸 건강증진의 개념을 살펴보면 첫째, 건강증진은 전체 

대상자를 강조하는 것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 모든 대상자에게 초점

을 맞춘다. 둘째, 건강증진은 환경과의 관계를 변화 시키는 것이며, 셋째, 

긴 한 인간관계과정이 건강증진의 수단이다. 넷째, 건강증진은 대상자를 

주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O'Donnell(1986)은 건강증진을 ‘최적

의 건강상태로 향하도록 생활양식의 변화를 돕는 예술이며 과학’이라 정의 

하였고 이라고 하였다. 또한 Kulbok과 Baldwin(1992)은 건강증진이란 건

강습관을 선택하거나 부정적인 건강행위를 회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 정

의하면서  건강증진은 건강과 관련된 지식, 태도, 행위의 복잡한 망을 포

함하며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복합적

인 개인의 생활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박인숙, 1995). 

다. 아동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건강증진행위란 개인이나 집단이 최적의 안녕 상태를 이루고 자아실현 

및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유지ㆍ증진하려는 행위로서(Pender, 1987) 질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며(Smith,1992), 균형과 안정성을 지키게 하고 

(Johnson-Saylor, 1980; Newman,1982), 최적의 기능상태로 만들며

(King, 1981;Orem, 1985), 조화를 증진시키며(Watson, 1985), 적응을 깅

화시키고(Roy, 1984), 안녕을 극대화하고(Rogers, 1980), 의식을 확대시

키는 것(Newman, 1982)등을 포함하여 왔다(이창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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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는 성인기의 건강증진행위를 수행하는 건강습관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최근 청소년들이 건강증진의 목표 집단이 되고 있는 이

유는 청소년기에 학습된 건강관련 행위가 성인기까지 지속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인한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선행논문들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 148명을 대상으로 한 박경숙(2004)의 연구에서 비만아동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정도는 학생들의 학년(F=5.615, p=.005), 식사시

간(F=8.591, p=.005), 체중조절 경험 유무(F=7.632, p=.00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서울ㆍ경기ㆍ충청지역의 일반계ㆍ실업계 남ㆍ여 학교 각 

10개 학교에서 집락 확률 표본 추출한 1,591을 대상으로 한 이창국(2002)

의 연구에서는 건강증진행위 실천 정도가 남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자의 경우는 운동여부(β=0.14)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현재 건강상태, 흡연 정신건강 위해, 흡연 경험 여부, 스트레스 등 이 여자

와 달리 추가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여자의 경우는 건강에 대한 

부모관심(β=0.16)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스트레스 정도, 음주경험 여

부, 가정생활 형편, 건강증진프로그램의 학교보건내용 교육수준 등만이 유

의하게 나타났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국인중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425명으로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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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한 송효정(2002)의 연구에서는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연령, 교육정도, 월

수입, 거주기간, 의료보험 가입유무와 건강문제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즉 55세 이상인 군이 35세 미만인 군 보다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도가 높았으며, 대학원이상 군이 고등학교 절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군보다 높았다. 

(2) 주관적 건강인식

   주관적 건강인식으로 인한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선행논문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효정(2002)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81.9%가 전체의 건강상태를 보

통정도로 지각하였으며 현재의 건강상태 지각정도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

식, 불안정도, 자아존중감 정도를 비교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즉 현재의 건강상태를 가장 나쁘다고 응답한 군이 현재의 건

강상태를 보통이거나, 가장 좋다고 응답한 군보다 건강증진 생활양식 정도

가 낮았다.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한 문상식(2001)의 연구에서

는 주관적 건강인식에 대한 각각의 건강행위변수들을 분석한 분석결과 주

관적 건강인식에 따른 건강행위유형중 규칙적인 운동, 수면시간, 규칙적인 

식사유무, 흡연여부, 음주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

기의 건강을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경우보

다 규칙적인 운동실천 비율이 높았다(p<0.001). 또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규칙적인 식사 실천율이 높았으며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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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p<0.001). 이와 같은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이 높은 군이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비율이 높

다”는 결과와 일치한다(Hanner, 1986;Duffey, 1988)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2학년 702명을 대상으로 한 김미선

(2003)의 연구에서 지각된 건강상태(r=.254)는 평균 3.41점(5점만점)으로 

나타났으며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군이 건강증진행위 수행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인숙(2005)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건강상태가 건

강하다고 응답한 군이 건강행위 수행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김성희(2006)의 연구에서도 건강상태는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내 주관적 건강인식과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으로 인한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선행논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효정(2002)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 정도는 교육정도, 결혼상태, 

직업, 수입, 거주기간, 의료보험 가입여부, 건강 문제의 유무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인숙(2005)의 연구에서는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가족 지지, 자아존중감, 지각된 건강상태등이 유의한 관계

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이중 가족의 지지가 24.5%로 가장 큰 설명력이 있

었으며 다음은 자아존중감으로 11.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중국 북경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미혼 남녀 160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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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박성주(2006)의 연구는 건강증진행위와 건강상태지각, 자기효

능,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을 주요 변수로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자아존중

감은 건강증진행위와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기효능감

   인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설

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선행변수의 하나인 자기효능은 인간의 건강과 관련

된 행동이 보상, 가치, 기대, 심리적 상황에 의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개념으로 건강과 관련된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상황에서 행동을 예측하고 바람직한 방향

으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자들의 자기 효능을 파악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김민희, 2000).

   자기효능감으로 인한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선행논문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경숙(2004)의 연구에서는 비만아동의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생활양

식 수행 정도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관계(r=.537, p=.000)가 있으

며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증진생활양식 수행정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북경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미혼 남녀 160명을 

대상으로 한 박성주(2006)의 연구에서는 건강증진행위와 건강상태지각, 자

기효능,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이 주요변수이며 이 중 자기효능(r=.41, 

p=.0001)은 건강증진행위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17%(F=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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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경기에 위치한 3개의 초등학교 5,6학년생으로 각 학년별 3학급씩 

총 423명을 대상으로 한 김성희(2006)의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건강

증진행위 예측변수로 과거 건강관련행위, 건강상태, 학업 스트레스, 유익

성, 장애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의 8개의 변수로 연구 하

였으며 8개의 변수 모두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위

생 및 생활 습관과 가장 양의 상관이 높은 것은 전염병 예방(r=.53)과 과

거 건강관련행위(r=.50)였고, 그 다음으로 자기 효능감(r=.43)과 사회적지

지(r=.42), 사고예방(r=.40)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2학년 702명을 대상으로 한 김미선

(2003)의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요인 중 자기효능감

(r=.613,p<0.001)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로 작

용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이행하도록 자기효능감을 강

화시켜야함을 알 수 있다(박경숙, 2004).

(5)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로 인한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선행논문들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성주(2006)의 연구는 건강증진행위와 건강상태지각, 자기효능, 사회

적지지, 자아존중감이 주요 변수로 사회적지지(r=.29, p<.001)는 건강증진

행위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2.2%(F=4.11, p=.044)의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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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었다. 초등학생 50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권경원(2000)의 연구

에서 사회적지지중 가족의 결속력이 남학생(β=0.296)과 여학생(β=0.344)

에서 모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인숙(2005)의 연구에서는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 

지지, 자아존중감, 지각된 건강상태 등이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으

며 이중 가족의 지지가 24.5%로 가장 큰 설명력이 있었으며 다음은 자아

존중감으로 11.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각된 건강상태 역시 건강

하다고 응답한 군이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김성희(2006)의 연구에서는 개인위생 및 생활 습관과 가장 양의 상관

이 높은 것은 전염병 예방(r=.53)과 과거 건강관련행위(r=.50)였고, 그 다

음으로 자기 효능감(r=.43)과 사회적지지(r=.42), 사고예방(r=.40)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2학

년 702명을 대상으로 한 김미선(2003)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건강증진행

위와 관련요인으로 사회적지지(r=.528,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

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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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틀

몽골이주아동 한국아동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위

인구사회학적
특성

 -나이
 -성별
 -가족형태
 -출생지
 -종교
 -체류기간

인구사회학적
특성

 -나이
 -성별
 -가족형태
 -종교
 

식사 및 간식 식사 및 간식

운    동 운    동

주관적
 건강인식  

주관적
 건강인식  흡연 및 음주 흡연 및 음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건강증진행위 

실천갯수
건강증진행위 

실천갯수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t-test
chi-square

로지스틱 회귀분석    t-test
  chi-square

두 집단간 건강관련 요인 차이 비교

<그림1> 연구의 틀

   본 연구 설계는 국내 거주 이주아동들의 특성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구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며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국내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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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아동 중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의한 아동의 정

의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교육인적 자원부의 통

계자료에 의하여 취학연령의 이주아동들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하여 거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체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이주아동

의 인권실태조사의 결과를 통하여 몽골이주아동이 이주아동의 많은 %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취학연령대 이주아동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 1040 391 283 421 279 191 177 2,283 729 642 950 970 1361 651 968 108 11,444

중 234 67 33 54 32 30 22 460 67 66 131 99 101 53 125 14 1,588

고 73 25 8 20 11 9 4 127 11 15 35 10 17 18 27 3 413

합계 1347 483 324 495 322 230 203 2870 807 723 1116 1079 1479 722 1120 125 13,445

(교육인적자원부, 2007)

[표2] 부모출신국별 이주아동현황

시도 일본
중국

(조선족)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몽골

인도
네시아

남부
아시아

중앙
아시아

유럽 기타 계

서울 106 55 21 3 4 1 7 214 6 6 12 5 27 468

부산 8 8 6 6 1 0 4 2 2 6 6 1 9 59

대구 5 5 0 3 1 0 0 1 0 6 0 0 8 29

인천 3 27 1 18 23 4 6 5 6 5 6 1 0 105

광주 0 5 0 0 0 0 1 0 0 0 0 0 2 8

대전 10 5 0 0 0 0 1 1 0 3 0 0 11 31

울산 0 0 0 0 0 0 0 1 0 0 0 0 1 2

경기 47 35 16 31 2 2 11 103 3 30 11 3 18 312

강원 8 14 1 3 4 1 1 0 0 1 1 0 2 36

충북 9 19 1 1 1 0 0 1 0 0 1 1 2 36

충남 4 3 4 1 0 0 0 2 2 2 0 0 1 19

전북 0 1 0 0 0 0 0 0 0 0 0 0 3 4

전남 1 0 0 0 0 0 0 0 0 0 0 0 0 1

경북 5 4 0 1 2 0 0 0 0 0 0 0 4 16

경남 62 5 0 2 0 0 0 0 1 2 1 0 10 83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258 181 50 69 38 8 30 329 20 58 39 11 87 1,209

(교육인적자원부,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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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아동 780명중 몽골

이주아동 317명을 중심으로 모집단을 설정하였다. 이주아동에 대한 통계

자료가 미흡하고 체류방식으로 인한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본 

연구 역시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이주아동 중 외국인 학

교와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로 학교장 및 담당교사

의 동의서를 받아 대상 아동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96명이 설

문에 응하였으며 그 중 결측치가 많은 7부를 제외하고 총 89부를 본 연구

에 사용하였다.

   이주아동에 대한 비교집단으로는 거주지역과 연령대가 같은 한국아동으

로 선정하였다. 한국아동은 학교장 및 담당교사의 동의를 거쳐 각 학년 한 

학급씩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총 330명이 설문에 응하였고 그 중 결측

치가 많은 9부를 제외하고 총 321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가. 사전 준비 및 조사

   설문조사에 앞서 본 연구 대상을 고려하여 몽골이주아동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문지의 모든 내용을 몽골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1차 번역은 

몽골출신 유학생에게 의뢰하여 번역하였으며 이후 1차 번역된 설문지를 

몽골 현지의 교육 관련자에게 의뢰하여 수정 보안하였다. 몽골어 설문지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몽골이주아동 5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후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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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완하였으며 다시 한국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몽골 출신 한국 유학생

에게 의뢰하여 번역을 확인, 보완함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번역하였다.

나.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각 단계를 거쳐 번역된 설문지를 보건 분야 관계자와 이주

아동 소속 학교와 센터 실무자의 자문을 얻어 최종 번역 완성된 몽골어 설

문지로 하였다. 설문지의 각 측정도구에 대한 설문 소요시간 및 문항에 대

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주아동 5명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문항은 문장을 

수정하였으며 세부 내용의 질문을 가지고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모두 답해 

줄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였다. 

