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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해외거주선교사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와 관련 요인을 

구명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양식의 실천을 중재하며, 향후 선교사를 위

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기획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일 선교단체 소속의 선교사이며, e-mail을 통해 320명으로부

터 수집한 설문지를 분석하 다. 분석방법은 SAS Window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기술통계량과 t-test, 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하 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는 평균 

2.93점(최고 4점)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보다는 기혼의 경우, 소득수준

이 높을수록, 평균수면시간이 길수록, 정확한 출퇴근 근무형태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11개 하부 역 중에서 실천정

도가 높은 것은 위생적 생활, 조화로운 관계, 자아실현 순이었으며, 낮은 

것은 전문적인 건강관리, 운동 및 활동, 자아조절 순이었다.

  2. 인지-지각요인은 지각된 유익성이 3.53점(최고 4점), 지각된 장애성이 

1.72점(최고 4점), 자기 효능감이 3.89점(최고 5점), 사회적 지지 2.96점(최

고 4점), 지각된 건강상태는 2.88점(최고 4점)이었다.

  3.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와 지각된 유익성, 장애성,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지각된 건강상태, 연령, 평균수면시간, 거주기간과의 상관관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특별히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와 사회적 지



- v -

지는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0.5632, p<.0001)가 있

었다.

  4.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와 관계있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지

각된 유익성,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 효능감, 연령과 평균수면시간이며, 이 

요인들이 증가 할수록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도 증가하는 양의 관계

가 있다. 또한 24시간 상근 및 기타의 근무형태가 정확한 출퇴근 근무에 

비해, 또 비만(BMI 25이상)의 경우가 표준체중에 비해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가 감소하는 음의 관계에 있으며, 가장 관계있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R²=.3221, p<.0001)이며, 모든 변수들의 설명력은 49.73%이다.

  따라서 선교사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선

교사와 긴 한 네트웍을 형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연락과 격려로 고

립감이 없도록 하며, 현지에서는 소그룹을 형성하여 상호 협력 및 교통을 

통한 관계성을 향상하여, 자존감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긍정적인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며, 특별히 스트레

스 대처나 자아조절, 운동, 안전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실생활에서

의 실천을 유도한다. 전문기관과 전담상담자를 통한 선교사종합관리시스템

(Total member care system)을 구축하여, 선교사의 선발부터 은퇴까지 선

교사의 건강관리 및 복지 혜택을 제공 관리하며, 정확한 출퇴근 근무로 근

무형태를 개선하도록 권장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실천하도록 한다.

중심단어 : 선교사, 건강증진 생활양식, 사회적 지지, 자기 효능감,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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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 기술의 발달, 급속한 정보전달의 역할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길어진 현대인들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사

느냐의 삶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비단 ‘선교는 순교다’ 

라고 선언하는 선교사도 예외는 아니며,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하는 기본 

욕구이며, 보다 안정되고, 효율적인 사역을 위한 지지 기반이 된다.

  O'Donnell의 정의에 의하면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최적의 건강상태

(Optimal Health)를 향하여 그들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학문이

며 시술이다. 최적의 건강(Optimal Health)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 

그리고 지적 건강의 조화로서 정의할 수 있다. 생활양식의 변화는 인식을 

증진시키고 행동변화 및 좋은 건강 습관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환경을 창조

하는 노력의 결합을 통해서 촉진시킬 수 있다. 이 중에서 지지적인 환경은 

아마도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가장 큰 향을 끼칠 것이다

(O'Donnell, 1989). 실 예로 미국의 보건성에서 발행한 Healthy 

People(1979)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의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전

에 사망한 인구의 54%가 건강하지 못한 생활양식으로 기인하고, 22%가 

환경, 16%가 유전적 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건강관리시스

템이 생활양식과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 건강상태는 계속 

나빠질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최명애 등 역, 1997). 

  Taylor 등(1981)은 사람들이 사회 문화 경제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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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양식을 갖고 있으며, 인간의 99%이상은 건강하게 태어나지만 개인의 

잘못된 생활양식과 환경여건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또한 질병 치료

와 예방을 위한 의료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기에 개인의 올바른 건강증진 

생활양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하 다.  

  건강증진에 대한 확대된 개념 틀은 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시켰고, 이는 학교, 산업장, 지역사회가 포괄적인 건

강증진 프로그램시행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직장에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그 편이성과 비용절감, 동료들의 지지와 

동기부여, 직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향 등으로 직장 밖에서의 프로그램 

시행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Pokorski, 1992). 이러한 건강증

진의 개념은 공간적인 거리감은 있으나, 시간적, 조직적으로 한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단체에 속한 선교사의 건강관리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

다. 물론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는 방법론적인 차이가 제시되

어야 하겠지만 건강증진의 주체라는 입장에서는 빠질 수 없는 대상이다.

  해외 거주 한국선교사의 수가 현재 2003년 3월 기준으로 11,614명(기독

신문, 2003.4.23)으로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국으로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많

이 파송한 선교 강국 한국이지만(Operation World, 2002) 선교사의 건강에 

관한한은 개인의 문제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을 파송하고 관리하는 

국 내외 166개의 선교단체는 선교사들의 건강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책임

에 맡기며, 일부는 단지 질병 치료 중심의 관리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교사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보급 및 교육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시행을 위

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건강증진 프로그램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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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가장 기초적인 선교사의 건강관련 연구 자료 또한 매우 부진한 실정

이기에 본 연구는 해외거주선교사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정도를 파

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구명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건강관리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타문화권에서 생활하는 해외 거주 선교사의 건강증진 생활양

식의 실천정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구명함으로 건강과 관련된 

생활양식을 바람직하게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해외거주 선

교사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따라서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 및 근무상황요인과 인지-지각요인을 파

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대한 실천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일반적 특성 및 근무상황요인에 따른 인지-지각요인을 파악한다.

  넷째, 인지-지각요인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와의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다섯째,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정도와 관련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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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건강증진 생활양식

  개인이나 집단에서 주어진 안녕 수준을 높이고, 자아실현 및 개인의 만

족감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취해지는 활동으로서, 인간의 활

성화 경향의 표현이다(Pender, 1982).

나. 지각된 건강상태 

  개인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주관적 평가를 말한다(Ware, 1976).

다. 지각된 유익성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며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질병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건강 행위의 효율성에 관해 인지하는 

것이다(문정순, 1990).

라. 지각된 장애성

  사람이 어떤 질병에 대해 추천된 활동을 수용할 때 그로 인해 손실을 감

소해야 한다고 느끼는 부정적 요인, 즉 건강서비스 이용에서 오는 불편감,  

불쾌감, 높은 비용, 위험, 고통, 습관변화 및 새로운 행동 변화의 필요성의 

부정적 측면을 의미한다(문정순, 1990).

마. 자기 효능감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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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을 의미한다(Bandura, 1977).

바. 사회적 지지 

  사회적 결속을 통하여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의미 있는 사람들의 조직망

으로서 대상자가 배우자,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대인 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해 받는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말한다(Norbeck, Linsey, & Carrier, 

1981).



- 6 -

Ⅱ. 이론적 배경

1. 건강증진

  건강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진화하여 1974년 WHO에서는 건강은 단순

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

로 안녕한 상태이며, 이는 건강에 대한 ‘총체성’과 건강의 긍정적인 질을 

강조하 다. 1970년대에 서구에서는 의료에 대한 엄청난 투자의 성과가 건

강수준의 향상으로 제대로 귀결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 건강증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김대희, 1999). 1974년 ‘Lalonde 

Report'가 발표되면서 관심이 증가되어 잠재력의 최고실현, 자아실현, 일반

적 안녕, 질병 혹은 고통의 반대 개념으로 현재보다 더 나은 건강의 수준

을 지향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느낌과 관련된 안녕(well-being)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Pender(1982)는 건강증진은 “건강한 생활양식을 향상시키

기 위해 개인적으로 또는 지역사회의 활동으로 안녕(well-being)의 수준을 

높이고,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개인적인 만족감(personal fulfillment)

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취해지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건강증진과 건강보호 또는 질병예방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개인과 집

단의 행동 아래 깔려 있는 동기에 있다. 건강증진에 대한 동기는 안녕을 

증가시키고 인간의 건강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욕구로부터 발생된다. 건강

보호에 대한 동기는 질병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조기 발견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제한 가운데에서 기능을 유지하려는 욕구로부터 생겨난다. Parse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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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혹은 건강보호는 질병의 과정을 막아보려는 행위로서-문제중심적인 

접근법, 즉 환경 행동 신체적 방어를 변형시켜 질병과정이 제거되거나, 서

서히 진행하거나, 변화되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는 것을 강조하는 접근법이

다-기술한다. 대조적으로 건강증진은 인간-환경 상호과정에서 삶의 질을 

증진하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Wallack와 Winkleby(1987)는 사람이 좀 더 오래 그리고 좋게 살도록 돕

는 행위를 택하고 이것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

을 격려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건강한 생활양식을 택하고 유지하도록 정보

와 기술 제공, 건강증진 행위를 돕는 지지적인 환경의 개발 등을 서술하면

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 다. 

 이와 같이 건강증진이란 용어는 학자들 간에 일치되는 정의가 없으나, 건

강증진을 긍정적인 건강 습관을 선택하거나 부정적인 건강을 회피하는 것 

이상으로 건강과 관계된 지식, 태도, 행위의 복잡한 망을 포함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박인숙, 1995). 이러한 건강증진을 추구하기 위한 건강행위

는 건강행위, 건강증진행위, 건강추구행위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이중 건

강증진행위는 모든 연령층의 사람이 최적의 안녕, 자아실현, 자기 성취를 

유지, 증진시키려는 행동이다.

  Walker 등(1988)은 건강상태에 중요한 향을 주는 것으로서, 인간이 통

제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면서 다양한 문헌 고찰을 통해 긍정적인 건강행

위를 측정하기 위한 HPLP(Pealth Promotion Life Style Profile)을 구축해 

냈는데 자아실현, 건강책임, 운동, 양, 대인 관계적 지지, 스트레스관리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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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향요인

  개인들의 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가 무료이거나 낮은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회피하는 이유를 탐구하기 위해 

건강신념모형이 제안되었으며, 이 모형은 예방적 방법들을 사용할 사람인

가 아닌가를 예견하는 데에 유용하며, 건강보호행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

는 개인들을 참여하도록 중재시키는 데에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건강증진 행위의 패러다임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여 1980년대 초 

건강증진모형(Health Promotion Model)이 소개되었으며, 건강증진모형은 

개인이 건강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동기화하는 복잡한 생리심

리학적 과정을 설명하는 지침이 되었다.

  이 후 Pender(1987)는 건강증진모형에서 건강증진생활양식에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건강증진행위를 습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일차적인 동기 기

전으로 건강의 중요성, 건강 통제위, 자기 효능감, 건강의 정의, 지각된 건

강상태, 건강행위의 지각된 유익성, 건강행위의 지각된 장애성 등을 포함한 

인지-지각요인과 인구학적 요인, 생물학적 특성, 대인관계 요인, 상황적 요

인, 경험적 요인 등을 포함하는 조정요인, 행동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행동

의 계기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이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을 시험한 많은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지각된 자기 효능감과 이익, 장애 등이 건강행위와 

예측인자로 지적되었고, 또한 지각된 건강상태도 많은 연구에서 유의미한 

예측인자 다(Pender NJ, 1997).

  그러나 Pender의 원래모형은 매우 방대하여 개념을 분석하기 어렵기 때

문에 이 모형의 일부 개념만을 채택하여 연구들이 행해졌으며,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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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의 일부 변인들에 대한 건강증진행위와의 관

련성을 분석하고자 하 으며,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는 아래와 같다.

  Pender 등(1990)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보고에서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 수입, 인종), 행동적 요인(운동수행기간) 및 5

개 인지 지각요인(건강개념,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 통제위, 자기 효능, 건

강 가치)으로 건강증진모형을 검증하 다. 건강증진 행위 하부 역별 수

행 점수는 자아실현, 대인관계지지, 양, 스트레스관리, 건강책임, 운동의 

순으로 보고하 고, 여성과 노인이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더욱 많이 수행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증진 행위와 지각된 건강상태와는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 건강증진행위의 예측요인은 포괄적 건강개념, 지각

된 건강상태, 타인의존 통제위, 자기 효능, 고연령, 여자, 장기간의 운동으

로 건강증진 행위에 대해 31%정도를 설명한다고 보고하 다. 

  박인숙(1995)의 20세에서 59세 사이의 한국성인 1,594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에서,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정도는 

평균 2.68점이었으며, 건강증진생활양식 수행에서 가장 향을 많이 미치는 

중요한 변인은 자아 존중감이었다(R=.411, R²=.169). 자아 존중감 다음으로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에 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내적통제위, 성별, 

지각된 건강상태, 타인통제위, 종교, 직업, 결혼상태 순서 으며, 위의 제 

변인을 모두 포함시키면 다변수 상관관계가 R²=.551로서 30.3%의 설명력

이 있었다.

  서연옥(1995)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강증진생활양식의 

수행정도에 사회적지지, 자기효능, 강인성이 직접적인 향을 주었으며, 성

역할 장애성, 성역할 고정관념은 강인성과 자기효능을 통한 간접효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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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직접효과 뿐 아니라 

강인성,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을 통한 간접효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여성들의 건강증진행위수행에는 대인 관계적 사회적 지지가 효과적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노태 (1997)은 일부 종합병원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와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3교대 간호사 399명의 건강증진행위를 FANTASTATIC 

Lifestyle을 이용하여 연구하 는데 건강증진행위의 수행정도는 전체 평균 

32.70점으로 드러났고, 건강증진행위는 사회적 지지(r=.1509, p<.001), 자기 

효능감(r=.2286, p<.001), circadian 유형(r=.1509, p<.01)에서 유의한 상관관

계임이 보고 되었다.

  박소 (1996)의 초등학교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강증진생

활양식의 수행정도는 평균 3.16점이었다. 건강증진생활양식에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대인관계 향 즉 가족기능이 유효 변수로 드러났으며, 사

회적 지지, 연령, 자아 존중감, 내적 건강 통제위, 지각된 건강상태, 직업 

만족도 순위로 드러났으며,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 변인 모

두 설명력은 55.9%이었다.

  박현정(2000)의 일부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는 평균 2.45점이었다. 건강증진생활양식실천정도에 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장애성,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이었으며 모든 변수의 설명력은 43.6%이며, 이 중 사회적 지

지가 가장 향력 있는 변수이었다(R²=.3396, p<.0001).

  박재순(1995)의 중년후기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를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변수는 가족의 기능과, 내적건강통제위, 자기효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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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도이었으며, 모든 변수의 설명력은 32.8%이었다.

  김준희(1999)의 초 중 고교 교사 2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강증진

행위수행정도는 평균은 2.70점이며, 건강증진행위수행에 향을 미치는 변

인으로는 자기 효능감, 지각된 이익성, 연령, 배우자의 직업유무로 전체 

31.3%의 설명력이 있다고 보고 되었다.  

  홍명희(2000)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강증진생활양식의 

수행정도의 평균은 2.73점이며, 건강증진생활양식정도에 향을 미치는 주

요 변인으로는 자기 효능감과 가족 지지, 운동생활 정도의 순으로 예측되

었으며, 제 변인이 56.2%의 설명력이 있다고 보고 되었다. 

  김명자, 송효정(1997)의 미국이민 한국인 42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건강증진 행위하부 역별 수행정도는 자아실현, 대인관계 역, 스

트레스관리, 건강책임, 운동 역의 순이었으며, 평균 2.54점이고, 건강증진

행위수행정도는 연령, 교육정도, 수입, 주거기간, 의료보험유무, 건강문제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건강증진행위와 건강상태 지각, 상태 불안과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 다. 연령이 첨가되면 24.0%, 의료보험가입여

부가 첨가되면 총 25.1%의 설명력을 보인다고 보고하 다.  

  Sohng KY 등(2002)의 미국이민 한국인 1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서 2.54점(Likert Scale)이었다. 건

강증진행위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삶의 효율성(r= 0.49, p= 0.01)과 

건강상태 (r= 0.19, p= 0.043), 교육 (F= 3.61, p= 0.016), 경제수준 (F= 3.01, 

p= 0.034) 이었다.

  Riffle KL 등(1989)의 일 양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이민 한국인 

113명(55세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강증진생활양식과 사회적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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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건강보고서의 연관성을 조사한 것으로 건강증진생활양식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건강상태이었으며, 전체 

13%(R²=.1279)의 설명력을 보고하 다.  

3. 선교사의 건강증진

  본 연구의 대상자인 해외 거주 선교사란 타문화에서 2년 이상의 계획으

로 선교 사역을 하며, 이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

람으로 규정한다(한국선교사핸드북, 1998). 또한 선교사의 건강관리를 일부

분으로 담고 있는 선교사 관리(Member Care)란 선교기관이나 교회가 선

교인력을 개발하는데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는데 열쇠가 되는 내적 능력이나 기술과 덕성을 함양하는데 있으며, 

개인에게 내재하는 자원, 즉 인내력, 스트레스 조정 능력 등을 최대한 개발

하고, 외적환경 즉 팀조직이나 지원체제 및 기술훈련을 통하여 극대화하는 

것이다. 범위는 현장의 선교사는 물론이고 본부의 인적 자원과 이들의 자

녀까지 포함되고, 기간은 ‘선발할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라고 하며(Kelly 

O'Donnell, 2002), 선교사의 중도 탈락이란 가장 보편적인 용어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선교사가 현지 사역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지칭한다(백인

숙 외 역, 1998).

  최근 들어 선교사의 수적인 증가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질적으로 선교사

를 선발, 훈련, 파송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가운데 매년 5.1%의 선교사가 중도 포기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중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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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선교사중의 70%가 미연에 방지 가능한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온다(백

인숙 외 역, 1998). 이 중 선교사의 건강문제는 선교사 중도탈락의 미연에 

방지 가능한 이유 중의 하나로, 7가지 중에서 2번째를 차지하는 것에 문제

의 심각성이 있다. 중도 포기율은 1992년에서 1994년 사이에 대략 833가정

의 선교사가 선교지로 떠났으나, 같은 기간 동안 153가정이 사역을 포기하

고 돌아와 중도 포기율이 23.4% 이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 선교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역중의 하나가 선교사 관리 

체제 개선이라고 설문에 응답한 것을 참고로 하면 더 이상 선교사의 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도외시 할 수는 없다(문상철, 1996). 뿐만 아니라 

단지 건강상의 이유로 선교사를 사직하는 것은 막대한 인적, 경제적 손실

을 초래하기에 선교사를 관리하는 선교단체에서는 더 이상 선교사의 건강

에 대해 질병 치료의 문제만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건강의 연속적인 개념

에 따라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를 위한 선교사의 건강증진을 강구해야 한

다. 또한 대부분의 선교사는 한국보다 미개발된 후진국에서 주로 사역을 

하고 있기에, 현지 국가의 건강증진 역할모델로서 향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는 매우 미약하여, 건강문제 중

의 하나인 스트레스와 탈진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유경(2001)의 선

교사의 스트레스와 탈진에 관한 연구에서는 선교사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정과 보상, 성취감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탈진

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소명이 상관관계가 가장 높다고 보고 되었

다. 김태연(2002)의 전문인 선교사의 탈진에 관한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탈진정도는 5점 척도 중 1.17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 으며, 탈진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최종학력, 선교지에서의 언어실력, 동료 선교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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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인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이 외에도 양성부(2003)의 21C 창의적 선교

접근지역 선교사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박순 (2002)의 한국 독신 여성 선

교사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또한 선교사의 경우처럼 해외파

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공선표(1996)의 연구에서 해외파견 근로자의 현

지 적응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파견 근로자의 개인역량 

특히 자기유능감은 현지적응도를 구성하는 직무적응, 관계적응, 일반적응 

등의 세 가지 변수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또, 역할 명료성, 역할 

제량권, 역할 생소성, 조직지원(복지, 회사지원)이 현지적응도와 유의한 상

관관계에 있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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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개념의 틀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향을 주는 주요 변수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와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여러 국가에 파송된 선교사)을 고려하여 그림1과 

같은 연구의 틀을 만들었다. 