5.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9년 3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몽골이주아동과 같은 지역에 거

주하는 한국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각 학교 및 기관을 방

문하여 학교장 및 센터 장, 기관 담당자에게 연구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

고 동의를 받았다. 그 후 담당자 및 각반의 담임선생님, 보건교사를 통하

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설문지 작성요령을 설명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

를 배부하고 바로 수집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에는 

10분-15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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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들은 구조화된 설문지로 일반적 특성에 있어서만 

이주아동 8문항, 한국아동 5문항으로 차이가 있으며 그 외에는 주관적 건

강인식 1문항, 자기존중감 10문항, 자기효능감 10문항, 사회적지지 18문

항, 건강행태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이주

아동의 경우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사표를 몽골어로 번역하여 사용

하였다. 

   가. 주관적 건강인식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용의 주관적 건강인식 측정을 위한 문

항을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매우 건강한 편, 건

강한 편, 보통, 건강하지 못한 편,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으로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나. 자아존중감

   이주아동의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ogenberg(1965)가 고안하고 

Sim(1994)이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홍진주(2004)가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개인이 느끼는 자기가치, 자신감, 자기만족, 

자기 존중, 그리고 자기비난에 대한 느낌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거의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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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5문항

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한국어판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0.73, 영어판에서는

Cronbach's alpha값이 0.88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홍진주(2004)

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값이 0.6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

구의 Cronbach's alpha값은 0.82이었다.

   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본 연구에서는 Sherer et al.(1982)이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적 상황에서의 자기효능을 측정하고자 개발한 17문항의 도구를 오복자

(1994)가 번안하여 10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였으며, 각 문항별로 최저 10

점에서 죄고 100점까지 평점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점수범위는 100-1000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를 사

용한 박성주(200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값이 0.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값은 0.91이었다.

  

   라.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이주아동의 사회적지지의 측정을 위해서는 Dobow와 Ullman(1989)의 

사회적지지 평가척도와 박지원(1996), 김명숙(1994)의 척도를 수정 및 보

완한 이경주(1997)의 척도를 사전조사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여 

수정하여 홍진주(2004)가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홍진주(2004)가 사

용한 도구를 사회적지지 척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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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의 연구에 사회적지지의 하위척도 중 지지원 측정도구는 또래지

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Cronbach's alpha값은 0.81이고, 지지유형 측정도구는 정서적 지지, 자

존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네 측면으로 나누어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alpha값은 0.94로 나타났다. 

   이경주의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한 홍진주의 연구에서는 지지원의 측정

도구의 Cronbach's alpha값은 0.92이고, 지지 유형 측정도구는 

Cronbach's alpha값이 0.9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회적지지 총합의 신

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0.90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척도의 하위

척도들의 구성과 각각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3] 사회적지지척도의 하위척도들의 구성과 각각의 신뢰도

하위영역별 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α

(홍진주의 연구)
Cronbach'α
(본 연구)

사

회

적

지

지

지지

원

친구지지 1, 2, 3 3 .8631 0.7310

가족지지 4, 5, 6 3 .8630 0.6695

교사지지 7, 8, 9 3 .9146 0.8427

전체 9 .9240 0.7964

지지

유형

정서적 지지 10, 11 2 .9054 0.7786

정보적 지지 12 1 1.0000 1.0000

자존감 지지 13, 14, 15 3 .8150 0.7645

물질적 지지 16, 17, 18 3 .8344 0.6268

전체 9 .9259 0.8496

사회적지지 전체 총합 18 .9590 0.8951

 

   마. 건강증진행위(Health promotion behavior)

   1960년대부터 미국 앨러미다 Alameda 카운티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 6,928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5년 반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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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7개 건강 실천행위(흔히 'Alameda 7'이라고 부름)가 건강상태와 

평균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이 알려졌다(Belloc & Breslow, 1972). 

7건강 행위 항목으로는 규칙적인 아침식사, 간식제한,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금연, 절주, 하루 7~8시간 수면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Alameda 7을 근거로 규칙적인 식사, 간식, 흡연, 음주, 운동을 건강증진행

위를 측정하기 하여 사용하였으며 도구로는 국민건강증진영양조사 청소년

용을 위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집된 자료에 사용된 구체적인 분석방법

은 다음과 같다.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

를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

하였다. 통계처리는 SAS 8.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설문지의 각 항목에 대한 안정성, 일관성 및 예

측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계수를 신뢰

도 계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표를 이루고 있는 도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Cronbach's alpha값은 0.82, 자기효능감 Cronbach's alpha값은 0.92, 사

회적지지 Cronbach's alpha값은 0.90의 신뢰도를 보였다. 

   자료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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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성별에 따른 차이와 

건강증진행위의 성별에 따른 차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Chi-square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인지지각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과 표준편차 등을 구하였으며 성별의 차이와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기 위

하여 Chi-square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사용하였다. 

T-test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변수와 건

강증진행위의 변수를 범주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건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 연구를 위하여서는 다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한 교차비(OR 

Ratio)등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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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89명이며 비교집단은 321명이다. 이들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과 같다. 

   먼저 몽골이주아동은 총 응답자 중 남자가 44명(50%), 여자가 45명(50%)

으로 여자와 남자가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연령분포를 보면 여자

와 남자 모두 12세-15세 사이가 여자 45.5%, 남자 40.0%로 가장 많으나 15

세 미만에서는 남자가 많은 반면 15세 이상에서는 여자가 주를 이루는 분포를 

이루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3).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남자 

41.5%, 여자 40.9%였으며 편부모와 기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남

자 48.8%, 여자 36.4%이다. 이밖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아동도 남자

는 9.8%, 여자는 22.7%가 되었다. 종교는 크리스트교가 남자 61.5%, 여자 

59.5%로 주를 이룸을 볼 수 있으며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은 남자는 1년 미만

이 주를 이루었으나 여자의 경우는 고루 분포되어있으며 3년 이상도 남자 

14%, 여자20%로 분포함을 볼 수 있다.



- 31 -

       [표 4 ] 몽골이주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        별

   남 n(%)   여  n(%)

연   령

12세미만 12 (27.3) 11 (24.4)

12-15세 20 (45.5) 18 (40.0)

15세이상 12 (27.3) 16 (35.6)

계 44 (100.0) 45 (100.0)

가족형태

아버지+어머니 17 (41.5) 18 (40.9)

편부모+기타 20 (48.8) 16 (36.4)

기타 4 (9.8) 10 (22.7)

계 41 (100.0) 44 (100.0)

종   교

없음 12 (30.8) 11 (26.2)

크리스트교 24 (61.5) 25 (59.5)

기타 3 (7.7) 6 (14.3)

계 39 (100.0) 42 (100.0)

출생지

한국 2 (4.5) 2 (4.4)

몽골 40 (90.9) 43 (95.6)

다른 나라 2 (4.5) 0 (0.0)

계 44 (100.0) 45 (100.0)

거주기간

1년미만 20 (46.5) 12 (26.7)

1~2년 12 (27.9) 12 (26.7)

2~3년 5 (11.6) 12 (26.7)

3년이상 6 (14.0) 9 (20.0)

계 43 (100.0) 4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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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대상인 몽골이주아동과 비교집단인 한국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보면 [표 5]와 같다.

   연령을 비교해보면 몽골이주아동은 12-15세가 42.7%로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는 반면 한국아동은 15세 이상이 49.5%로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p=0.01).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몽골이주아동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함께 사는 

경우가 41.1%, 편부모와 기타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42.4%, 기타가족과만 

함께 사는 경우가 16.5%를 이루고 있는 반면 한국아동은 89.7%의 아동인 아

버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01).

     [표 5]몽골이주아동과 한국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몽골이주아동 한국아동
 Ⅹ²

p-value

성    별
남 44 154 0.06

여 45 167 0.81

연    령

12세미만 23 (25.8) 62 (19.3) 9.18 

12-15세 38 (42.7) 100 (31.2) 0.010

15세이상 28 (31.5) 159 (49.5)

계 89 (100.0) 321 (100.0)

가족형태

아버지+어머니 35 (41.2) 287 (89.7) 97.07 

편부모+기타 36 (42.4) 23 (7.2) <.0001

기타 14 (16.5) 10 (3.1)

계 85 (100.0) 320 (100.0)

종    교

없음 23 (28.4) 135 (42.1) 5.68 

크리스트교 49 (60.5) 149 (46.4) 0.058

기타 9 (11.1) 37 (11.5)

계 81 (100.0) 321 (100.0)

     * 종교 기타 : 불교, 이슬람교 등

     * 가족 기타 :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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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자의 인지지각요인 

   연구 대상자인 몽골이주아동 비교집단인 한국아동의 인지지각요인을 살펴

보면 [표 6]과 같다.

   성별에 따라 살펴본 몽골이주아동의 인지지각요인에 있어서는 주관적 건강

인식이 5점 만점에 남자가 평균 3.67, 여자가 평균 3.21을 나타내었고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이다(p=0.017).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남자 2.93, 

여자 2.77의 평균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이다

(p=0.045). 자기효능감은 100점 만점에 남자가 평균 69.06, 여자가 평균 

70.84를 나타내었으며 사회적지지는 4점 만점에 남자가 평균 3.17, 여자가 평

균 3.12를 타나내었다. 

[표 6]몽골이주아동 성별에 따른 인지지각요인의 평균값

성별 　 　

　 　 남 여 Ⅹ² p-value

계 44 45

주관적 건강인식 3.67 ±0.78 3.21 ±0.95 2.44 (0.017)

자아존중감 　 2.93 ±0.39 2.77 ±0.38 2.05 (0.043)

자기효능감 　 69.06 ±17.74 70.84 ±14.33 0.52 (0.603)

사회적지지 3.17 ±0.41 3.12 ±0.50 0.54 (0.592)

    지지원 3.27 ±0.38 3.18 ±0.44 1.06 (0.291)

친구 3.15 ±0.69 3.10 ±0.67 0.38 (0.702)

가족 3.30 ±0.41 3.22 ±0.57 0.77 (0.441)

교사 3.35 ±0.49 3.21 ±0.70 1.13 (0.260)

지지유형 3.08 ±0.50 3.07 ±0.62 0.11 (0.910)

정서적 지지 3.00 ±0.98 3.17 ±0.96 0.81 (0.420)

정보적 지지 3.23 ±0.91 3.24 ±0.86 0.09 (0.927)

자존감 지지 3.00 ±0.49 2.92 ±0.67 0.6 (0.553)

　 물리적 지지 3.17 ±0.58 3.08 ±0.68 0.69 (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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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의 인지지각요인을 비교해 보면 [표 7]과 같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한국아동이 평균 3.78로 몽골이주아동의 3.45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p=0.003)를 보이며, 자아존중감의 부분은 한국아동이 2.95로 몽

골이주아동의 2.85보다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p=0.050)이다. 반면 자기효능은 

몽골이주아동이 69.96으로 한국아동 62.75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p=0.001)를 

나타내었으며 사회적지지 세부 항목으로는 지지원에서 가족과 교사영역이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지지유형에 있어서는 물리적 지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7] 몽골이주아동과 한국아동의 인지지각요인 평균값 비교

　 　 몽골이주아동 한국아동 
　Ⅹ² p-value

계 89 321

주관적 건강인식 3.45 ± 0.89 3.78 ± 0.87 3.04 (0.003)

자아존중감 　 2.85 ± 0.39 2.95 ± 0.50 1.98 (0.050)

자기효능감 　 69.96 ± 16.04 62.75 ±18.88 3.29 (0.001)

사회적지지 3.15 ± 0.45 3.16 ± 0.48 0.23 (0.821)

지지원 3.22 ± 0.41 3.15 ± 0.47 1.20 (0.231)

친구 3.12 ± 0.67 3.22 ± 0.54 1.20 (0.232)

가족 3.26 ± 0.49 3.41 ± 0.60 2.45 (0.015)

교사 3.28 ± 0.61 2.82 ± 0.67 5.76 (<.0001)

지지유형 3.08 ± 0.56 3.17 ± 0.56 1.40 (0.164)

정서적 지지 3.08 ± 0.97 3.20 ± 0.82 1.07 (0.289)

정보적 지지 3.24 ± 0.88 3.09 ± 0.87 1.37 (0.173)

자존감 지지 2.96 ± 0.59 3.06 ± 0.63 1.40 (0.163)