그림 1. 연구 개념의 틀

행위의 결과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

일반적 특성

 신체적  사회문화적  근무상황 

  성      교육수준   거주국가

 연령     주거형태   거주기간

수면시간  결혼상태   근무형태

 BMI     소득수준

인지-지각 요인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지각된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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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직접 관계가 있는 동시에 인지-지각 요인에 향

을 주어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간접적 향을 주는 조정 요인으로는 사회문

화적 특성(교육수준, 주거형태, 결혼상태, 소득수준), 신체적 특성(성, 연령, 

수면시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근무상황(거주국가, 거주기간, 

근무형태)을 변인으로 하 으며, 건강증진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인지-지각 

요인에는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지각된 

건강상태를 변인으로 보았다.

2.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4년 4월 현재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2년 이상 해외 거주 후 한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일선교단체소속의 선교사

로 e-mail로 연락 가능한 864명의 전체 선교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전수 조

사 하 다. 자료 수집은 1차 2004년 4월 3일부터 30일, 2차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35일 동안 e-mail로 발송 후 e-mail 및 우편으로 수집하 으며, 

응답자는 327명으로 37.8% 회수율을 보 고, 이 중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7부를 제외한 320부(37.0%)의 설문을 자료로 이용하 다.

 

3. 자료수집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기 기입방식의 구조화된 설문조사표를 사용하 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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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문항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3문항, 지각된 건강상태 1문항, 지

각된 유익성 11문항, 지각된 장애성 11문항, 자기 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지지 18문항, 건강증진 생활양식 평가를 위한 6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 지각된 건강상태

  Ware, David-Avery & Donald (1978)가 일반 건강인식에 대한 39편의 

연구를 검토한 후 신뢰성이 있다고 결론지은 1문항으로 된 4점 척도 측정

도구를 이용하 으며, 박소 (1996), 박현정(2000) 등의 연구에 사용되었다.

나. 지각된 유익성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의 유익성의 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문정순

(1990)의 ‘성인의 건강신념 측정도구’ 중에서 유익성에 관련된 11문항을 사

용하 다. 이 도구는 4점 척도로, 평균점수는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의 유익성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3이었으며, 김준희

(199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0, 박현정(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9, 본인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0이었다.

다. 지각된 장애성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행의 장애성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문정순의 

(1990)의 ‘성인의 건강신념 측정도구’ 중에서 장애성에 관련된 11문항을 사

용하 다. 이 도구는 4점 척도로, 평균점수는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수행에 대한 장애성 지각 수준이 높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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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67이었으며, 김준희

(199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8, 박현정(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7, 본인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6이었다.

라. 자기 효능감

  Sherer et al.(1982)에 의해 개발된 일반적 자기 효능 척도를 서연옥

(1994)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 다. 도구의 구성은 행동의 시작 2문항, 노

력 6문항,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려는 의지 5문항, 성취 2문항, 확신 2

문항 등 17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본 연구는 긍정적인 문항 6문항, 부정적

인 문항 11문항,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긍정적인 문항은 그 내용

에 대한 동의 및 비동의 정도에 따라 ‘확실히 그렇다’에 5점, ‘확실히 아니

다’에 1점을 주는 5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 다. 평균

점수는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 다. 서연옥(1994)이 번안하여 사용한 자기 효능 척도

는 Cronbach‘s α =.84 이었으며, 박현정(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8 , 본인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7이었다.

 

마. 사회적 지지

  Cohen 과 Hoberman(1983)이 개발한 대인관계 지지척도(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 ISEL)를 기초로 서문자(1988)가 번역하고 수정

한 도구를 이용하 다. 사회적 지지의 측정도구는 총 18문항의 4점 척도로 

평균점수가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서연옥(1995)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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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0 이었으며, 동일한 연구도구가 박소

(1996)의 연구에서도 사용되었으며,  노태 (1997)의 연구에서는Cronbach‘s 

α =.93, 박현정(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3이었으며, 본인의 연구

에서는 Cronbach‘s α =.87이었다.

바. 건강증진 생활양식

  박인숙(1995)이 개발한 총 60개 문항으로 11개의 하부 역으로 구성된 4

점 척도의 측정도구를 이용하 다. 하부 역으로는 조화로운 관계 4문항, 

규칙적인 식사 3문항, 전문적 건강관리 4문항, 위생적 생활 7문항, 자아조

절 5문항, 정서적 지지 4문항, 건강식이 7문항, 휴식 및 수면 5문항, 운동 

및 활동 7문항, 자아실현 8문항, 식이조절 6문항이었다. 평균점수가 최소 1

점에서 최대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의 실천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92 이었으며, 박소 (1996)

의 연구에서는 요인별로 Cronbach‘s alpha를 산출하 으며, 김미옥(199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 박현정(200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3,  본인의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93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는 해외거주선교사(2년 이상 거주한 선교사)의 건강증진 생활양

식에 대한 실천정도와 관련요인에 관해 조사, 분석하며, 건강관리 및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인 상관관계연

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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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AS Window를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며, 통

계분석방법은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근무상황요인, 인지-지각요인 및,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는 기술통계량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대상자들

의 일반적 특성, 근무상황요인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와의 관

계는 t-test와 분산분석(ANOVA)으로 검정하며, 인지-지각요인과 건강증

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와의 관련성은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검정하고,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와 관련 요인을 구

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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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상황요인

  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195명(60.9%), 여자가 125명(39.1%)으로 남

자가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약 45.7세로 남자 평균은 46.5세, 여자 평균 

44.5세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40세 이상-50세 미만이 183명(57.2%)으로 가

장 많았으며, 50세 이상은 82명(25.6%), 40세 미만은 55명(17.2%)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자가 277명(86.6%)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 37명(11.6%), 

선교사라는 특별한 상황적인 이유로 거리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거

나, 사별 등과 같은 기타의 경우 6명 (1.9%)이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 상

태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여자 독신 선교

사가 많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은 대학원 졸업(재학포함)이상이 220명

(68.8%)이며, 대학 졸업 이하가 100명 (31.3%)이며, 다른 연구들에 비해 교

육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주거형태별로는 자택이 256명(80.0%)이며, 기타 

현지인과 함께 생활하거나 관사, 자취 및 하숙하는 경우가 64명(20.0%)이

었다. 소득수준은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가 159명(49.7%)으로 

가장 많았으며,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112명(35.0%)이었으며, 200만

원 이상이 49명(15.3%)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수면시간에 대한 분포는 

6-8시간의 적당한 수면이 231명(72.2%)으로 가장 많았으며 6시간 미만의 

경우 44명(13.6%), 8시간 이상의 경우 45명(14.1%)이었다.  체질량(BMI) 

지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체질량 지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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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류하 으며, 분포는 표준체중(18.5-23미만)이 128명(40.0%)이었으며, 

다음으로 많은 경우가 비만(25이상) 101명(31.6%)이었으며 과체중(23-25미

만) 79명(24.7%), 저체중(18.5미만)은 12명(3.8%)이었다.  연구대상자의 거

주국가는 2002년 국가별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 따라 분류하 으며, 자

료 출처는 세계은행 세계발전지표에 따랐으며, 1인당 GNI(PPP적용)가 700

달러미만인 국가에 거주하는 선교사는 93명(30.8%), 700달러 이상-2,400달

러 미만 국가에 거주하는 선교사는 112명(37.1%), 2,400달러 이상인 국가에 

거주하는 선교사는 97명(32.1%)이다. 또한 거주 국가를 지리적으로 구분하

을 때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선교사가 181명(56.6%)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거주기간에 따른 분포는 평균 해외거주기간이 9.96년이었으며, 최저 

1.4년부터 최고 33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다. 근무 형태는 일반적인 근무 

형태와는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근무상황에 따라 24시간 상근하는 경우와 

특별한 제한이 없는 자유근무, 조직에 속해 근무하는 정확한 출퇴근 근무

로 구분하여 조사하 으며, 응답 결과 자유근무가 214명(6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현지인들과 공동체 생활하는 등의 24시간상근 및 기타의 

근무로 68명(21.3%)응답하 으며, 정확한 출퇴근근무는 38명(11.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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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표시는 무응답 있음  

** 1인당GNI(단위 U.S.Dollars): 국내총생산(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손익을 반 한 소득지표, 

구매력(PPP)평가환율을 적용한 경우임, 자료출처는 세계은행세계발전지표(WDI)임

특성 구분 응답자수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성 남 195 60.9

여 125 39.1

연령 40세미만  55 17.2 45.69±7.31

40세이상-50세미만 183 57.2

50세이상  82 25.6

결혼상태 기혼 277 86.6

미혼  37 11.6

기타및거리상 가족과떨어짐   6  1.9

교육수준 대학원재학이상 220 68.8

대학졸업이하 100 31.3

주거형태 자택 256 80.0

기타 자취및하숙  64 20.0

소득수준* 150만원미만 159 49.7

150-200만원미만 112 35.0

200만원이상  49 15.3

평균수면시간 6시간미만  44 13.6  6.51±0.95

6-8시간미만 231 72.2

8시간이상  45 14.1

BMI(체질량지수) 저체중  12  3.8 23.50±2.88

표준체중 128 40.0

과체중  79 24.7

비만 101 31.6

거주국가(GNI**)* $700미만  93 30.8

$700이상-$2400미만 112 37.1

$2400이상  97 32.1

거주국가(지역) 아시아 181 56.6

아프리카  41 12.9

유럽 러시아  49 15.3

오세아니아  12  3.8

북아메리카   6  1.9

남아메리카  31  9.7

거주기간(경력) 7년미만 100 31.3 9.96±5.50

7년이상-13년미만 136 42.5

13년이상  84 26.3

근무형태* 정확한 출퇴근  38 11.9

자유근무 214 66.9

24시간상근및기타  68 21.3

TOTAL 3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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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인지-지각 요인

 선교사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정도와 관련 있는 인지-지각요인으로 

지각된 유익성과 지각된 장애성,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지각된 건강상

태를 조사하 다. 본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유익성의 평균은 3.53점으로 다

른 연구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지각된 장애성의 평균은 1.72점이다. 자

기효능감은 긍정설문 6문항, 부정설문 11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 으며 

평균 자기 효능감은 3.89점이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평균 

2.96점이며, 지각된 건강상태는 평균 2.88점이며, 221명(70.2%)이 건강한편

이다 라고 응답하 으며, 65명(20.6%)이 건강하지 못한편이거나 매우 건강

하지못하다고 응답하 다. 그 외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9명

(9.2%)이었다. 

표 2. 인지-지각요인의 수준

구분
응답자수

(n=320)
평균±표준편차 최소 최대

지각된 유익성 320 3.53±0.44 2.09 4.00

지각된 장애성 320 1.72±0.47 1.00 3.20

자기 효능감 320 3.89±0.51 1.88 4.94

사회적 지지 320 2.96±0.51 1.61 4.00

지각된 건강상태 315 2.88±0.56 1.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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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

  건강증진 생황양식 실천정도는 총 11개 역의 60문항으로 각 행위별 

1-4점 척도이며 각 점수를 합한 평균을 내어 이를 총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로 보았다. 11개 역 중 위생적 생활행위가 3.40점으로 가장 높은 

편이었으며 다음으로 조화로운 관계행위 3.36점, 자아실현행위 3.30점 이었

으며, 가장 낮은 점수로는 전문적인 건강관리 2.01점이며, 운동 및 활동행

위 2.53점, 자아조절행위 2.63점 등도 낮은 점수를 보 다. 11개 역 전체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는 2.93점이었다.

표 3.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요소별 실천정도

구분(문항수) 응답자수 평균±표준편차 최소 최대 순위

조화로운관계(4) 320 3.36±0.45 2.00 4.00  2

규칙적인식사(3) 320 3.18±0.71 1.00 4.00  5

전문적인건강관리(4) 320 2.01±0.71 1.00 4.00 11

위생적생활(7) 320 3.40±0.44 1.67 4.00  1

자아조절(5) 320 2.63±0.57 1.2 4.00  9

정서적지지(4) 320 2.69±0.68 1.00 4.00  8

건강식이(7) 320 2.84±0.52 1.29 4.00  6

휴식및수면(5) 320 2.76±0.61 1.00 4.00  7

운동및활동(7) 320 2.53±0.61 1.00 4.00 10

자아실현(8) 320 3.30±0.45 2.00 4.00  3

식이조절(6) 320 3.20±0.48 1.17 4.00  4

전체건강증진생활양식(60) 320 2.93±0.36 1.69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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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 특성 및 근무상황요인에 따른 인지-지각요인

 가. 지각된 유익성과 지각된 장애성 수준

  표 4는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유익성 수준과 지각된 장애성 수준을 일반

적 특성 및 근무상황 요인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지각된 유익성의 경우 

결혼상태 중에서 기혼의 경우가 미혼 및 기타 거리상 가족과 떨어진 경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7년 미만의 군

이 13년 이상 된 장기 거주선교사들에 비해 지각된 유익성이 유의하게 높

았으며, 근무형태에 있어서는 자유근무의 군이 24시간 상근 및 기타의 군

보다 지각된 유익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지각된 장애성 수준은 가정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

득수준이 낮은 150만원 미만의 군이 200만원 이상의 군보다 지각된 장애성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다른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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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반적특성 및 근무상황요인에 따른 지각된 유익성과 지각된 장애성

* 지각된유익성 : 4점 척도, 점수 높을수록 유익성 높음

** 지각된장애성 : 4점 척도, 점수 낮을수록 장애성 낮음

특성 구분
응답자수

(n=320)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평균±표준편차 P-value  평균±표준편차 P-value

성 남 195 3.55±0.44 0.3933 1.69±0.47 0.1534

여 125 3.50±0.45 1.77±0.46

연령 40세미만  55 3.52±0.45 0.5057 1.79±0.40 0.2284

40세이상-50세미만 183 3.55±0.43 1.73±0.48

50세이상  82 3.48±0.47 1.65±0.49

결혼 기혼 277 3.55±0.44 0.0264 1.72±0.45 0.8956

상태 미혼  37 3.41±0.42 1.74±0.58

기타 및 거리상 가족과 

떨어짐
  6 3.18±0.68 1.65±0.44

교육 대학원재학이상 220 3.53±0.43 0.8177 1.69±0.48 0.0834

수준 대학졸업이하 100 3.52±0.48 1.79±0.45

주거 자택 256 3.55±0.44 0.0898 1.73±0.47 0.2386

형태 기타 자취및하숙  64 3.44±0.46 1.66±0.47

소득 150만원미만 159 3.53±0.44 0.9884 1.77±0.50 0.0396

수준 150-200만원미만 112 3.53±0.44 1.70±0.43

200만원이상  49 3.54±0.49 1.58±0.43

평균 6시간미만  44 3.49±0.53 0.4463 1.77±0.57 0.5768

수면 6-8시간미만 231 3.52±0.44 1.72±0.46

시간 8시간이상  45 3.60±0.39 1.67±0.44

BMI 저체중  12 3.47±0.55 0.8366 1.55±0.37 0.4846

표준체중 128 3.56±0.41 1.70±0.48

과체중  79 3.52±0.45 1.75±0.48

비만 101 3.51±0.47 1.75±0.46

거주 $700미만  93 3.54±0.44 0.6183 1.71±0.48 0.1328

국가 $700이상-$2400미만 112 3.50±0.43 1.79±0.49

(GNI) $2400이상  97 3.55±0.47 1.66±0.44

거주 아시아 181 3.51±0.45 0.4108 1.70±0.49 0.0611

국가 아프리카  41 3.51±0.38 1.65±0.44

(지역) 유럽 러시아  49 3.60±0.43 1.86±0.42

오세아니아  12 3.50±0.55 1.52±0.38

북아메리카   6 3.85±0.24 1.49±0.32

남아메리카  31 3.50±0.47 1.82±0.48

거주 7년미만 100 3.63±0.39 0.0248 1.80±0.44 0.1086

기간 7년이상-13년미만 136 3.49±0.46 1.67±0.46

13년이상  84 3.47±0.47 1.70±0.50

근무 정확한출퇴근  38 3.57±0.40 0.0216 1.62±0.47 0.1086

형태 자유근무 214 3.56±0.45 1.71±0.48

24시간상근 및 기타  68 3.40±0.45 1.8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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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수준

  표 5는 연구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 수준과 사회적 지지 수준을 일반적 

특성 및 근무상황 요인에 따라 보여주고 있으며, 자기 효능감은 교육 수준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대학원 재학 이상인 군의 자기 

효능감이 대학졸업이하 군의 자기 효능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그 외 

다른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상황요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요인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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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반적 특성 및 근무상황요인에 따른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 자기효능감 : 5점 척도, 점수 높을수록 효능감 좋음

** 사회적지지: 4점 척도, 점수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좋음

특성 구분
응답자수

(n=320)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평균±표준편차 P-value 평균±표준편차 P-value

성 남 195 3.93±0.47 0.0805 2.96±0.49 0.6542

여 125 3.83±0.56 2.98±0.54

연령 40세미만  55 3.80±0.40 0.2455 2.99±0.44 0.7985

40세이상-50세미만 183 3.93±0.52 2.97±0.53

50세이상  82 3.87±0.56 2.93±0.52

결혼 기혼 277 3.89±0.52 0.1845 2.98±0.50 0.4173

상태 미혼  37 3.88±0.47 2.89±0.59

기타 및 거리상 가족과 떨

어짐
  6 4.27±0.28 2.79±0.48

교육 대학원재학이상 220 3.98±0.46 <.0001 2.98±0.50 0.4822

수준 대학졸업이하 100 3.71±0.58 2.94±0.53

주거 자택 256 3.92±0.50 0.0752 2.97±0.51 0.5040

형태 기타 자취및하숙  64 3.79±0.56 2.93±0.52

소득 150만원미만 159 3.86±0.53 0.4873 2.95±0.52 0.3460

수준 150-200만원미만 112 3.94±0.49 2.95±0.49

200만원이상  49 3.90±0.50 3.06±0.51

평균 6시간미만  44 3.94±0.57 0.2984 2.93±0.50 0.8621

수면 6-8시간미만 231 3.91±0.51 2.97±0.53

시간 8시간이상  45 3.79±0.48 2.96±0.38

BMI 저체중  12 3.98±0.30 0.6398 2.86±0.28 0.7568

표준체중 128 3.86±0.56 2.98±0.52

과체중  79 3.89±0.50 2.93±0.50

비만 101 3.93±0.48 2.98±0.52

거주 $700미만  93 3.87±0.54 0.6470 2.96±0.49 0.7761

국가 $700이상-$2400미만 112 3.92±0.52 2.93±0.48

(GNI) $2400이상  97 3.85±0.49 2.98±0.54 

거주 아시아 181 3.82±0.51 0.0795 2.97±0.50 0.0590

국가 아프리카  41 4.00±0.51 2.82±0.49

(지역) 유럽 러시아  49 4.03±0.46 3.02±0.53

오세아니아  12 3.93±0.51 2.80±0.67

북아메리카   6 4.02±0.36 3.43±0.41

남아메리카  31 3.92±0.58 3.04±0.46

거주 7년미만 100 3.83±0.46 0.3214 2.99±0.54 0.6970

기간 7년이상-13년미만 136 3.90±0.59 2.94±0.51

13년이상  84 3.95±0.43 2.98±0.46

근무 정확한출퇴근  38 3.91±0.49 0.8712 2.98±0.52 0.3670

형태 자유근무 214 3.90±0.52 2.99±0.51

24시간상근 및 기타  68 3.87±0.50 2.8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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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각된 건강상태 수준