　 물리적 지지 3.13 ± 0.63 3.28 ± 0.60 2.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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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몽골이주아동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건강행위 실천개수는 남녀 모두 평균 3개정도 수행하였으며 분포로는 4개

에 남자 34.5%, 여자 45.7%를 나타내었다.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한 횟수

는 2번미만 남자 31.6%, 여자 38.1%이며 2번 이상은 남자 68.4%, 여자 

61.9%를 나타내었다. 1일 간식횟수는 남자의 경우는 1번이 38.6%로 높은 반

면 여자의 경우는 2번이 35.6%로 높게 나타났다. 운동횟수는 3회이상 남자 

70.5%, 여자 65.9%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흡연 여부에 있어서는 남자 

28.6%, 여자 17.9%가 흡연을 한다고 답하였으며 음주는 남자 17.1%, 여자 

22.5%가 음주를 한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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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몽골이주아동의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 특성

성별

　 　 남n(%) 여n(%) Ⅹ² p-value

건강행위 1개 1 (3.4) 2 (5.7) 4.55 0.363

실천개수 2개 5 (17.2) 8 (22.9)

3개 8 (27.6) 8 (22.9)

4개 10 (34.5) 16 (45.7)

5개 5 (17.2) 1 (2.9)

　 계 29 (100.0) 35 (100.0)

일주일 
아침식사
　

3번 미만 12 (31.6) 16 (38.1) 0.37 0.542

3번 이상 26 (68.4) 26 (61.9)

계 38 (100.0) 42 (100.0)

1일 2번미만 21 (47.7) 9 (20.0)

간식횟수 2번이상 23 (52.3) 36 (80.0) 0.04 0.834

계 44 (100.0) 45 (100.0)

간식종류 청량음료 8 (18.6) 8 (17.8) 0.90 0.344

(복수응답) 패스트푸드 3 (7.0) 0 (0.0) 6.46 0.011 

과일류 21 (48.8) 13 (28.9) 0.00 1.000

과자류 0 (0.0) 5 (11.1) 1.48 0.224

유제품 3 (7.0) 8 (17.8) 2.90 0.089 

기타 9 (20.9) 19 (42.2) 3.20 0.073 

　 계 43 (100.0) 45 (100.0)

운동횟수 3회미만 13 (29.5) 15 (34.1)

3회이상 31 (70.5) 29 (65.9) 1.46 0.227

　 계 44 (100.0) 44 (100.0)

1회 평균 30분이내 22 (53.7) 22 (50.0) 3.67 0.056

운동시 30분~1시간이내 7 (17.1) 15 (34.1)

1~2시간이내 7 (17.1) 6 (13.6)

2시간이상 5 (12.2) 1 (2.3)

계 41 (100.0) 44 (100.0)

흡연여부 아니오 25 (71.4) 32 (82.1) 0.05 0.819

예 10 (28.6) 7 (17.9)

계 35 (100.0) 39 (100.0)

음주여부 아니오 34 (82.9) 31 (77.5) 5.55 0.139

예 7 (17.1) 9 (22.5)

계 41 (100.0) 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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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집단의 건강증진행위를 비교해보면 [표9],[표10]과 같다. 

   건강행위 실천개수는 두 집단 모두 4개가 가장 많은 %를 나타내었으며 

일주일 식사횟수는 아침식사는 3번 미만에서는 몽골이주아동이 35%로 한

국아동보다 높게 나타났고 3번 이상은 한국아동이 80.1%로 몽골이주아동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8). 1일 간식횟수는 몽골이주아동은 3번 초과

가 31.5%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아동은 1번이 49.8%로 높게 나타났다. 

운동 횟수에서 3회 미만은 한국아동이 57.9%로 높게 나타나고 3회 이상

은 몽골이주아동이 68.2%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

(p=.001). 1회 평균운동 시간은 몽골이주아동은 30분 이내가 51.8%로 높

게 나왔으며 한국아동은 30분~1시간 이내가 45.2%로 높게 나왔으며 이는 

유의하다(p=<.001). 흡연 여부는 흡연을 한다가 몽골아동 23%, 한국아동 

9.5%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유의했다(<.001). 음주 여부는 음주를 한다

가 몽골이주아동은 19.8%, 한국아동은 34.9%로 나타났다(p=0.003).

   두 집단의 건강증진 행위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하여 알아보면 [표7]

과 같다. 몽골이주아동의 신장은 151±14.99인데 반하여 한국아동은 

158± 13.31로 한국아동이 7㎝컸으며 이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

(p=0.0001). 체중에 있어서 몽골이주아동은 44.98±12.71이며 한국아동은 

48.57± 15.39로 약 4㎏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일주일에 

식사를 하는 횟수에 있어서 연속변수로 측정된 각 변수는 몽골이주아동 아

침식사는 4번 정도, 점심과 저녁식사는 5번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한국아동

은 아침식사는 5번 정도, 점심과 저녁식사는 6번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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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몽골이주아동과 한국아동의 건강증진행위 분포 비교 1

　 　 몽골이주아동 한국아동 Ⅹ² p-value

건강행위 1개 3 (4.7) 12 (5.0) 4.04 0.400

실천개수 2개 13 (20.3) 30 (12.4)

3개 16 (25.0) 80 (33.2)

4개 26 (40.6) 88 (36.5)

5개 6 (9.4) 31 (12.9)

　 계 64 (100.0) 241 (100.0)

일주일 3번 미만 28 (35.0) 55 (19.9) 7.06 0.008

아침식사 3번 이상 52 (65.0) 221 (80.1)

　 계 80 (100.0) 276 (100.0)

1일 2번 미만 30 (33.7) 191 (60.3) 3.01 0.269

간식횟수 2번 이상 59 (66.3) 126 (39.7)

　 계 89 (100.0) 317 (100.0)

간식종류 청량음료 16 (18.2) 11 (3.5) 18.68 <.0001

(복수응답) 패스트푸드 3 (3.4) 16 (5.1) 21.05 <.0001

과일류 34 (38.6) 143 (46.0) 0.15 0.695

과자류 5 (5.7) 107 (34.4) 1.22 0.270

유제품 11 (12.5) 46 (14.8) 26.62 <.001

기타 28 (31.8) 38 (12.2) 0.14 0.712

　 계 88 (100.0) 311 (100.0)

운동횟수 3회 미만 28 (31.8) 183 (57.9) 17.69 <.001

3회 이상 60 (68.2) 133 (42.1)

계 88 (100.0) 316 (100.0)

흡연여부 아니오 57 (77.0) 267 (90.5) 23.24 <.001

예 17 (23.0) 28 (9.5)

계 74 (100.0) 295 (100.0)

음주여부 아니오 65 (80.2) 192 (65.1) 8.82 0.003

예 16 (19.8) 103 (34.9)

　 계 81 (100.0) 29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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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몽골이주아동과 한국아동의 건강증진행위 분포 비교 Ⅱ

　

　 　

몽골이주아동 한국아동

N Mean Std Min Max N Mean Std Min Max t-value p-value

키(cm) 80 151.32 14.99 100 178 277 158.02 13.31 111 186 3.85 0.0001

몸무게(kg) 77 44.98 12.71 18.22 74 283 48.57 15.39 20.64 130 2.10 0.038

일주일 아침식사 횟수 80 4.13 2.76 0 7 276 5.19 2.43 0 7 3.34 0.0009

일주일 점심식사 횟수 80 5.08 2.48 1 7 271 6.29 1.68 1 7 4.12 <.0001

일주일 저녁식사 횟수 80 5.09 2.58 0 7 271 6.14 1.7 1 7 3.43 0.0009

흡연을 시작한 나이(만) 17 12.18 3.52 2 17 27 12.56 2.76 5 17

습관적으로 흡연을 
시작한 나이(만)

5 15.2 2.17 13 18 14 12.71 3.05 5 16

최근 한달 흡연일 15 2.73 7.84 0 30 23 6.57 12 0 31

하루 평균 흡연량(개비) 9 2.39 4.83 0 15 18 5.53 6.06 0 20

처음으로 술 1잔을
 모두 마셨던 나이(만)

14 11.79 3.79 3 16 100 12.14 3.57 3 18

술 마시는 정도 11 1.73 0.65 1 3 99 1.74 1.04 1 6

술 마시는 양(잔) 9 2.83 2.96 1 10 85 3.22 6.23 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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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지지각요인

   몽골이주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인지지각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11]과 같다.

   성별의 차이에 따른 인지지각요인을 보면 주관적 건강인식에서 5점 만

점에 남자 3.67, 여자 3.21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왔으며(p=0.017),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도 남자 2.93, 여자 2.77로 남자가 높게(p=0.043) 나

타났다. 

   연령에 따른 인지지각요인을 보면 자아존중감이 4점 만점에 12세미만 

2.74, 15세 이상 3.03으로 차이를 보이며(p=0.008), 사회적지지는 4점 만

점에 12세미만 2.95, 15세 이상 3.37로 차이를 보였다(p=0.003).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사회적지지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006),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서는 주관적 건강인식이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p=0.019), 2~3년이 평균 2.93으로 가장 낮고 3년 이상이 평균 3.93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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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몽골이주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지지각요인 

　       구분
주관적건강인식 t/f 자아존중감 t/f 자기효능감 t/f 사회적지지 t/f

p-value p-value p-value p-value

성별
남 3.67± 0.78 2.44 2.93± 0.39 2.05 69.06± 17.74 0.52 3.17± 0.41 0.54

여 3.21± 0.95 (0.017) 2.77± 0.38 (0.043) 70.84± 14.33 (0.603) 3.12± 0.50 (0.592)

연령

12세미만 3.33± 1.02 0.23 2.74± 0.42 5.12 64.75± 15.96 2.02 2.95± 0.42 6.22

12-15세 3.47± 0.86 (0.796) 2.78± 0.38 (0.008) 70.38± 14.42 (0.139) 3.10± 0.47 (0.003)

15세이상 3.50± 0.86 3.03± 0.33 73.68± 17.56 3.37± 0.38

가족
형태

아버지,어머니 3.31± 0.90 1.15 2.90± 0.37 2.06 73.16± 14.37 2.99 3.12± 0.49 0.8

편부모,기타 3.63± 0.77 (0.322) 2.86± 0.37 (0.134) 64.86± 18.29 (0.056) 3.20± 0.36 (0.454)

기타 3.36± 1.15 2.66± 0.49 74.07± 13.25 3.03± 0.60

종교 없음 3.35± 0.88 0.5 2.93± 0.42 2.38 66.50± 18.62 1.58 3.15± 0.35 0.32

크리스트교 3.51± 0.92 (0.609) 2.87± 0.36 (0.099) 70.23± 15.67 (0.213) 3.15± 0.51 (0.724)

기타 3.22± 0.97 　 2.60± 0.50 　 77.78± 11.71 　 3.02± 0.47 　

거주

기간

1년미만 3.45± 0.81 3.53 2.89± 0.45 0.47 70.25± 19.74 0.39 3.17± 0.40 0.2

1~2년 3.39± 0.84 (0.019) 2.79± 0.34 (0.705) 69.45± 14.23 (0.757) 3.12± 0.50 (0.894)

2~3년 2.93± 0.88 2.88± 0.33 72.25± 12.39 3.08± 0.53

3년이상 3.93± 0.88 　 2.79± 0.41 　 66.17± 13.85 　 3.19± 0.44 　

　 계 3.45± 0.89 　 2.85± 0.39 　 69.96± 16.04 　 3.15± 0.45 　

         * 종교 기타 : 불교, 이슬람교 등

         * 가족 기타 :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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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지지각요인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몽골이주아동의 인지지각요인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를 살펴보면 [표12]와 

같다.

   주관적 건강인식에 따라서 주관적 건강인식이 높을수록 아침식사는 3번 이

상, 간식횟수는 2번미만, 운동횟수는 3회 이상, 흡연여부는 ‘아니오’, 음주여부

는 ‘예’, 건강행위 실첫개수는 4개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다. 

   자아존중감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아침식사는 3번 이상(p= 

0.003), 간식횟수 2번 이상, 운동횟수 3번 이상, 흡연여부 ‘예’, 음주여부 ‘예’, 

건강행위 실천갯수는 4개미만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침식사만 유의한 관계를 보

였다.