  연구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는 성별과 교육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다. 남자의 지각된 건강상태가 여자의 지각된 건강상태보다 

높다. 또한 교육수준에서도 대학원재학이상의 군이 대학졸업이하의 군보다 

높은 지각된 건강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남자의 경우가 대부분을 대

학원재학이상의 목사선교사이기에 학력의 차이보다는 성별에 의한 차이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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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반적 특성 및 근무상황요인에 따른 지각된 건강상태

** 지각된건강상태 : 4점척도, 점수 높을수록 건강상태 좋음

특성 구분
응답자수

(n=320)

지각된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P-value

성 남 195 2.96±0.55 0.0004

여 125 2.74±0.54

연령 40세미만  55 2.87±0.39 0.1091

40세이상-50세미만 183 2.83±0.60

50세이상  82 2.99±0.54

결혼 기혼 277 2.89±0.56 0.2131

상태 미혼  37 2.83±0.45

기타 및 거리상 가족과 떨어짐   6 2.50±0.84

교육 대학원재학이상 220 2.92±0.54 0.0266

수준 대학졸업이하 100 2.77±0.59

주거 자택 256 2.90±0.56 0.1002

형태 기타 자취및하숙  64 2.77±0.53

소득 150만원미만 159 2.83±0.55 0.3534

수준 150-200만원미만 112 2.90±0.57

200만원이상  49 2.96±0.55

평균 6시간미만  44 2.90±0.53 0.7388

수면 6-8시간미만 231 2.88±0.57

시간 8시간이상  45 2.82±0.54 

BMI 저체중  12 2.67±0.65 0.2829

표준체중 128 2.86±0.52

과체중  79 2.85±0.58

비만 101 2.95±0.58

거주 $700미만  93 2.84±0.58 0.1186

국가 $700이상-$2400미만 112 2.84±0.53

(GNI) $2400이상  97 2.98±0.55

거주 아시아 181 2.91±0.53 0.0532 

국가 아프리카  41 2.85±0.62

(지역) 유럽 러시아  49 2.67±0.59

오세아니아  12 3.18±0.40

북아메리카   6 3.00±0.63

남아메리카  31 2.90±0.55

거주 7년미만 100 2.90±0.46 0.6524

기간 7년이상-13년미만 136 2.82±0.56

13년이상  84 2.90±0.65

근무 정확한출퇴근  38 3.08±0.54 0.0510

형태 자유근무 214 3.86±0.55

24시간상근 및 기타  68 2.8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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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 특성 및 근무상황요인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

  해외거주 선교사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는 연령과 결혼상태, 소

득수준, 평균수면시간, 거주국가의 경제상태, 근무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있어서는 40세 미만의 군이 연령이 높은 군

보다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결혼상태에서는 

기혼이 미혼의 경우 보다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

며, 소득수준에서는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군이 150만원미만의 저소득 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평균수면시간에 따라서도 수면시간이 길수록 건

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거주국가의 경

제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이 높은 1인당 GNI가 2,400달러 이상인 국가

에 거주하는 군에서 1인당 GNI가 중간정도인 700달러이상 2,400달러미만

인 군보다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근무형태에 있

어서는 정확한 출퇴근 근무를 하는 군이 24시간 상근 및 기타 군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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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빈적특성 및 근무상황요인에 따른 건강증진생활양식 실천정도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 11개 하부 역 총 60문항의 설문 통한 4점 만점 척도, 점수 높을수록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가 좋음

특성 구분
응답자수

(n=320)

건강증진생활양식실천정도*

평균±표준편차 P-value

성 남 195 2.96±0.37 0.0551

여 125 2.88±0.33

연령 40세미만  55 2.80±0.29 0.0066

40세이상-50세미만 183 2.94±0.34

50세이상  82 2.98±0.41

결혼 기혼 277 2.95±0.36 0.0039

상태 미혼  37 2.77±0.30

기타 및 거리상 가족과 떨어짐   6 2.73±0.44

교육 대학원재학이상 220 2.95±0.36 0.1584

수준 대학졸업이하 100 2.89±0.34

주거 자택 256 2.93±0.34 0.8970

형태 기타 자취및하숙  64 2.92±0.41

소득 150만원미만 159 2.87±0.34 0.0051

수준 150-200만원미만 112 2.95±0.37

200만원이상  49 3.05±0.36

평균 6시간미만  44 2.81±0.39 0.0450

수면 6-8시간미만 231 2.94±0.35

시간 8시간이상  45 2.98±0.34 

BMI 저체중  12 2.98±0.25 0.4197

표준체중 128 2.96±0.34

과체중  79 2.94±0.36

비만 101 2.88±0.38

거주 $700미만  93 2.90±0.32 0.0189

국가 $700이상-$2400미만 112 2.87±0.32

(GNI) $2400이상  97 3.01±0.40

거주 아시아 181 2.92±0.36 0.0522 

국가 아프리카  41 2.87±0.33

(지역) 유럽 러시아  49 2.89±0.32

오세아니아  12 2.98±0.38

북아메리카   6 3.36±0.29

남아메리카  31 2.97±0.37

거주 7년미만 100 2.88±0.33 0.2178

기간 7년이상-13년미만 136 2.93±0.36

13년이상  84 2.98±0.37

근무 정확한출퇴근  38 3.05±0.40 0.0070

형태 자유근무 214 2.94±0.33

24시간상근 및 기타  68 2.83±0.38



- 34 -

6. 인지-지각 요인과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와의 상관

관계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건강증진생

활양식 실천정도와 관련된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보기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여 검정하 으며,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지

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지각된 건강상태, 

연령, 평균수면시간, 거주기간은 유의확률이 p<.0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관련성이 있다. 특히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는 0.5632(p<.0001)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며, 선형적인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연령과 거주 기간의 두 변수 간에도 상관계수가 

0.6331(p<.0001)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며, 선형적인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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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인지-지각요인과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와의 상관관계

(단위:상관계수)

*p<.05     **p<.001     ***p<.0001

건강증

진생활

양식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연령

평균

수면

시간

거주

기간

체질량

지수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증

진생활

양식

1.0000

지각된

유익성

0.3682

***
1.0000

지각된

장애성

-0.2247

***

-0.0700
1.0000

자기

효능감

0.3043

***

0.0819 -0.2306

***
1.0000

사회적

지지

0.5632

***

0.2844

***

-0.1302

*

0.4167

***
1.0000

연령
0.1575

*

-0.0717 -0.0938 -0.0108 -0.0529
1.0000

평균

수면

시간

0.1660

*

0.1654

*

-0.0712 -0.0665 0.0220 -0.2493

***
1.0000

거주

기간

0.1346

*

-0.0975 -0.0820 0.1061 0.0281 0.6331

***

-0.2054

**
1.0000

체질량

지수

-0.1013 -0.0227 0.0754 0.0210 -0.0033 0.1977

**

-0.1026 0.1234

*
1.0000

지각된

건강상

태

0.2477

***

0.1306

*

-0.1822

*

0.0696 0.1424

*

0.0612 -0.0220 0.0241 0.08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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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와 관련 요인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와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odel Ⅰ은 

일반적인 특성만(F=4.42 p<.0001) 다중회귀분석 하 으며, Model Ⅱ는 

Model Ⅰ의 일반적인 특성에 근무형태를 포함하 으며(F=3.52 p<.0001), 

Model Ⅲ은 Model Ⅱ에 인지-지각요인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 하 다

(F=13.73 p<.0001). 

  이 때 Model Ⅰ과 Model Ⅱ의 설명력은 11.40%, 13.11%로 비교적 낮았

으나, 인지-지각요인을 포함한 Model Ⅲ의 설명력은 49.73%로 크게 증가

하 다. 이는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의 관련 요인으로 인지-지각요인

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와 관련 있

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 효능감, 

연령과 평균수면시간이며, 이 요인들이 증가 할수록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

천정도도 증가하는 양의 관계가 있다. 또한 24시간 상근 및 기타의 근무형

태가 정확한 출퇴근 근무에 비해, 또 비만(BMI 25이상)의 경우가 표준체중

에 비해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가 감소하는 음의 관계에 있었다.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와 가장 관련 있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

(AdjR
2=
.3221, p<.0001)이며, 모든 변인들의 설명력은 49.73%이다. 지각된 

장애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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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건강증진생활양식실천정도와 관련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대학원재학이상=1, 대학교졸업이하=2     ** 자택=1, 자취및하숙기타=2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변 인 회귀계수 p-value 회귀계수 p-value 회귀계수 p-value

일반 성 (남=1,여=2) -0.0327 0.5493 -0.0413 04740 -0.0605 0.1886

적

특성 연령 0.0107 0.0001 0.0095 0.0048 0.0107 <.0001

결혼상태 기혼

미혼 -0.1430 0.0308 -0.1257 0.0670 -0.0964 0.0714

기타및떨어져생활 -0.2227 0.1146 -0.4180 0.0154 -0.2209 0.0979

교육수준(대학원=1,대학=2)* -0.0659 0.2258 -0.0532 0.3415 0.0121 0.7856

주거형태(자택=1, 기타=2)** 0.0127 0.7937 0.0483 0.3353 0.0752 0.0562

소득수준 150만원미만

150-200만원미만 0.0524 0.2304 0.0472 0.2912 0.0527 0.1233

200만원이상 0.1304 0.0233 0.0634 0.1659 0.0459 0.3554

평균수면시간(시간) 0.0826 <.0001 0.0768 0.0003 0.0733 <.0001

BMI 표준체중

(체질량지수) 저체중 0.0120 0.9072 -0.1063 0.9302 0.0210 0.7954

과체중 -0.0661 0.1953 -0.0645 0.2128 -0.0398 0.6444

비만 -0.1332 0.0060 0.1298 0.0087 -0.1184 0.0020

근무 거주국가 $700미만

상황 (GNI) $700이상-$2400미만 -0.0430 0.3686 -0.0281 0.4445

요인 $2400이상 0.0227 0.6654 0.0318 0.4311

거주기간 7년미만

7년이상-13년미만 0.0390 0.4268 0.0564 0.1414

13년이상 0.0418 0.5055 0.0473 0.3306

근무형태 정확한출퇴근근무

자유근무 -0.0942 0.1212 -0.0707 0.1296

24시상근및기타 -0.1850 0.0093 -0.1263 0.0219

인지 지각된 유익성 0.1262 0.0005

지각

요인 지각된 장애성 -0.0047 0.8879

자기 효능감 0.0826 0.0153

사회적 지지 0.3163 <.0001

지각된 건강상태 0.0792 0.0053

 AdjR2 =.1140 AdjR2 =.1311 AdjR2 =.4973

 
 
F=4.42  p<.0001   F=3.52  p<.0001  

 
F=13.73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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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인지-지각요인의 수준

  해외거주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지-지각요인의 수준 중 건강행위의 효

율성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파악한 지각된 유익성의 수준은 평균 3.53점

이며, 동일한 자료수집도구를 사용한 박현정(2000)의 3.25점보다 높고, 초

중 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준희(2000)의 연구결과인 3.40점과는 비슷

한 수준이었다. 이는 일부종합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현정(2000)의 연

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7세이고, 김준희(2000)의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

은 43세이기에 연령의 차이에 의한 인식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증진생활양식실천을 위해서 감수해야하는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수

준을 조사한 지각된 장애성은 평균 1.72점이었으며, 이는 일부 종합병원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현정(2000)의 연구의 1.87점보다도 낮고, 초 중 고 교

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준희(2000)의 2.37점보다도 낮았다. 일반적으로 해

외거주선교사는 거주 국가의 의료체계나 정보 체계가 한국보다 열악하기에 

건강서비스를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감이나 비용, 위험, 고통 등의 인식이

나, 생활습관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에 대한 불편감이 크리라 생각하

으나, 연구 결과적으로는 선행 연구의 다른 연구 대상자보다 낮게 나왔

다. 이는 자료수집 도구가 행위의 실천적인 부분을 묻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주관적인 자료이었기에 행위 실천 시에 나타

날 수 있는 불편감이나 장애감이 반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 효능감의 수준은 3.89점으로써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서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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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의 연구 보고 평균 3.59점보다 높으며, 일부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박현정(2000)의 3.63점보다는 높고, 초 중 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준희(2000)의 연구보고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자기 효능감이 종교

가 있는 대상자가 종교가 없는 대상자보다 더 높다는 노태 (1996)의 보고

에 의해,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종교가 있어 다른 연구결과 보다 자기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같은, 자기 효능의 신념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 했을 때 목표 성취를 방해하는 도전이나, 어려운 문제들

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한다.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2.96점으로 선행연구인 박현정(2000)의 2.75점, 서

연옥(1995)의 평균 2.86점 보다는 다소 높고, 박소 (1996)의 연구와 노태

(1996)의 연구 결과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연구 대상자의 대인관계

가 원만하거나, 배우자, 가족, 친구, 이웃으로부터 적절한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관적인 개인의 지각된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었으며, 이는 중년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박재순(1996)의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보다는 

높고, 초등학교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한 박소 (1996)과 일부종합병원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박현정(2000)의 연구 결과와는 동일하 다. 



- 40 -

2.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

  해외거주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의 평균점수

는 2.93점이었으며, 동일한 자료수집도구를 사용한 박인숙(1995) 연구의 

2.68점, 박현정(2000)연구의 2.45점보다 높았다. 미국이민 한국인 42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명자 등(1997)의 연구 보고 된 2.54점보다도 다소 높

았으며, 초등학교양호교사를 대상으로 한 박소 (1996)의 연구 보고 된 

3.16점보다는 낮았다. 이는 각 연구들의 연구대상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

각되며, 특별히  보건교육의 전문인인 양호교사와 비교하여 건강증진 생활

양식 실천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앞으로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대한 교육

의 중요성을 더욱 중시하여야함을 의미한다.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의 11개 하부 역에서 실천정도가 가장 높은 

역은 위생적 생활행위이며, 그 다음이 조화로운 관계, 자아실현행위 순으

로 이는 박인숙(1995)연구와 동일하 다. 반대로 실천정도가 가장 낮은 

역은 전문적인 건강관리에 이어 운동 및 활동행위, 자아조절 행위 순이었

으며, 박인숙(1995)의 연구 보고와 비슷하며, 이는 전문적인 건강관리의 필

요성은 절감하나 해외에서의 의료기관의 방문 등이 번거롭고, 현 의료체계

가 질병 치료 중심인 것에 원인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건강상

담 중심의 기관과 전담하는 전문 상담자가 필요하다. 또한 건강에 대한 중

요성과 건강증진생활양식의 실천을 촉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캠페인과 정

책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불어 자아조절 행위와 정서적지지 행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나 상담가가 필요하며, 소그룹 중심의 모임과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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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와 분노에 대한 대처 기술 등에 대한 훈련과 중재가 필요하다.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와 관련 있는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많이 수행하며, 이는 예방적 기틀 내

에서 행해진 여러 연구와 (Belloc & Breslow, 1972; Breslow, Enstrom, 

1980; Wilson, Elinson, 1981; Brown &McCreed, 1986), Pender(1982)의 건

강증진모형이나 다른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결과에서도 지지되고 있다

(Christiansen, 1981; Brown et al., 1985; Pender et al., 1988). Walker 등

(1988)은 연령이 전체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 변수라고 

하 으며, 이것은 Prohaska(1985), Bausell(198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

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듦에 따라 자신의 건강요구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되며, 삶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건강행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혼상태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가 높았다. 이것은 결혼상태가 건강보호 행위에 향을 준다는 

Brown과 McCreedy(1986), 김정희(1985), 박인숙(1995)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하며, 특별히 미혼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지 체계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교육수준이 다른 연구에 비해 높았기에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교육수준과 소득수

준에 따라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이 보고 되어 왔다(Brown et al., 1983; Pendre, 1987; Rokowsk,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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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ffy, 1988; Riffle, 1989; Sobal, 1990). 개인이 높은 교육을 받고 수입이 

많을수록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더 쉽게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독립적

인 건강행위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실행력을 나타낸다(Wiley, Comacho, 

1980; Wingard et al., 1982). 

  일반적인 특성 중 근무상황요인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는 

선교사가 거주하는 거주 국가의 경제상태와 근무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 이는 노태 (1996)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무분

야와 근무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는 결과와 동일하 다. 그러나 공선표(1996)의 해외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적응결정변수로의 국가의 경제상태는 적응과 상관관계가 유의

하지 않다고 보고하 으며, 이에 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별

히 근무형태에 있어서 20%이상의 선교사가 현지인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등의 24시 상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출퇴근 근무를 하고 있는 

대상자보다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평균수면시

간에서도 평균수면시간이 짧은 대상자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가 

평균수면시간이 긴 연구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낮았기에 근무형태에 대한 개

선과 특별히 조직적인 시간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인구학적 변인은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에 향을 준다

고 하는 Pender(1982)와 Christiansen(1981)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

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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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와 관련 요인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와 관련 있는 인지-지각요인과 일반적인 특

성 중의 일부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

도와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 효능감, 사회적지지, 지각된 건강

상태, 연령, 평균수면시간, 거주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었

다. 특별히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사회적 지지의 상관계수(r=.5632, p<.0001)

와, 연령과 거주기간의 상관계수(r=.6331, p<.0001)가 높은 선형적인 상관관

계를 보 다. 이를 토대로 제 변인들을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정한 결과 건

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에 가장 유의한 변인으로는 사회적 지지이었으

며, 이는 서연옥(1995)의 연구와 동일하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

인 건강증신 생활양식 실천을 위한 가장 유의한 지표로서 직접적인 향을 

준다는 연구(Hubbard et al., 1984; Pugliesi, 1988; Yarcheski & Mahon, 

1989; 박소 , 1996; 노태 , 1997;박현정, 2000)와도 일치하며, 가족이나 배

우자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가 건강증진 행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Gottlieb & Baker, 1986; Riffle KL et al., 1989; Hawkes JM & Holm K, 

1993; 홍명희, 2000) 이를 뒷받침한다.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의 관련 요인으로 지각된 유익성은, 선행연

구(Pender, 1997; 김준희, 1999)에서 지지되며, 자기 효능감은 선행연구

(Fehir, 1989; Pender et al., 1990; Desmond et al., 1993; Oh, 1993; 박재순, 

1995; 서연옥, 1995; 노태 , 1997; 김준희, 1999; 박현정, 2000; 홍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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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와 일치되며, 자기효능이 인간행동변화의 주요한 결정인자로서 행위

의 변화에 유의한 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더 확인되었다. 자기 효능은 

행위의 변화 뿐 아니라 행위의 지속에도 향을 주기 때문에 자기효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역할모델이나 사회적 강화 같은 특수한 행위에 중점

을 둔 중재방법을, 자기효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환경 변화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Hofstetter et al., 1990). 소그룹형태의 지지모임도 

유익하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객관적인 건강상태 측정보다 건강행위에 더 많은 

향을 준다는 보고(Singer, 1976)에 근거하며, 본 연구에서도 건강증진 생활

양식 실천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으로 검정되었다. 지각된 건강상

태가 좋을수록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도 좋아지며, 지각된 건강상태

가 양호할 때 건강증진 행위를 더 많이 한다는 종전의 선행연구(Fehir, 

1988; Killeen, 1989; Pender et al., 1990; Weitzel, 1989; Riffle KL et al., 

1989; Duffy, 1993; 박인숙 1995; 박소 , 1996; 박현정, 2000)와 같이 건강

상태를 좋게 지각하는 것이 건강증진 행위를 향상시키며, 건강증진 생활양

식의 빈도와 강도에 향을 준다고 하 다. 그러나 서연옥(1995)의 연구에

서는 지각된 건강상태는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건강관련행위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송견용 등(1993)의 연구에서는 적절한 건강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이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았다는 결과를 보여 건강행위가 지각된 건강상태의 

결정요인인지, 건강상태가 건강행위의 결정요인인지 또는 양방향의 관계인

지를 밝히지 않았다.