   자기효능감에 따라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아침식사 3번 이상(p= 

0.001), 간식횟수 2번미만, 운동횟수 3번 이상, 흡연여부 ‘예’, 음주여부 ‘아니

요’, 건강행위 실천개수 4개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아침식사 항목만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따라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아침식사는 3번 이상(p=0.061), 

간식횟수 2번미만(p=<.0001), 운동횟수는 3회 미만, 흡연여부 ‘예’, 음주여부 

‘예’, 건강행위 실천개수 4개 미만인 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간식횟수만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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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몽골이주아동의 인지지각요인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아침식사 t/f
p

    간식횟수 t/f
p

    운동횟수    t/f
p3번

미만
3번
이상

2번
미만

2번
이상

3회
미만

3회
이상

주관적
건강인식　

3.37 3.47 0.47 3.46 3.44 　0.12 3.26 3.53 　1.28

± 0.74 ± 0.97 (0.64) ± 0.74 ± 0.96 (0.902) ± 0.94 ± 0.87 　(0.204)

자아
존중감

2.66 2.94 3.09 2.79 2.88 0.94 2.80 2.87 0.81

± 0.42 ± 0.35 (0.003) ± 0.42 ± 0.37 (0.348) ± 0.31 ± 0.43 (0.422)

자기
효능감

62.19 74.46 3.49　 69.47 70.21 　0.2 66.94 71.19 　1.16

±16.93 ±13.85 (0.001) ± 16.04 ± 16.17 (0.839) ± 13.46 ± 7.11 (0.251)

사회적
 지지　

3.00 3.20 1.9　 2.87 3.29 　4.56 3.20 3.13 0.67

± 0.40 ± 0.48 (0.061) ± 0.47 ± 0.38 　<.0001 ± 0.43 ± 0.47 (0.508)

흡연여부 t/f
p

음주여부 t/f
p

건강행위
 실천개수

t/f
p

아니오 예 아니요 예 4개이상 4개미만

주관적
건강인식　

  3.56   3.18 　1.52   3.40 3.53 　0.51   3.50   3.38 　0.53

± 0.96 ± 0.64 (0.134) ± 0.94 ± 0.83 (0.608) ± 0.90 ± 0.94 (0.596)

자아
존중감

2.80 2.88 0.82 2.82 2.97 1.34 2.82 2.83 0.12

± 0.36 ± 0.40 (0.415) ± 0.39 ± 0.42 (0.185) ± 0.40 ± 0.37 (0.905)

자기
효능감　

69.46 68.79 　0.15 69.91 69.21 　0.15 71.81 67.46 　1.09

±14.29 ±20.43 (0.879) ± 15.39 ± 21.05 (0.881) ± 13.84 ± 17.91  (0.282)

사회적
 지지　

3.09 3.20 　0.81 3.09 3.33 　1.78 3.05 3.15 　0.77

± 0.44 ± 0.53 (0.421) ± 0.48 ± 0.41 (0.078) ± 0.53 ± 0.42 (0.445)

6. 두 집단의 건강증진행위 관련 요인 

   두 집단의 인지지각요인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건강증진행위와 

관련이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지지각요인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로지스

틱회귀 분석을 하였다. 건강증진행위를 나타내는 아침식사 횟수, 간식횟수, 운

동 횟수, 흡연, 음주의 각 변수에 대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국적, 성별, 연령, 

가족형태, 종교와 인지지각요인인 주관적건강인식,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

회적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13-표1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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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식사 3회 이상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통제하였을 때 한국아

동에 비하여 몽골이주아동이 아침식사를 할 교차비는 0.6배이다. 즉 몽골이주

아동이 한국아동에 비하여 아침식사를 40%정도 적게 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가족형태에 따라 양측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에 비하여 편

부모와 사는 아동이 아침식사를 할 교차비는 0.4배이며 이는 편부모와 사는 

아동이 약 60%정도 아침식사를 적게 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p=0.013). 또한 종교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크

리스트교인 집단이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집단에 비하여 아침식사를 2.0배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p=0.016). 그 밖에 성

별, 연령에 대하여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모델에 인지지각요인 변수를 더 추가하여 건강

증진행위와의 관련성을 보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지지각요인에 대한 건

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가족형태(OR=0.4, p=0.033)와 종교(OR=2.1, 

p=0.018)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인지지각요인에 있어서는 주관적 건강인

식이 높을수록 아침식사를 1.0배 더 잘 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2.0배,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1.0배,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1.0배 아침식사를 더 잘 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지지각요인에 

있어서 사회적지지 외에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지지를 지지원과 지지유형의 7개의 항목으로 세분화 하여 건강증진

행위와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사회적지지의 세부항목 가족의 지지가 높아질수

록 아침식사를 1.8배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

다(p=0.041).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1.0배, 물질적 지지가 클수록 1.4배 아

침식사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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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중 “아침 식사 3회 이상”의 교차비

　 교차비
95% 

신뢰구간
교차비 95% 신뢰구간 교차비 95% 신뢰구간

국적 한국 1.000 1.000 　 　 1.000 　 　

몽골 0.640 0.319 1.281 0.528 0.245 1.140 0.602 0.266 1.366

성별 남 1.000 　 　 1.000 　 　 1.000 　 　

여 0.933 0.549 1.584 1.048 0.595 1.848 1.142 0.630 2.070 

연령 12세 미만 1.000 　 　 1.000 　 　 1.000 　 　

12-15세 1.252 0.627 2.500 1.260 0.587 2.702 1.204 0.526 2.756

 15세이상 1.668 0.858 3.242 1.833 0.842 3.987 1.911 0.835 4.376

가족
형태

아버지+어머니 1.000 　 　 1.000 　 　 1.000 　 　

 편부모+기타 0.388 0.184 0.819 0.414 0.184 0.929 0.433 0.185 1.016

 기타 0.704 0.243 2.038 1.032 0.317 3.365 1.127 0.335 3.795

종교 없음 1.000 　 　 1.000 　 　 1.000 　 　

 크리스트교 2.044 1.144 3.651 2.123 1.141 3.949 2.158 1.146 4.062

 기타 0.841 0.386 1.835 0.846 0.374 1.917 0.904 0.391 2.091

인지
지각
요인

주관적 
건강인식

1.017 0.723 1.431 1.032 0.724 1.472

자아존중감 1.968 0.921 4.203 1.888 0.860 4.142

자기효능감 1.011 0.992 1.031 1.010 0.991 1.031

사회적지지 0.996 0.478 2.071

사회
적지
지

친구 0.75 0.353 1.592

가족 1.820 1.026 3.229

교사 1.028 0.592 1.785

정서적지지 0.92 0.581 1.456

정보적지지 0.913 0.610 1.367

자존감지지 0.777 0.386 1.564

물질적지지 1.401 0.731 2.684

  

 * 종교 기타 : 불교, 이슬람교 등
* 가족 기타 :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 교차비 (OR=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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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2회 미만에 대한 건강증진행위와 관련 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의 

결과는 [표14]와 같다. 

   간식 2회 미만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통제하였을 때 한국아동에 

비하여 몽골이주아동이 0.4배 간식을 먹지 않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다(p=0.0009). 성별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0.5배 간식을 먹지 않

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p=0.0025). 연령, 가족형태, 종교에 대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모델에 인지지각요인 변수를 더 추가하여 건

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을 보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지지각요인에 대한 

건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국적(OR=0.4, p=0.002)와 성별(OR=0.5, 

p=0.003)에서 앞의 모델에서와 같이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인지지각요인에 

있어서는 주관적 건강인식이 높을수록 간식을 1.0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1.2배 안 먹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하지는 않다. 

   사회적지지를 지지원과 지지유형의 7개의 항목으로 세분화 하여 건강증진

행위와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사회적지지의 세부항목중 지지원에서는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지지유형에서는 정보적지지와 자존감지지가 높을수록 간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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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중 “간식 2회미만”의 교차비

　 교차비 95% 신뢰구간 교차비 95% 신뢰구간 교차비 95% 신뢰구간

국적 한국 1.000 　 　 1.000 　 　 1.000 　 　

몽골 0.362 0.199 0.660 0.357 0.186 0.686 0.412 0.206 0.824

성별 남 1.000　 　 　 1.000 　 　 1.000 　 　

 여 0.517 0.337 0.793 0.498 0.317 0.783 0.499 0.312 0.797

연령 12세 미만 1.000 　 　 1.000 　 　 1.000 　 　

12-15세 1.198 0.666 2.155 1.265 0.674 2.374 1.126 0.574 2.210 

 15세이상 0.839 0.480 1.467 0.866 0.460 1.630 0.851 0.439 1.651

가족
형태

아버지+어머니 1.000 　 　 1.000 　 　 1.000 　 　

 편부모+기타 0.748 0.384 1.455 0.866 0.425 1.765 0.999 0.482 2.070 

 기타 0.537 0.204 1.412 0.635 0.233 1.729 0.657 0.237 1.817

종교 없음 1.000 　 　 1.000 　 　 1.000 　 　

 크리스트교 0.725 0.463 1.136 0.801 0.499 1.285 0.832 0.513 1.348

 기타 1.595 0.764 3.330 1.923 0.883 4.190 1.936 0.885 4.233

인지
지각
요인

주관적 건강인식 1.020 0.773 1.344 1.048 0.788 1.394

자아존중감 1.164 0.622 2.179 1.018 0.532 1.946

자기효능감 0.995 0.980 1.011 0.995 0.979 1.011

사회적지지 0.834 0.461 1.510 

사회
적지
지

친구 0.925 0.511 1.675

가족 1.341 0.846 2.128

교사 0.685 0.438 1.071

정서적지지 0.812 0.557 1.184

정보적지지 1.145 0.823 1.593

자존감지지 1.243 0.700 2.207

물질적지지 0.965 0.574 1.622

* 종교 기타 : 불교, 이슬람교 등  

* 가족 기타 :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 교차비 (OR=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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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횟수에 대한 건강증진행위와 관련 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의 결과

는 [표15]와 같다.

   운동 횟수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통제하였을 때 한국아동에 비

하여 몽골이주아동이 운동을 3회 이상 할 교차비가 2.3배였으며 이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였다(p=0.009). 성별에 대하여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운동을 할 

교차비가 0.3배였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p=<.00001). 연령에 있어

서 12세 미만인 집단에 비하여 15세 이상인 집단이 운동을 할 교차비는 0.3배

였으며 이는 유의하다(p=<.00001). 가족형태와 종교는 유의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모델에 인지지각요인 변수를 더 추가하여 건

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을 보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지지각요인에 대한 

건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국적(OR=2.5, p=0.01)과 성별(OR=0.3, 

p<.0001), 연령의 15세 이상 집단(OR=0.5, p=0.026)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

다. 인지지각요인에 있어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운동을 할 교차비가 1.0

배 높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p<0.05). 주관적 건강인식이 높을수

록 아침식사를 1.1배 더 잘 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1.4배,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1.0배 운동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사회적지지를 지지원과 지지유형의 7개의 항목으로 세분화 하여 건강증진행

위와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사회적지지의 세부항목 중 가족의 지지가 높아질수

록 운동을 1.3배, 지지가 높을수록 1.1배, 정서적 지지가 높을 잘 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1.2배, 물질적

지지가 높을수록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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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중 “운동횟수 3회이상”의 교차비

　 교차비 95% 신뢰구간 교차비 95% 신뢰구간 교차비 95% 신뢰구간

국적 한국 1.000 　 　 1.000 　 　 1.000 　 　

몽골 2.324 1.235 4.371 2.493 1.250 4.971 2.744 1.311 5.742

성별 남 1.000　 　 　 1.000 　 　 1.000 　 　

 여 0.335 0.214 0.525 0.331 0.204 0.536 0.319 0.192 0.529

연령 12세 미만 1.000 　 　 1.000 　 　 1.000 　 　

12-15세 1.050 0.574 1.920 1.384 0.721 2.659 1.346 0.660 2.745

 15세 이상 0.310 0.173 0.557 0.472 0.244 0.913 0.459 0.228 0.925

가족
형태

아버지+어머니 1.000 　 　 1.000 　 　 1.000 　 　

 편부모+기타 1.219 0.612 2.429 1.367 0.649 2.882 1.263 0.585 2.726

 기타 1.359 0.506 3.650 1.553 0.558 4.323 1.716 0.598 4.928

종교 없음 1.000 　 　 1.000 　 　 1.000 　 　

 크리스트교 1.268 0.787 2.043 1.041 0.621 1.744 1.038 0.614 1.755

 기타 1.355 0.649 2.831 1.649 0.750 3.626 1.750 0.780 3.924

인지
지각
요인

주관적 건강인식 1.141 0.851 1.530 1.140 0.844 1.540 

자아존중감 1.393 0.701 2.769 1.625 0.795 3.321

자기효능감 1.017 1.000 1.034 1.019 1.001 1.037

사회적지지 1.019 0.541 1.919

사회
적지
지

친구 0.849 0.435 1.655

가족 1.303 0.787 2.155

교사 1.110 0.697 1.770 

정서적지지 1.231 0.829 1.829

정보적지지 0.796 0.561 1.130 

자존감지지 0.620 0.340 1.132

물질적지지 1.317 0.763 2.272

 * 종교 기타 : 불교, 이슬람교 등

 * 가족 기타 :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 교차비 (OR=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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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통제하였을 때 한국아동에 비하여 