  해외거주선교사는 비교적 의료기관 접근도가 낮고, 해외 적응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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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등의 증가로 지각된 장애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 으나, 분석결

과 해외거주선교사의 지각된 장애성이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준희

(2000)연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박현정(2000)연구의 지각된 장애

성보다도 낮았으며, 상관관계에서도 유의하지 않았고,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변인이었다. 이는 지각된 장애성이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예

측인자로 지적되었던 Pendre(1997)의 연구와 선행연구 박현정(2000)과 상

반되는 결과이다.

  이외에도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예측인자로는 연령과 평균수면시간, 체질

량 지수, 근무형태이었으며, 표준체중보다 비만체중에 속하는 그룹의 경우 

체질량 지수가 증가할수록 건강증진 생활양식에는 부정적인 향을 미치

며, 정확한 출퇴근 근무의 형태보다 현지인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등의 24

시간 상근 근무형태가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에 부정적인 향을 미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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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해외거주선교사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를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구명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양식의 실천을 중재하며, 향후 

선교사를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기획에 활용하기 위함이며, e-mail을 

통해 설문을 수집하 다. 

  해외거주선교사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의 관련 요인은 사회적 

지지로 가족 및 친구, 동료 간의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한 도움이 클수

록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정도를 향상시킨다. 또 건강행위의 효율성에 

관한 인지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을수록, 개인적 건강에 대한 지각 상태

가 좋을수록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도 향상된다. 그러나 건강서비스 

이용에서 오는 불편감, 높은 비용, 고통, 새로운 행동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 의미를 갖는 것 등의 장애성 정도와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와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교사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선

교사와 긴 한 네트웍을 형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연락과 격려로 고

립감이 없도록 하며, 현지에서는 소그룹을 형성하여 상호 협력 및 교통을 

통한 관계성을 향상하며, 자존감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긍정적인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며, 특

별히 스트레스 대처나 자아조절, 운동 및 활동, 안전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실생활에서의 실천을 유도한다. 전문기관과 전담상담자를 통한 

선교사종합관리시스템(Total member care system)을 구축하여, 선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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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부터 은퇴까지 선교사의 건강관리 및 복지 혜택을 제공 관리하며, 정

확한 출퇴근 근무로 근무형태를 개선하도록 권장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실

천하도록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과정에서 질문지법을 사용하 기에 개개

인의 인지능력에 대한 개인차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일 선교단체의 해외거주선교사를 대상으로 하 기에 일 선교 단체

의 복지정책으로 인한 편견이 반 되어질 수도 있어, 전체 선교사를 대상

으로 한 반복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변인 중 지각된 건강상

태가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구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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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설문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GMS 의 본부행정선교사이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이미재입니다. 자주 업무상 메일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저의 개인적인 연구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오니, 바쁜 사역중에서도 특별히 시간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본 설문지는 해외거주선교사의 건강증진생활양식 실천정도 및 그 향요인을 파

악하기 위한 조사로써 선교사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선교사들을 

위한 유용한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설문의견은 

익명으로 행하여지며,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평소 생각하시는 

선교사님의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심을 감사드리

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읍니다.

2004년 4월 

지도교수 : 오희철 

연구자 : 이미재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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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강증진생활양식 측정도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일상생활에서 실행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보기

에서 골라 (  )안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보기 : ①항상그렇다  ②자주그렇다  ③가끔그렇다  ④그렇지않다

 

1.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한다. (    )

2. 하루에 3번 이상 심호흡을 한다. (    )

3.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    )

4. 주위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 할 수 있다. (    )

5.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

6. 건강과 관련된 서적이나 신문기사를 관심있게 읽는다.(    )

7.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  

8.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한다.(    )

9.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생활한다.(    )

10.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

11. 일주일에 3-4번은 적어도 20분동안 활발하게 운동한다.(    )

12. 자신감이 있는 생활을 한다.(    )

13. 동료나 이웃과 조화롭게 생활한다.(    )

14.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다.(    )

15.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한다.(    )

16. 목욕은 자주한다.(    )

17. 자신의 생활(직업)에 만족감을 느낀다.(    )

18. 과식을 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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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유지한다.(    )

20. 외출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    )

21. 가능한 한 많이 걸으려고 한다.(    )

22.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 일이 좋다.(    )

23. 자극성이 많은 음식(멥고,짜고,단음식)은 피한다 (    ).

24. 몸에 이상을 느끼면 조기에 전문가(의사,약사,간호사)의 도움을 구한다.(    )

25. 마음이 맞는 사람과 모임을 가진다.(    )

26. 문제를 회피하지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

27. 가끔 자기만의 시간과 생활을 가지면서 여유를 찾는다.(    )

28. 내 나름대로의 긴장과 압박감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 

29. 과일과 야채등 섬유질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    )

30. 속이 상할 때에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감정을 정화시킨다.(    )

31. 식사후에는 양치질을 한다.(    )

32. 식사전에는 간식을 피한다.(    )

33. 목표를 가지고 생활한다.(    )

34. 육식류보다 생선류를 많이 섭취한다.(    )

35.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한다.(    )

36. 인공첨가물,조미료가 들어있지않은 음식과 자연식품을 섭취하려고노력한다.( )

37. 담배는 피우지 않는다.(    )

38.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    )

39. 활동시 신체 각 부위를 골고루 움직이려고 노력한다.(    )

40. 정상 체중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41. 일을 한 후에 적절히 휴식한다.(    )

42 가족간의 분위기가 화목하다.(    ) 

43. 집에서 정성껏 조리한 음식을 주로 섭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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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집이나 사무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지낸다.(    )

45. 과로를 피한다.(    )

46. 여가시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한다.(    )

47. 균형있는 양섭취를 한다.(    )

48. 몸이 좋지 않을 때는 휴식을 취한다.(    )

49. 하루 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

50. 집(사무실)의 환기를 자주한다.(    )

51.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진 음식은 먹지 않는다.(    )

52.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가진다.(    )

53. 음식을 잘 씹고 천천히 먹는다.(    )

54. 내의는 면제품으로 입고 자주 갈아입는다.(    )

55. 평소에 바른 자세로 앉거나 걷는다.(    )

56. 일찍자고 일찍 일어난다.(    )

57. 적당한 수면을 취한다.(    )

58. 아침식사는 꼭 먹는다.(    )

59.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는다.(    )

60. 건강문제에 대한 전문가와 상의한다.(    )

Ⅱ.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2. 각 문항을 읽으신 후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보기에서 골라    

( )안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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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①확실히그렇다 ②대체로그렇다 ③잘모르겠다 ④대체로아니다 ⑤확실히아니다

1. 나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2. 나는 무슨 일이든 빨리 결정하지 못한다.(    )

3. 나는 무슨일이든 한번 시도하여 안되면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한다.(    )

4. 나를 위해 중요한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경우가 드물다.(    )

5.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끝내기도 전에 포기한다.(    )

6. 나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해버린다.(    )

7. 나는 어떤일이 복잡해보이면 시도해보려는 생각조차 않는다.(    )

8. 나는 즐겁지 못한 일이라도 그것을 끝낼때까지 매달린다.(    ) 

9. 나는 어떤일이든 하려고 결정하면, 즉시 시행한다.(    )

10.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처음에 성공하지 못하면 곧 포기한다.(    )

11. 나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    )

12. 나는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워 보이면 배우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

13. 나는 실패했을 때 더욱 열심히 한다.(    )

14. 나는 어떤일을 해내는 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다.(    )

15. 나는 자립적인 사람이다.(    )

16. 나는 쉽게 포기한다.(    )

17. 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  

Ⅲ. 지각된 건강상태 측정도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3. 귀하께서는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기 : ①매우건강하다 ②건강한편이다 ③건강하지않은편이다 ④매우건강하지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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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각된 유익성과 장애성 측정도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4. 각 문항을 읽으신 후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보기에서 골라   

( )안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보기 : ①항상그렇다  ②자주그렇다  ③가끔그렇다  ④그렇지않다

1. 나는 정기 건강검진이 성인병 조기발견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2. 나는 성인병을 조기발견하여 치료함으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계속 할수 있

다고 생각한다.(    )

3. 나는 건강유지활동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4. 나는 규칙적인생활이 성인병에 걸리지 않을 힘을 키워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5. 나는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 식생활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 

6. 나는 정기검겅검진을 받으면 성인병을 발견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고 생각한다.(    )

7. 나는 성인병을 조기발견하여 치료한다면 나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

8. 나는 정기건강검진을 받으면 성인병의 만성화 또는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9. 나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10. 성인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한다면 나와 나의 가족의 행복은 유지될 것이라

고 생각한다.(    )

11. 성인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한다면 나의 건강한 노후 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12. 나는 나의 나태하고 게으른 성격 때문에 건강유지활동(규칙적인운동,정기건강