몽골이주아동이 흡연을 할 교차비가 2.9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01). 성별에 대하여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흡연을 할 교차비가 0.5배 

였으며(p<0.05), 연령에 있어서 15세 미만인 집단에 대하여 15세 이상인 집단

이 흡연을 할 확률이 3.3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02). 또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양측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형태를 가진 아동

에 비하여 편부모나 그 외의 친척들과 생활하는 아동의 흡연율이 각각 2.2배, 

1.5배 높았다. 종교에 있어서는 종교가 없는 군에 비하여 종교가 있는 크리스

트교 집단이나 기타(이슬람, 불교) 집단이 흡연을 할 교차비가 각각 0.7배, 0.9

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모델에 인지지각요인 변수를 더 추가하여 건

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을 보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지지각요인에 대한 

건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국적(OR=4.3, p=0.008)과 성별(OR=0.4, 

p=0.03), 연령(OR=3.1, p=0.011)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인지지각요인 중

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이 높을수록 흡연을 교차비가 0.5배 높았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했다(p=0.005). 

   사회적지지를 지지원과 지지유형의 7개의 항목으로 세분화 하여 건강증진

행위와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사회적지지의 세부항목 중 지지원인 교사의 지지

가 높을수록 흡연을 할 교차비가 0.3배 높아지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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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중 “흡연여부 ‘아니요‘”의 교차비

　 교차비 95% 신뢰구간 교차비 95% 신뢰구간 교차비 95% 신뢰구간

국적 한국 1.000 　 　 1.000 　 　 1.000 　 　

몽골 2.904 1.165 7.241 4.285 1.472 12.473 7.809 2.393 25.480 

성별 남 1.000　 　 　 1.000 　 　 1.000 　 　

여 0.487 0.239 0.99 0.396 0.182 0.862 0.233 0.096 0.568

연령 12세 미만 1.000 　 　 1.000 　 　 1.000 　 　

12-15세
3.266 1.544 6.911 3.085 1.303 7.305 2.762 1.088 7.009

 15세 이상

가족
형태

아버지+어머니 1.000 　 　 1.000 　 　 1.000 　 　

 편부모+기타 2.234 0.912 5.473 1.808 0.692 4.727 1.681 0.569 4.970 

 기타 1.546 0.373 6.413 1.217 0.269 5.513 2.099 0.433 10.171

종교 없음 1.000 　 　 1.000 　 　 1.000 　 　

 크리스트교 0.670 0.317 1.415 0.732 0.326 1.646 0.724 0.308 1.700 

 기타 0.911 0.313 2.650 0.914 0.298 2.805 0.923 0.284 3.001

인지
지각
요인

주관적 건강인식 0.512 0.320 0.820 0.468 0.280 0.783

자아존중감 0.430 0.156 1.180 0.520 0.174 1.553

자기효능감 0.980 0.956 1.005 0.982 0.956 1.008

사회적지지 1.452 0.563 3.748

사회
적지
지

친구 1.912 0.581 6.285

가족 0.829 0.392 1.754

교사 0.329 0.151 0.713

정서적지지 1.754 0.882 3.488

정보적지지 0.655 0.352 1.219

자존감지지 1.079 0.380 3.065

물질적지지 1.928 0.747 4.975

* 종교 기타 : 불교, 이슬람교 등

* 가족 기타 :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 교차비 (OR=Odds Ratio)

   음주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통제하였을 때 한국아동에 비하여 

몽골이주아동이 음주를 할 교차비가 0.5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5). 성별에 대하여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음주를 할 교차비가 0.5배였으

며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p=0.004). 연령에 있어서 12세 미만인 집단에 대

하여 12-15세는 음주를 할 교차비가 1.4배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으

며 15세 이상인 집단에서는 2.1배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p=0.032). 가족형태와 종교에 있어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모델에 인지지각요인 변수를 더 추가하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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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을 보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지지각요인에 대한 

건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국적(OR=0.4, p=0.024)과 성별(OR=0.5

, p=0.003)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사회적지지를 지지원과 지지유형의 7개의 항목으로 세분화 하여 건강증진행

위와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사회적지지의 세부항목 중 물질적 지지가 높을수록 

음주를 할 교차비가 2.1배 높아지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021). 

반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지지각요인을 가지고 분석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

를 보였던 국적에 따른 음주를 할 교차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1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중 “음주여부 ‘아니요‘”의 교차비

　 교차비 95% 신뢰구간 교차비 95% 신뢰구간 교차비 95% 신뢰구간

국적 한국 1.000 　 　 1.000 　 　 1.000 　 　

몽골 0.485 0.235 0.999 0.399 0.180 0.884 0.509 0.218 1.189

성별 남 1.000 　 　 1.000 　 　 1.000 　 　

 여 0.499 0.312 0.798 0.467 0.282 0.775 0.429 0.252 0.730 

연령 12세 미만 1.000 　 　 1.000 　 　 1.000 　 　

12-15세 1.419 0.699 2.878 1.198 0.555 2.584 1.223 0.535 2.793

 15세 이상 2.083 1.064 4.078 1.481 0.686 3.199 1.491 0.664 3.347

가족
형태

아버지+어머니 1.000　 　 　 1.000 　 　 1.000 　 　

 편부모+기타 1.412 0.691 2.886 1.875 0.863 4.075 1.931 0.867 4.302

 기타 0.469 0.127 1.732 0.586 0.154 2.231 0.655 0.167 2.571

종교 없음 1.000　 　 　 1.000 　 　 1.000 　 　

 크리스트교 0.861 0.529 1.401 0.888 0.528 1.494 0.876 0.515 1.492

 기타 0.469 0.203 1.084 0.43 0.176 1.051 0.466 0.187 1.159

인지
지각
요인

주관적 건강인식 1.048 0.769 1.427 1.063 0.773 1.462

자아존중감 0.622 0.306 1.265 0.647 0.308 1.358

자기효능감 0.994 0.977 1.011 0.996 0.978 1.014

사회적지지 1.303 0.681 2.494

사회
적지
지

친구 0.900 0.456 1.779

가족 1.067 0.637 1.790 

교사 0.763 0.463 1.256

정서적지지 1.122 0.719 1.751

정보적지지 0.811 0.551 1.195

자존감지지 0.950 0.496 1.820 

물질적지지 2.074 1.116 3.855

* 종교 기타 : 불교, 이슬람교 등  

* 가족 기타 :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 교차비 (OR=Odds Ratio)



- 53 -

Ⅴ. 고    찰 

    이 연구는 몽골 이주노동자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주아동

의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요인을 파악한 연구로는 처음 

시도된 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들 이주아동들의 70%~80%는 몽골인의 자녀이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들이 개인 단위로  입국하는데 비해 오랫동안 유목문화 속에 살아온 몽골인들

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자녀를 입국시켜 가족단위로 생활하려는 습성이 

강함을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는 31,185명의 몽골인들이 있으며 그 중 70%

는 합법적 체류자이고, 30%는 불법체류자로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 그와 관

련하여 450명이 넘는 아동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들의 부모와 동행

하였으며 아동의 경우는 부모가 합법적 체류자라 할지라도 체류자격을 얻지 

못하여 불법체류자로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아시아인권센터, 2008).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주아동의 건강 특성을 몽골이주아동을 통하

여 알아보았으며 이주아동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지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서 논하려고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자녀의 생활만족도와 적응에 관한 연구(홍진

주, 2004; 노충래  홍진주, 2006; 김보미, 2007; 남효진, 2008)와 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한건수, 2004; 조영달, 2006; 최정주, 2006; 황필규, 

2008)등이 이루어졌으나(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 2008), 

이주아동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건강에 

대한 현황파악과 문제 제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주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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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함께 

살펴보았으며 건강증진의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이주아동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에 한국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건강증

진행위에 관련 있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를 통하여 몽골이주아동을 특성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가족형태에 있어서 한국아동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이 높은 것에 반하여 몽골이주아동은 편부모와 생활하는 

아동이 많았다.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가족단위 이주로 인하여 가족의 수

가 4명 이상인 경우가 68% 이상이었던 홍진주(2004)의 결과와 달리 가족단위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몽골 이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양측 부모가 함께 거주하

는 경우가 낮은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는 종래의 가족 구성원 각각인 

성인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관심에서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관심과 가족

의 기능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거주기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1년 미만의 이주아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는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인 남효진(2008)의 연구에

서 6개월 미만이 27.9%, 6개월-1년 6개월 미만이 39.3%로 나타난 것과 일치

한다. 반면 김보미(2007), 신영옥(2006), 홍진주(2004)이 연구에서는 2년 이상

의 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과는 차이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과거에 비하여 이주아동의 한국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이주아동의 

현황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출생지에 있어서도 몽골에서 출생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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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9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부모의 이주

에 따른 아동의 이주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동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부모의 이주로 인한 비선택적 이주로 한국에 유입된 이주아동은 한국 적

응 문제로 인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초래하게 된다.  

남효진(2008)의 연구에서 몽골이주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거주기간과 한국어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주아동의 한

국생활 적응 정도에 따라 지각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김보미(2007)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주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아동의 적응력을 낮추어 생활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낮은 

만족감을 나타냄을 제시하고 있다. 홍진주(2004)의 연구 역시 이주의 문제로 

인한 아동의 스트레스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2. 인지지각요인, 건강증진행위 특성

   인지지각요인에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주관적 건강인식과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는 한국아동이 높았으며 자기효능감은 몽골이주아동이 높았다. 

사회적지지 세부항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차이는 한국아동이 사회적지지 

중 가족의 지지가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난 반면 몽골이주아동에게서는 교

사의 지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사회적지지의 지지원에 

있어서 몽골이주아동에서 교사의 지지가 친구나 가족의 지지보다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이주아동에 있어서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주아동은 교사의 지지를 통하여 많은 영향을 받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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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유형의 물질적지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아동에 비하여 

몽골이주아동의 물질적지지 평균이 낮음을 통하여 몽골이주아동이 상대적

으로 물질적 지지가 낮다고 인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주아동들이 느끼

는 상대적인 빈곤감을 반영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설동훈(2003)에 따르

면 이주아동들이 한국에 거주하며 처음에는 한국의 모습에 놀며 적응하면

서는 한국에도 빈부 차이가 있음을 알고 주위에 있는 한국 친구들과 자신

을 비교하게 되며 상대적인 빈부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건강증진행위에서 두 집단의 건강증진행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침식사에서 한국아동은 약 80%정도가 

규칙적인 아침식사를 하고 있고 몽골이주아동은 65%를 하고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간식종류에 있어서도 몽골이주아동의 청량음료 섭취정

도는 18.2%이며 이는 한국아동의 3.5%에 비하여 높으며 유의한 차이이

다. 두 변수의 결과가 이주아동의 전반적인 영양 상태를 대표 할 수는 없

지만 결과를 통하여 몽골이주아동이 한국아동에 비하여 열약한 영양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동의 의식주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김

성천, 2008)의 보고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맞벌이로 바쁜 부모의 상황으로 

인하여 아동의 양육에 소홀할 수밖에 없게 되며 부모의 늦은 귀가로 인하

여 라면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아동

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더 나아가 영양불균형과 

발달장애 문제의 초래가 예상되어진다. 따라서 이주아동들의 건강증진을 



- 57 -

위하여 지역사회의 지지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지지각요인을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인식과 

자아존중감은 여자보다 남자가 높았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홍진주(2004)의 연

구에서는 이주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닌 변수를 거주

기간으로 보고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거주기간에 따른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가족형태에 있어서 양측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

중감이 편부모와 생활하는 아동보다 높았으며 주관적건강인식과 사회적지

지는 편부모와 생활하는 아동이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다. 이는 아동에게 

있어서 가족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결과 할 수 있다. 가족형태에 따라 아동

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끼치며 한국아동에 비하여 편부모와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높은 이주아동의 특성에 따라 대책이 필요함

을 제시한다. 

   몽골이주아동의 인지지각요인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를 살펴보면 주관적 건

강인식에 따라 따라서 주관적 건강인식이 높을수록 아침식사는 3번 이상, 간식

횟수는 2번미만, 운동 횟수는 3회 이상, 흡연여부는 ‘아니오‘, 음주여부는 ’예’, 

건강행위 실천개수는 4개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다.  결과에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으나 결과를 통하여 주관적 건강

인식에 따라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주관적 건강인식이 높을

수록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아동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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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연구인 박성주(2006)의 연구에서 건강상태지각이 건강증진수행과 순 상

관관계를 보인 것과 김미선(2003), 송효정(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문상식(2001)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건강인식에 따른 건강행위유형중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식사, 흡연여부, 음주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반면 음주의 경우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주관적 건강인식이 높을수록 음주를 하는 정도가 높게 나왔다. 이는 기존

의 연구와는 달리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대상자의 문화의 차이로 

인한 특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몽골 문화가운데 가정에서 ‘아이락’이라는 말 

젖으로 만든 술을 즐겨 마시는데 아이락은 몽골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양공급과 

수분공급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대상자 간의 문화의 차이

로 인한 연구 결과의 차이로 생각되어 진다. 

   자아존중감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규칙적인 아침식사, 규칙적인 

운동의 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식횟수, 흡연여부, 음주여부, 건

강행위 실천개수에 있어서는 역관계가 나타났다. 선행 연구 역시 자아존중감이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와 ‘끼치지 않는다.’의 양측 결과를 보

여주고 있었다. 이인숙(2005)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1.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송효정(2002)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내고 있으며 본 연구의 아침식사와 규

칙적인 운동 항목에서 결과가 일치한다. 간식횟수, 흡연여부, 음주여부, 건강행

위 실천개수의 항목은 자아존중감이 건강증진행위 수행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

지 못한다는 박성주(2006)와 이미라(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많은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 건강증진행위의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주요변수로 들고 있는데(김성의, 2006; 박성주, 2006; 박경숙, 2003;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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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김명숙, 2000), 본 연구 결과에서는 건강증진행위 중 아침식사 항목만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운동횟수, 음주여부, 건강행위에 있어서는 유의하지

는 않으나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지지에 있어서는 김성의(2006)의 연구에서 개인위생 및 생활습관과 

양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사회적지지로 나타냈으며  이인숙(2005)의 연구에

서는 사회적지지중 가족의 지지가 건강증진행위에 가장 큰 설명력이 있다고 

나타냈다. 김미선(2003)과 권경원(2000)의 연구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사회적지지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간식 2회 미만인 집단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다른 요인들

은 오히려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건강증진행위 관련요인

   

   두 집단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지지각요인과

의 관계를 건강증진행위 아침식사 3회 이상, 간식 2회 미만, 운동 3회 이상, 

흡연, 음주의 항목별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몽골이주아동과 한국아동의 건강증진행위 중 식습관에 있어서는 몽골이주

아동이 한국아동에 대비하여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동훈(2003)의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부모의 맞벌이로 인하여 부모가 

양육을 하지 못하고 아동을 주로 탁아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

와 부모의 늦은 시간 귀가로 라면이나 인스턴스음식을 자주 먹는다는 김성천

(2008)의 연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반면 운동에 있어서는 몽골이주

아동이 한국아동에 비하여 규칙적인 운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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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간에 대한 질문에서 운동을 하는 이주아동의 대부분이 30문 이내로 운

동을 하고 있어서 운동 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흡연에 있어서 몽골이주아동이 한국아동에 대비하여 약 8배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로 그 원인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아동을 대상으로 한 흡연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들을 살펴보면 장환식(200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흡연태도에 연관이 있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흡연친구유무, 가정환경요인 중에서는 

가족 중 흡연자유무, 학교생활요인으로는 학교성적이 흡연태도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숙(2003)은 연구에서 학교성적이 낮고 경제수준이 낮을

수록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군이 비흡연군보다 더 높은 스트레

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에 비추어 볼 때 몽골이주아

동의 높은 흡연율의 원인을 이주아동의 특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주아동

들이 한국 사회와 학교생활 적응 과정 속에 느끼는 문화적응스트레스(남효진, 

2008; 김보미, 2007; 홍진주, 2004)는 한국에서 살아가야하는 이주아동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하며 같은 맥락으로 학업부진으로 인한 낮은 

성적과 상대적인 빈곤감 역시 이주아동의 높은 흡연율의 원인으로 생각되어 

진다. 또한 이주아동의 흡연율의 원인을 보건교육의 부족에서 찾아 볼 수 있

다. 아동의 흡연수용성이 흡연여부에 유의한 관계에 있다고 장환식(2006)의 

연구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아동의 반응은 흡연에 대한 사회와 가족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흡연은 아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흡연을 하는 가족의 영향, 친구의 영향, 사회적 영향이 함께 작

용함으로 이주아동의 흡연율에 대한 대비책 역시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대

책을 세워나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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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는 몽골이주아동이 한국아동에 비하여 약 40%정도 음주를 적게 마시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처음으로 술 1잔을 모두 마셨던 나이는 몽골이주아동이 

평균 11.79세로 한국아동 12.14세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방법상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하

여 아동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지지

각요인을 선정하였으나 이주민이라는 특성과 아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건강증

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들

이 있기에 이주아동의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별과 연령, 가족구성 및 거주 기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주요변수와 인지

지각요인들을 통하여 몽골이주아동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몽골 이주노동자의 미성년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를 일반

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서울· 경기지역이라는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에 동

의한 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기에 몽골이주아동 전체를 대표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이주아동을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몽골이주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한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몽

골어로 번역하여 여러 차례 반복,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연구과정중 번역 오류가 있었으며 이주아동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몽골유학생을 통한 번

역과 수정, 사전조사를 통하여 번역된 설문지는 작성에 있어서 연구자가 예상

한 시간만큼의 소요시간이 사용되었으며 대상자들의 feedback에서도 이해하기 

쉬웠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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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에 동의한 학교와 이주민지원

센터 통하여 이루어졌다.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문자 이해력의 문제로 인하여 연

령대가 학령기 아동으로 제한되다보니 미취학연령대 아동의 건강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없었으며 학령기의 이주아동들 가운데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수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어려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 장애요소에 더 노출되어있으며 의료접근성이 낮은 

미취학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와 실태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본 연구는 미등록이주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실태 파악의 시급성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

해주며 이주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세부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구성의 

필요성 시사하고 있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 

   첫째, 이주아동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적응 초기부터 건강 전반적인 내용

에 대한 정기적인 기초조사와 관리가 정부차원에서 필요하다. 앞에서도 살펴보

았듯이 이주아동 중 취학아동에 비해 미취학아동의 비율이 더 높으며 불법체

류 신분으로 인하여 기초 실태조차 파악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

러므로 이주아동이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취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야 하며 질병발생시 무료진료소 이외에 보건소 및 지정병원을 통하여 일시적 

진료가 아닌 체계적인 기록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두 집단의 건강증진행위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국적에 따른 이주

아동과 한국아동이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를 통하여 볼 때 이주아동의 건강증진을 계획함에 이주아동이 영향을 받고 있

는 문화  사회적 특성과 배경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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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고려한 이론 바탕위에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선행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동의 건강증진행위에 가족

의 기능은 주목할 만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부모

와 함께 국내에 들어온 이주아동들은 그 부모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대부

분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8조, 제

23조, 제24조에서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아동까지 단속대상이 되어 강제출국에 대상자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부모의 경제적 여건상 모두 취업을 해야 하는 상태에서 연령이 

어린 아동일수록 부모의 곁을 떠나 본국으로 보내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하

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러한 한국의 이주아동에 대한 현황을 보

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국으

로써 이주아동의 신분을 떠나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이주아동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지지와 국가적 지원

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가족의 부재 시에도 가족을 대신하여 아동을 돌

봐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의 여러 프로그

램을 통한 지원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주아동의 부모에게 있어서 양육의 

책임은 순전히 가족만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와 함께 근래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정책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적용대상을 한국인

과 결혼한 배우자와 그 자녀로 지정하여 정작 지원이 시급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가 및 지

방자치 단체에서는 우선 이주노동자 가정의 실제적이고 시급한 문제에 대

한 조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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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몽골이주노동자의 미성년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주아동의 특

성과 건강장애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빈도분석, 카이제곱검정, 다변량 로지

스틱회귀분석을 통한 교차비(Odds Ratio)등을 산출하였다.

   첫째, 몽골이주아동과 한국아동의 차이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가족

의 형태에서 이주아동들에게 있어서 편부모와 생활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인식과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중 물질적 지지는 한국아동이 

높았고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중 교사의 지지는 몽골이주아동이 높았다. 

건강증진행위에 대하여 몽골이주아동이 한국아동에 비하여 불규칙한 식사

와 높은 흡연율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규칙적인 운동과 낮은 음주율을 나

타냈다.

   둘째, 몽골이주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자아

존중감이 높았다. 인지지각요인과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는 자아존중

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했으며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간식을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두 집단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침

식사에서 몽골이주아동이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요인으로

는 가족형태, 종교, 사회적지지 중 가족의 지지가 있었다. 간식횟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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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아동이 한국아동에 비해 간식섭취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관련요인으로는 성별이 있다. 운동횟수에 대하여 한국아동에 비해 몽

골이주아동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요인으로 성별, 연

령이 있다. 흡연에 대하여 몽골이주아동의 흡연율이 한국아동에 비하여 약 8배

정도 높았으며 관련요인으로 성별, 연령, 사회적지지 중 교사의 지지가 있었다. 

음주에 대하여 몽골이주아동의 음주율은 한국아동에 비하여 낮았으며 관련요

인으로 성별, 사회적지지 중 물질적지지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몽골이주아동과 한국아동의 건강증진

행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문화적 차이를 들 

수 있으며 주된 원인으로는 이주아동의 불안정한 신분을 야기하는 한국의 이

주정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로인한 가족의 기능약화, 상대적 빈곤감, 아동

의 권리 박탈, 또한 이러한 문화  사회적 특성에 따른 인지지각요인의 차이에

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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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제목 : 국내 거주 이주아동들의 특성과 건강 관련 요인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아동에 대한 인구사회학적인 특징과 건강과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한국아동의 건강 증진행위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 후 두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이주아동들의 건강 증진 프

로그램 개발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

다. 설문지를 같이 첨부하오니 학교장님(담당교사)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 설문지 사본 1부    끝

                     200 년    월    일

                                      학교명:  

                                      학교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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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각요인의 신뢰도 검사

가. 자아존중감

    10문항으로 구성 Cronbach'a(본 연구)=0.8241

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10문항으로 수정 - 박성주(200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3 

                      본 연구 Cronbach'a=0.9175

다.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하위영역별 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a

(홍진주의 연구)

Cronbach'a

(본 연구)

사

회

적

지

지

지

지

원

친구지지 1, 2, 3 3 .8631 0.7310

가족지지 4, 5, 6 3 .8630 0.6695

교사지지 7, 8, 9 3 .9146 0.8427

전체 9 .9240 0.7964

지

지

유

형

정서적 지지 10, 11 2 .9054 0.7786

정보적 지지 12 1 1 1

자존감 지지 13, 14, 15 3 .8150 0.7645

물질적 지지 16, 17, 18 3 .8344 0.6268

전체 9 .9259 0.8496

사회적지지 전체 총합 18 .9590 0.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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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1] 변수의 정의-인구사회학적 특성

분류 변수명 원분류 재분류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연령 1. 연속형(년)

1. 12세미만

2. 12세이상-15세미만

3. 15세이상

가족형태

1. 아버지  2. 어머니 
3. 형제,자매    

1.아버지+어머니

4. 할아버지 5. 할머니 2.편부모+기타
6. 기타 가족, 친척 3.기타

종교 1.없다  2.불교  3.이슬람교  1.없음

4.크리스트교(기독교,천주교)  2.크리스트교

5.기타 3.기타(이슬람교, 불교등)