검진 등)을 못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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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나는 가정생활, 사회생활(직장생활,임무수행)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

14. 나는 정기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등)의 방문이 가족에게 

정신적으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15. 나는 나의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나 증후를 참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

16. 나는 정기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부담스러울 것

이라고 생각한다.(    ) 

17. 나는 정기건강검진을 받을 경제적여유(진찰비, 검사비)가 없다고 생각한다.( )

18. 나는 가족들의 의견이 다양하여 건강유지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

19. 나는 의료기관의 이용이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

20. 나는 정기건강검진이 피곤하게 하거나 지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21. 나는 성인병 조기 발견이나 확인을 위한 정기건강검진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

한다.(    )

22. 나는 정기건강검진이 통증을 초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Ⅴ. 사회적지지 측정도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5. 각 문항을 읽으신 후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보기에서 골라   

( )안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보기 : ①항상그렇다  ②자주그렇다  ③가끔그렇다  ④그렇지않다

1. 주변에서 내가 하는 일을 잘 한다고 인정해준다.(    )

2. 내 주변에는 나와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

3. 아파서 병원에 가야할 때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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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잘못을 분명하게 말해 줄 사람이 있다.(    )

5. 내 친지나 친구들은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

6. 나에게 자신이 아끼는 물건(예, 자동차 등)을 쾌히 빌려줄 사람이 있다.(    )

7. 내 주변에는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상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

8.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 생활에 만족한다.(    )

9. 내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

10.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

11. 내가 외롭고 우울할 때 전화로 얘기 할 사람이 있다.(    )

12. 내가 아플 때 나의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있다.(    )

13. 내가 식사를 같이 하고 싶을 때 쾌히 응해줄 사람이 있다.(    )

14. 나는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나서 즐겁게 보낸다.(    )

15.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친구나 친지들과 가깝다.(    )

16. 내가 직업이나 생활방식을 바꾸어야 할 때 조언을 해 줄 사람이 있다.(    )

17. 은행시간 마감전에 세금을 꼭내야할 때 내 대신 그 일을 해줄 사람이 있다.( )

18. 내가 외출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같이 동행 해 줄 사람이 있다.(    )

Ⅵ.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6. 다음 을 읽고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 )안에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란에 자세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 만        세 )

2. 귀하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           시간)

3. 귀하의 체중은? (         kg)

4. 귀하의 신장은? (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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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의 성별은? (    )  ①남  ②여 

6. 귀하의 결혼상태는? (    )

①미혼 ②기혼 ③거리상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 ④별거및이혼 ⑤기타(     )

7. 귀하의 근무형태는? (    )

①24시간 상근근무 ②정확한 출퇴근근무 ③자유근무 ④기타(  ) 

8. 귀하의 주거 형태는? (    ) 

①자택 ②자취및하숙 ③기타 (             )

9. 귀하의 최종학력은? (    )

①고졸이하  ②전문대졸 ③대졸 ④대학원이상(재학포함) ⑤기타(       )

10. 귀하의 현 근무 국가와 거주도시는? (국가명:        , 도시명:            )

11. 귀하의 선교사로서의 근무 경력은? (          년        개월)

12. 귀하의 매월 평균 생활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사역비는 제외)? (    )

①150만원미만 ②150-200만원 ③200-250만원 ④250만원이상

-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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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대륙별 & 국가별 응답자수

지역 지역명 국가명 인원(명) 지역 지역명 국가명 인원(명)

1 아시아 네팔  3 2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1

대만  7 잠비아  1

말레이시아  5 챠드  1

몽골  6 케냐  4

미얀마  5 탄자니아  7

방글라데시  2 튀니지  2

베트남 11 3 유럽,러시아 그리스  2

스리랑카  1 독일  2

아프카니스탄  1 러시아 26

우즈베키스탄 13 루마니아  3

이스라엘  2 불가리아  2

인도  7 알바니아  4

인도네시아 13 영국  4

일본 14 우크라이나  1

카작스탄  2 이집트  2

캄보디아  6 코소보  2

키르키즈스탄  7 프랑스  1

타직크스탄  1 헝가리  2

태국 20 4 오세아니아 괌  1

터키 13 뉴질랜드  6

필리핀 23 사이판  2

한국 19 파푸아뉴기니  2

2 아프리카 가나  1 호주  1

감비아  7 5 북아메리카 멕시코  2

나이지리아  2 미국  4

니제르  1 6 남아메리카 볼리비아  6

라이베리아  1 브라질 15

말리  1 아르헨티나  3

세네갈  3 코스타리카  2

수리남  2 파라과이  3

우간다  5 페루  2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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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1인당 GNI 별 국가 분류

* 자료출처: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World Bank, April 2004  

* GNI(국민총소득):국내총생산(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손익을 반 한 소득지표

 RANK 국가명      GNI per capita 2002,PPP
(US dollars)  RANK  국가명  GNI per capita 2002,PPP

(US dollars)         

6 미국 35,400 145 우크라이나 780 

7 일본 34,010 146 인도네시아 710 

13 영국 25,510 152 코트디브아르 620 

16 홍콩 24,690      158 파푸아뉴기니 530 

22 독일 22,740      161 짐바브웨 480 

23 카나다 22,390      161 세네갈 470 

24 프랑스 22,240      161 인도 470 

27 싱가폴 20,690      166 몽골 430 

29 호주 19,530      166 베트남 430 

37 이스라엘 16,020      168 파키스탄 420 

44 뉴질랜드 13,260      169 기니 410 

48 그리스 11,660      171 베닌 380 

53 한국  9,930      171 방글라데시 380 

66 멕시코  5,920      173 수단 370 

69 헝가리  5,290      174 케냐 360 

72 우루과이  4,340      175 잠비아 340 

74 아르헨티나  4,220      176 라오스 310 

77 코스타리카  4,070      176 우즈벡키스탄 310 

79 레바논  3,990      178 나이지리아 300 

84 말레이시아  3,540    178 캄보디아 300 

91 브라질  2,830      181 탄자니아 290 

94 남아공  2,500      181 키르키즈스탄 290 

95 터어키  2,490      183 모리테니아 280 

99 도미니카공화국  2,140      184 토고 270 

102 러시아  2,130      184 감비아 270 

103 페루  2,020      184 가나 270 

104 태국  2,000      189 말리 240 

105 튀니지  1,990      189 우간다 240 

106 마이크로네시아  1,970      191 네팔 230 

107 수리남  1,940      194 챠드 210 

108 루마니아  1,870      196 에리트리아 190 

110 나미비아  1,790      197 니제르 180 

111 불가리아  1,770      197 타지크스탄 180 

112 과테말라  1,760      200 말라위 160 

112 요르단  1,760      201 라이베리아 140 

114 알제리  1,720      205 기니비사우 130 

114 이란  1,720      206 이디오피아 100 

117 카작스탄  1,520 

118 에쿠아돌  1,490  기타 팔레스틴

119 이집트  1,470 (자료없음) 코소바

120 알바니아  1,450 쿠바

128 파라과이  1,170 이라크

134 필리핀  1,030 괌

136 중국   960 아프카니스탄

140 볼리비아   900 미얀마

142 스리랑카   850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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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health promoting 

lifestyle of overseas missionaries and to help them develop and practice 

such a lifestyle and also to use it in the health promoting program for 

missionaries. 

  Missionaries from one mission organization have been targeted for 

this study. After getting 320 questionnaires answered via e-mail, we 

have calculated and have come up with a statistical data using the 

SAS Window program as well as the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targeted person's general distinctive qualities, 

the rate for practicing the health promoting lifestyle was 2.93 on 

average. Statistically, the older people, those who were married, and had 

high incomes, as well as the people with the average of longer sleeping 



- 67 -

hours in general showed to have a constant numeric data of working 

hours with accurate time from the start to the end of each day's work. 

Out of the eleven ways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 sanitary life, 

harmonious relationship and self-achievement were the three that were 

best practiced in health promoting lifestyle. The least practiced ones 

were professional health maintenance, exercise and activity and 

self-control.   

  Second, measured datas as follows : the perceived benefits:3.53, 

perceived barriers:1.72, perceived self-efficacy:3.89, social support:2.96, 

perceived health status:2.88. 

  Third, statistically, the amount of the health promoting lifestyle being 

practiced, the perceived benefits, barriers, self-efficacy, social supports, 

perceived health status, age, average sleeping time, residing period and 

human relationships are meaningfully related. The amount of the health 

promoting lifestyle being practiced and social support are highly related 

in meaningful ways.(r=0.5632, p<.0001)

  Fourth, social support, perceived benefits and health status, 

self-efficacy, age and average sleeping time are related to health 

promoting lifestyle. As these factors increase or improve, one's health 

promoting lifestyle also gets better. Also, health promoting lifestyle 

worsen in one's life when one works 24 hours a day each day 

compared to another working for a set amount of time. The same thing 

happens when one is over weighed (over BMI 25) compared to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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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standard weight. The most related factor to this is social 

support(R²=.3221, p<.0001) and the combination of that variable 

explained 49.73% of the health promoting lifestyle.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health promoting lifestyle of 

missionaries, it is important to form a tight network with the 

missionaries. They should make sure to create no isolation through 

continuous and regular contact and encouragement. On their mission 

fields, they should form a small group through which they can help 

each other and build relationships through fellowship which can improve 

their self-respect. They should start an education that will provide a 

regular and continuous information on health promoting lifestyle. It is 

important to prompt people to practice the health promoting lifestyle by 

making programs on stress relieving, self-control, exercising and safety 

management. They should establish a total member care system with 

the help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counselors and provide a 

health welfare benefits to the missionaries from the time of their 

recruitment to retirement. They should also try to improve the working 

time by setting up an exact time for starting and  finishing their work 

each day. It is important to let them live an orderly life. 

Keywords: missionary, health promoting lifestyle, social support, 

self-efficacy, perceived health status,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barri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