거주기간 1.연속형(개월) 1.1년미만

2.1~2년

3.2~3년

4.3년이상

[부록3-2] 변수의 정의-건강증진행위

분
류

변수명 원분류 재분류

건
강
증
진
행
위

아침식사횟수 1.연속형(회) 1. 3번미만

2. 3번이상

1일간식횟수 1.먹지않는다  2. 1회  3. 2회  1. 2번미만

4. 3회  5. 3번이상 2. 2번이상

운동횟수 1.하지않는다  2. 1회  3. 2회  1. 3회미만

4. 3회  5. 3회이상 2. 3회이상

건강행위 실천 1. 1개  2. 2개  3. 3개 1. 4개이상

4. 4개  5. 5개 2. 4개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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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한국아동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Ⅹ²

　 　 남 여 p-value
연령 12세미만 27 (17.5) 35 (21.0) 4.52 

12-15세 59 (38.3) 41 (24.6) 0.121

15세이상 68 (44.2) 91 (54.5)
계 154 (100.0) 167 (100.0)

가족형태 아버지+어머니 131 (85.6) 156 (93.4) 5.31 
편부모+기타 15 (9.8) 8 (4.8) 0.070

기타 7 (4.6) 3 (1.8)
계 153 (100.0) 167 (100.0)

가족수
　

1명 10 (6.5) 4 (2.4) 7.36 

2명 28 (18.3) 12 (7.2) 0.007
3명 104 (68.0) 131 (78.4)

4명이상 11 (7.2) 20 (12.0)
계 153 (100.0) 167 (100.0)

종교 없음 77 (50.0) 58 (34.7) 0.39 

크리스트교 59 (38.3) 90 (53.9) 0.533
기타 18 (11.7) 19 (11.4)

　 계 154 (100.0) 167 (100.0)

[부록5] 한국아동 인지지각요인

성별 　 　

　 　 남 여 　Ⅹ² p-value

계 154 167

주관적 건강인식 3.81 ±0.92 3.75 ±0.83 0.56 (0.576)

자아존중감 　 2.94 ±0.48 2.95 ±0.51 0.11 (0.913)

자기효능감 　 63.19 ±19.31 62.34 ±18.52 0.4 (0.689)

사회적지지 3.10 ±0.51 3.22 ±0.44 2.25 (0.025)

지지원 3.12 ±0.48 3.19 ±0.46 1.39 (0.167)

친구 3.10 ±0.58 3.33 ±0.48 3.87 (0.000)

가족 3.43 ±0.57 3.40 ±0.63 0.38 (0.707)

교사 2.83 ±0.71 2.82 ±0.64 0.1 (0.920)

지지유형 3.08 ±0.61 3.25 ±0.48 2.66 (0.008)

정서적 지지 3.04 ±0.89 3.36 ±0.71 3.57 (0.000)

정보적 지지 3.03 ±0.90 3.15 ±0.83 1.22 (0.223)

자존감 지지 3.03 ±0.67 3.10 ±0.60 1.01 (0.315)

　 물리적 지지 3.19 ±0.64 3.36 ±0.55 2.6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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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한국아동 건강증진 행위

성

　 　 남 여 Ⅹ² p-value

건겅행위 
실천개수

1개 3 (2.7) 9 (6.9) 10.22 (0.037)

2개 16 (14.5) 14 (10.7)

3개 35 (31.8) 45 (34.4)

4개 35 (31.8) 53 (40.5)

5개 21 (19.1) 10 (7.6)

　 계 110 (100.0) 131 (100.0)

일주일 3번미만 28 (21.9) 27 (18.2) 0.36 (0.547)

아침식사 3번 이상 100 (78.1) 121 (81.8)

　 계 128 (100.0) 148 (100.0) 　 　

1일 2번미만 102 (66.7) 89 (54.3) 4.58 (0.032)

간식횟수 2번이상 51 (33.3) 75 (45.7)

　 계 153 (100.0) 164 (100.0)

간식종류 청량음료 7 (4.7) 4 (2.5) 0.60 (0.437)

(복수 패스트푸드 9 (6.1) 7 (4.3) 0.21 (0.649)

응답) 과일류 56 (37.8) 87 (53.4) 6.93 (0.009)

과자류 52 (35.1) 55 (33.7) 0.02 (0.890)

유제품 24 (16.2) 22 (13.5) 0.26 (0.607)

기타 20 (13.5) 18 (11.0) 0.24 (0.623)

　 계 148 (100.0) 163 (100.0) 　 　

운동횟수 3회 미만 65 (42.2) 118 (72.8) 29.15 (<.001)

3회이상 89 (57.8) 44 (27.2)

계 154 (100.0) 162 (100.0)

1회 30분이내 22 (15.1) 48 (35.0) 27.75 (<.001)

평균운동 30분~1시간이내 64 (43.8) 64 (46.7)

시간 1~2시간이내 42 (28.8) 23 (16.8)

2시간이상 18 (12.3) 2 (1.5)

　 계 146 (100.0) 137 (100.0)

흡연여부 아니오 120 (86.3) 147 (94.2) 4.46 (0.035)

예 19 (13.7) 9 (5.8)

계 139 (100.0) 156 (100.0)

음주여부 아니오 76 (54.3) 116 (74.8) 12.78 (0.000)

예 64 (45.7) 39 (25.2)

　 계 140 (100.0) 15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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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7] 한국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인지지각요인

　구분
주관적 건강인식 t/f 자아존중감 t/f 자기효능감 t/f 사회적지지 t/f

p-value p-value p-value p-value

계 3.78± 0.87 2.95± 0.50 62.75± 18.88 3.16± 0.48

성별
남 3.81± 0.92 0.56 2.94± 0.48 0.11 63.19± 19.31 0.4 3.10± 0.51 2.25

여 3.75± 0.83 (0.576) 2.95± 0.51 0.9126 62.34± 18.52 0.6889 3.22± 0.44 0.0252

연령

12세미만 4.09± 0.84 6.28 3.19± 0.56 11.67 73.21± 18.34 18.24 3.18± 0.54 0.23

12-15세 3.84± 0.92 0.0021 2.96± 0.49 <.0001 64.76± 19.94 <.0001 3.13± 0.53 0.7927

15세이상 3.62± 0.82 2.84± 0.44 57.40± 16.39 3.17± 0.42

가족

형태

아버지,어머니 3.80± 0.86 1.97 2.96± 0.49 0.53 63.30± 18.82 1.23 3.17± 0.48 1.37

편부모,기타 3.40± 0.94 0.1411 2.85± 0.46 0.59 56.91± 19.49 0.2945 3.16± 0.44 0.2547

기타 3.78± 0.83 2.91± 0.70 62.00± 18.93 2.92± 0.56

종교 없음 3.81± 0.88 0.29 2.93± 0.50 0.62 61.51± 19.80 1.26 3.11± 0.50 1.36

크리스트교 3.77± 0.87 0.7518 2.98± 0.48 0.541 64.50± 17.94 0.2856 3.21± 0.45 0.2592

　 기타 3.69± 0.87 　 2.89± 0.54 　 60.24± 19.00 　 3.15± 0.53 　

  * 종교 기타 : 불교, 이슬람교 등

  * 가족 기타 :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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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여부 t/f 음주여부 t/f
건강행위
 실천갯수

t/f

　 아니오 예 p 아니요 예 p 4개이상 4개미만 p

주관적
건강인식

3.80 3.23 　3.22 3.79 3.74 　0.35 3.82 3.68 　1.21

± 0.86 ± 0.86 (0.001) ± 0.81 ± 1.00 (0.726) ± 0.88 ± 0.88 (0.229)

자아
존중감　

2.97 2.54 　4.53 2.98 2.88 　1.63 3.00 2.87 　2.05

± 0.49 ± 0.49 <.0001 ± 0.46 ± 0.54 (0.104) ± 0.47 ± 0.50 (0.041)

자기
효능감

64.02 48.28 4.36 64.09 60.30 1.67 65.25 60.55 2.05

±18.29 ± 16.79 <.0001 ±17.61 ±20.31 (0.097) ±17.08 ±18.39 (0.041)

사회적
지지

3.18 2.96 2.26 3.18 3.14 0.67 3.19 3.14 　0.83

± 0.49 ± 0.42 (0.025) ± 0.47 ± 0.50 (0.506) ± 0.49 ± 0.46 (0.409)

[부록8] 한국아동의 인지지각요인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아침식사 t/f 간식횟수   t/f 운동 횟수   t/f

　 3번미만 3번이상 p 2번미만 2번이상 p 3회미만 3회이상 p
주관적
건강인식　

3.61 3.79 1.27　 3.78 3.78 　0.01 3.67 3.93 　2.46
± 0.93 ± 0.86 (0.204) ± 0.90 ± 0.83 (0.995) ± 0.83 ± 0.90 (0.015)

자아
존중감　

2.87 2.96 　1.2 2.94 2.96 　0.2 2.90 3.02 　2.17
± 0.53 ± 0.49 (0.233) ± 0.50 ± 0.51 (0.844) ± 0.50 ± 0.47 (0.030)

자기
효능감

60.27 63.67 1.24 62.26 63.42 0.53 59.35 67.37 3.81
±20.67 ±17.46 (0.215) ±18.81 ± 19.26 (0.596) ±18.28 ±18.79 (0.000)

사회적
지지

3.08 3.17 1.27　 3.17 3.15 　0.44 3.14 3.20 　1.08
± 0.50 ± 0.46 (0.206) ± 0.49 ± 0.46 (0.662) ± 0.45 ± 0.50 (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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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강증진 행위 관련요인 연구 

 ♥ 이 설문은 여러분의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 여러분의 대답은 연구를 위한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누구인지를 밝

힐 필요는 없으며 이름, 학교, 주소 등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 설문지는 시험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솔직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 설문에는 3분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한 문항 한 문항 꼭 답해주세요.

 ♥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지도교수 : 오희철

                                     연 구 자 : 박현주  

               (T : 016-385-8443   e-mail : domercy@hanmail.net)

Part.1 건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시 하세요.

1.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건강한 편이다.

2) 건강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5)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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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시 하세요.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현
그렇지
않다

1. 나는 내 스스로가 만족스럽다

2. 나 자신이 싫을 때가 가끔 있다.

3. 나는 좋은 점(장점)이 많은 아이다.

4. 나는 무엇이든 친구들만큼 잘 할 수 있다.

5.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7. 나는 가치 있는 사람(필요한 사람)이다.
8.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9. 내가 하는 건 실패 투성이다.

10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Part. 3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각 

문제의 자심감 정도를 10점~100점 중에서 선택하세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혀 자신 없다              절반정도 자신 있다                      완전히 

자신 있다.

문      항 자신감 정도

1. 나는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수행 할 수 있다. 점

2. 나는 시작할 때 일이 어려워도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한다. 점

3. 나는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면 대부분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점

4. 나는 일이 아주 복잡하게 보여도 해보려고 노력한다. 점

5. 나는 불유쾌한 일이라도 해야 할 일이면 끝까지 그 일을 한다. 점

6. 나는 무엇인가 수행할 일이 결정되면 곧 시작한다. 점

7. 나는 예기치도 않는 문제가 생겨도 그러한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다. 점

8. 나는 일이 아주 어렵게 보여도 배우려고 노력한다. 점

9. 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 점

10. 나의 생활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문제들을 잘 처리할 수 있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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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친구나 가족, 선생님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

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시 하세요.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준다.

2.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친구가 있다.

3.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4. 우리가족은 내가 힘들 때 도와준다.

5. 우리 가족은 내 말을 잘 들어준다.

6. 우리 가족은 내게 관심이 많다.

7. 나는 선생님과 친하다.

8.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9. 선생님은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신다.

10.외로울 때 함께 있을 사람이 있다.

11.비밀 얘기를 할 사람이 있다.

12.특별한 숙제를 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13.어떤 일을 잘 했을 때, 주변에서 칭찬해 준다.

14.주위 사람들이 나를 “좋은 아이”라고 인정해 준다.

15.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16.필요한 물건(시계, 책 등) 이 있을 때 빌려줄 사람이 
있다.

17.돈이 필요할 때 주거나 빌려줄 사람이 있다.

18.아프거나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

Part. 5 건강 증진 행위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V"표시 하거나 내용을 적어주세요.

1. 지난 한달 내에 측정한 키(신장)는 얼마입니까?(         )cm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적어주세요.(예: 145.5 cm)

2. 지난 한달 내에 측적한 몸무게 (체중)는 얼마입니까? (          )kg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적어주세요. (예 : 45.6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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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일주일 동안, 식사를 몇 번 했나요? 해당하는 칸에 V표 하세요.

 

1)아침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2)점심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3)저녁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4. 1일 간식 횟수는?

1) 먹지 않는다.      2) 1        3) 2       4) 3       5) 3번 이상

5. 주로 먹는 간식의 종류는?

1) 청량 음료  2) 패스트푸드  3) 과일류  4) 과자류  5)유제품  6) 기타(     )  

6. 지난 일주일동안 주중(월~금요일) 하루평균 몇 시간정도 잠을 잤나요?( )시간

7. 1주일에 운동을 몇 번 하나요?

1) 하지 않는다.      2) 1회      3) 2회     4) 3회     5) 3회 이상

8. 운동을 한다면 1회 평균 운동시간은?

1) 30분 이내    2) 30분 ~ 1시간 이내    3) 1 ~ 2시간 이내    4) 2시간 이상

9.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 본 적이 있나요?

    ①아니요 ⇒ 10번으로     ②예 ⇒9-1, 9-2, 9-3, 9-4 도 꼭 적어주세요*^^*

    9-1. 처음으로 담배를 입에 물어본 시기는(뻐끔 담배 포함)    만       세

    9-2.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연령은?     만       세

    9-3. 최근 한 달 평균 흡연일은?        

          ☞ 88.최근 1달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없음(    )

    9-4. 하루 평균 흡연량은?(담배를 끊은 사람은 피울 당시 흡연량)     개비

10. 지금껏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나요?

    #제사, 차례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합니다.

   ①아니요                   ②예 ⇒  10-1, 10-2, 10-3도 꼭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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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처음으로 술 1잔을 모두 마셔본 적은 언제인가요?

         #제사, 차례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합니다. 만         세

    10-2.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나요?

      ①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② 한 달에 1번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한 달에 2-4번

      ⑤ 일주일에 2-3번 정도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10-3. 한 번에 술을 얼마나 마시나요?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단 캔 맥주1개

(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          ) 잔

Part. 6 우와 정말 많고 어렵죠? 이제 마지막 부분 이예요. 자신에 대

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V"표시 하거나 내용을 적어주세요. 

 

1. 나이는? (    세) 

2. 성별은?  ①남        ② 여 

3. 어디서 태어났나요?

① 한국

② 몽골                    그렇다면 몇 살 때 한국에 왔나요? (             )

③ 다른 나라               그렇다면 몇 살 때 한국에 왔나요? (             )

4.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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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나요? 혹은 다니고 있나요?

① 미취학      ② 무학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6. 이민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부모님의 체류형태)

① 등록근로자      ②미등록 근로자        ③ 기타(        )     ④ 모른다.

7. 누구와 살고 있나요? 모두 V 표시해주세요.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제,자매  ④ 할아버지  ⑤ 할머니 ⑥ 기타 가족.친척

8. 종교는?

①없다.  ②불교   ③이슬람교  ④크리스트교(기독교, 천주교)  ⑤기타(       )

 ♬설문지에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

다. .♬



- 88 -



- 89 -



- 90 -



- 91 -



- 92 -



- 93 -

 ♥ 이 설문은 여러분의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 여러분의 대답은 연구를 위한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누구인지를 밝힐 필요는 없으며 이름, 학교, 주소 등은 쓰지 마

시기 바랍니다.

 ♥ 이 설문지는 시험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솔직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 설문에는 3분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한 문항 한 문항 꼭 

답해주세요.

 ♥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지도교수 : 오희철

                                     연 구 자 : 박현주  

             (T : 016-385-8443   e-mail : domercy@hanmail.net)

아동의 건강증진 행위 관련요인 연구 

Part. 1 건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시 하세요.

1.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건강한 편이다.

2) 건강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5)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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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현
그렇지
않다

1. 나는 내 스스로가 만족스럽다

2. 나 자신이 싫을 때가 가끔 있다.

3. 나는 좋은 점(장점)이 많은 아이다.
4. 나는 무엇이든 친구들만큼 잘 할 수 있다.
5.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7. 나는 가치 있는 사람(필요한 사람)이다.

8.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9. 내가 하는 건 실패 투성이다.

10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Part. 2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시 하세요.

Part. 3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각 

문제의 자심감 정도를 10점~100점 중에서 선택하세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혀 자신 없다              절반정도 자신 있다                      완전히 

자신 있다.

문            항 자신감 정도

1. 나는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수행 할 수 있다. 점

2. 나는 시작할 때 일이 어려워도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한다. 점

3. 나는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면 대부분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점

4. 나는 일이 아주 복잡하게 보여도 해보려고 노력한다. 점

5. 나는 불유쾌한 일이라도 해야 할 일이면 끝까지 그 일을 한다. 점

6. 나는 무엇인가 수행할 일이 결정되면 곧 시작한다. 점

7. 나는 예기치도 않는 문제가 생겨도 그러한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다. 점

8. 나는 일이 아주 어렵게 보여도 배우려고 노력한다. 점

9. 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 점

10. 나의 생활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문제들을 잘 처리할 수 있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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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침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2)점심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3)저녁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Part. 4 친구나 가족, 선생님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

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시 하세요.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준다.

2.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친구가 있다.

3.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4. 우리가족은 내가 힘들 때 도와준다.

5. 우리 가족은 내 말을 잘 들어준다.

6. 우리 가족은 내게 관심이 많다.

7. 나는 선생님과 친하다.

8.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9. 선생님은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신다.

10.외로울 때 함께 있을 사람이 있다.

11.비밀 얘기를 할 사람이 있다.

12.특별한 숙제를 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13.어떤 일을 잘 했을 때, 주변에서 칭찬해 준다.

14.주위 사람들이 나를 “좋은 아이”라고 인정해 준다.

15.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16.필요한 물건(시계, 책 등) 이 있을 때 빌려줄 사람이 있다.

17.돈이 필요할 때 주거나 빌려줄 사람이 있다.

18.아프거나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

Part. 5 건강 증진 행위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V"표시 하거나 내용을 적어주세요.

1. 지난 한달 내에 측정한 키(신장)는 얼마입니까?(         )cm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적어주세요.(예: 145.5 cm)

2. 지난 한달 내에 측적한 몸무게 (체중)는 얼마입니까? (          )kg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적어주세요. (예 : 45.6kg)

3. 지난 일주일 동안, 식사를 몇 번 했나요? 해당하는 칸에 V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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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일 간식 횟수는?

1) 먹지 않는다.      2) 1        3) 2       4) 3       5) 3번 이상

5. 주로 먹는 간식의 종류는?

1) 청량 음료  2) 패스트푸드  3) 과일류  4) 과자류  5)유제품  6) 기타(     )  

6. 지난 일주일동안 주중(월~금요일) 하루평균 몇 시간정도 잠을 잤나요?( )시간

7. 1주일에 운동을 몇 번 하나요?

1) 하지 않는다.      2) 1회      3) 2회     4) 3회     5) 3회 이상

8. 운동을 한다면 1회 평균 운동시간은?

1) 30분 이내    2) 30분 ~ 1시간 이내    3) 1 ~ 2시간 이내    4) 2시간 이상

9.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 본 적이 있나요?

    ①아니요 ⇒ 10번으로     ②예 ⇒9-1, 9-2, 9-3, 9-4 도 꼭 적어주세요*^^*

    9-1. 처음으로 담배를 입에 물어본 시기는(뻐끔 담배 포함)    만       세

    9-2.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연령은?     만       세

    9-3. 최근 한 달 평균 흡연일은?        

         ☞ 88.최근 1달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없음(    )

    9-4. 하루 평균 흡연량은?(담배를 끊은 사람은 피울 당시 흡연량)     개비

10. 지금껏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나요?

    #제사, 차례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합니다.

   ①아니요                   ②예 ⇒  10-1, 10-2, 10-3도 꼭 적어주세요*^^*  

    10-1. 처음으로 술 1잔을 모두 마셔본 적은 언제인가요?

         #제사, 차례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합니다. 만         세

    10-2.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나요?

      ①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② 한 달에 1번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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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한 달에 2-4번

      ⑤ 일주일에 2-3번 정도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10-3. 한 번에 술을 얼마나 마시나요?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단 캔 맥주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          ) 잔

Part. 6 우와 정말 많고 어렵죠? 이제 마지막 부분 이예요. 자신에 대

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V"표시 하거나 내용을 적어주세요.  

1. 나이는? (    세) 

2. 성별은?  ①남        ② 여 

3.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나요? 혹은 다니고 있나요?

① 미취학      ② 무학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4. 누구와 살고 있나요? 모두 V 표시해주세요.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제,자매  ④ 할아버지  ⑤ 할머니 ⑥ 기타 가족.친척

5. 종교는?

①없다.  ②불교   ③이슬람교  ④크리스트교(기독교, 천주교)  ⑤기타(       )

♬설문지에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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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health conditions and problems

among Mongolian migrant workers' children in Korea

Hyoun Ju Park

Dept. of International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choul Ohrr M.D, Ph D)

   This study explores migrant children'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ir health conditions and their health-promoting 

lifestyle behaviors. It also compares migrant children and native 

Korean children.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developing health improvement programs for migrant children in 

Korea and to implementing related policies. 

   School-age Mongolian children living in Korea and their Korean 

counterparts in the same age bracket who live in the same district 

are compared. A detailed survey was conducted at the migrant 

children's schools or education centers which had allowed their 

information to be used for research purposes. As for migrant 

children, 89 out of 96 questionnaires collected were used, ex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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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with excessive omission. As for Korean children, 321 out of 

330 were used. 

   Migrant children were given eight general questions and their 

Korean counterparts, five. After these general questions, both 

groups were asked to answer questions about the following: 

personal view of one's own health (one question), self-esteem (ten 

questions), self-efficacy (ten questions), social support (eighteen 

questions) and health conditions (ten questions).

  

   The SAS 8 system was used to analyze the information. 

Meanwhile, the children'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ir health- 

promoting lifestyle behaviors were expressed as frequency and 

percentage. Furthermore, a chi-square test was conducted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he t-test was also carried 

out to discover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Finally,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explore health-promoting lifestyle behaviors.

   Health-promoting lifestyle behavior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children'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ir cognitive 

perception. On the socio-demographic front, the two groups show a 

significant gap in their ages and family types. On the cognitive 

perception front, the two groups' personal view of their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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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steem and self-efficacy differ. Among the questions about 

"social support", those related to "family support," "teachers'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clearly distinguish the two groups. 

As for health-promoting lifestyle behaviors, the two groups'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differ significantly: "How often 

do you have breakfast?" "Do you drink soft drinks?", "Do you eat 

fast food?", "How often do you exercise?", "Do you smoke?" and 

"Do you drink alcohol?"   

   What is noticeable in the "cognitive perception" part is that male 

migrant children have significantly more positive "personal view of 

their own health" and higher "self-esteem"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 Furthermore, their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increase significantly in proportion to their age. Meanwhile, as for 

the migrant children who have lived in Korea for less than three 

years, their personal view of their health becomes negative in 

proportion to their period of stay. By contrast, those who have 

lived in the country for more than three years tend to have more 

positive view as they stay longer.

   In terms of the two groups' health-promoting lifestyle behaviors, 

migrant children tend to have breakfast and exercise more 

irregularly. In addition, they tend to eat snacks more, smok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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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rink less than their Korean counterparts. 

    

   Several factors seem to undermine migrant children's health. 

First, their rights are often infringed upon due to their irregular 

status. Second, their families aren't adequately supporting them as 

more and more of them live with a single parent. Third, they are 

facing culture shock. Lastly, no basic statistical data on migrant 

children is currently available.

   The difference between migrant children and their Korean 

counterparts shown in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systematic 

research on migrant children is needed.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ll for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a heath 

improvement program needs to be developed considering migrant 

children's characteristics and the factors that undermine their health. 

Second, migrant children's rights must be protected. Third, the 

country needs concrete policies to help them. Lastly, these children 

need actual support.

Key words : migrant children, health-promoting lifestyle behaviors, 

migrant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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