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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우리나라 40대 사망 원인 1위가 만성 간 질환이며 만성 간 질환의 약 

60-75%가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과 관련이 있다. 무증상 만성 B형 간염 

보균자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도 만성 간염, 간경변, 간암과 같은 질환

으로 진행될 수 있어 만성 B형 간염 및 보균자의 예방적 건강행위 이행은 

국민 보건학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추적 관리가 잘 안 되는 지역사회 내 만성 B형 간염 및 

보균자들에게 효과적인 보건 교육이 중요하다는 필요성하에 직장 건강 검

진을 통해 B형 간염 보균자로 판정되어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B형 간염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를 파악한 후 이들 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교육과 관리를 위한 내용과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

료를 얻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4개 중소도시 제조업을 하는 9개 산업장에서 직장 건강검

진 결과 B형 간염 보균자로 판정되어진 근로자 126명이었고 자료 수집 기

간은 2002년 4월 19일에서 5월 7일까지 다.

연구 도구는 김숙현(1989)이 개발한 도구를 엄순자(1998)가 수정 보완한 

것을 토대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B형 간염에 대한 지식과 예방적 건강행

위 측정도구, 최 희(1983)가 개발한 도구를 김경례(1989)가 수정 보완한 것

을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한 건강신념 측정 도구를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실수와 백분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을 사용하

여 분석하 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간염에 대한 지식 정도는 총 20점 중 평균 8.30으로 낮게 

나타났고 전염 경로와 간 수치의 이해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

다. 건강 신념은 16점에서 80점 범위에 대해 평균 56.38로 B형 간염



- iv -

에 대해 보통 정도의 건강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민감성, 심각성, 장

애성은 보통으로 유익성은 비교적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적 건강행위는 13점에서 65점 범위에 대해 평균 35.14로 B형 간

염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를 보통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병원 검진과 건강 정보 획득 노력에 

대한 항목이었다.

2. B형 간염에 대한 지식 정도와 건강신념과의 관계는 중 정도의 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3, p<.001)  건강신념은 예방적 

건강행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순 상관관계를 보 고(r=.22, 

p<.01) 건강신념의 하부 개념 중 유익성(r=.30, p<.001)과 장애성(r=.27, 

p<.01)만이 예방적 건강행위와 약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B형 간염에 대한 지식과 병원 검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순 상관관계(r=.3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신념과 병

원 검진은 중 정도의 순 상관관계(r=.40, p<.001)를 보 고 건강신념의 

하부 개념 중 유익성(r=.23, p<.05)과 장애성(r=.52, p<.001)이 병원 검

진과 약한 그리고 중 정도의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간염에 대한 지식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식 점수가 높으며(F=2.97,  

p<.05), 평균 월수입에서는 250만원 이상인 경우가 100-150만원인 경

우보다 지식 점수가 높으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2.90,  p<.05)  건강신념은 평균 월수입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F=3.09, p<.05)  예방적 건강행위는 연령에서만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F=3.06, p<.05) 30-39세가 예방적 

건강행위를 가장 잘 하고 50-60세가 예방적 건강행위를 가장 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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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족이 건강검진 결과를 정확히 알고(F=7.08, p<.01) 본인이 간수치 결

과(t=-2.60, p<.05)와 건강검진 결과를 정확히 아는 경우(t=-4.18, 

p<.001)와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t=2.97, p<.01) 교육 참여에의 의지가 

높고(F=3.75, p<.05) 가족력이 있고(F=3.14, p<.05) 가족들이 예방 접종

을 받은 경우(F=11.16, p<.001), 병원 검진을 규칙적으로 받는 경우

(F=17.74, p<.001)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간염에 대한 지식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t=-4.95, p<.001)과 가족(t=3.63, p<.05)이 건강검진 결과를 정확

히 알고 교육받은 적이 있고(t=2.43, p<.05) 가족들이 예방 접종을 받

은 경우(F=5.85, p<.01)와 병원 검진을 규칙적으로 받는 경우(F=7.69, 

p<.001)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간염에 대한 건강신념이 높게 나

타났다.  

      본인(t=-3.25, p<.01)과 가족(F=6.88, p<.01)이 건강검진 결과를 정확

히 아는 경우와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t=2.41, p<.05) 가족들이 예방 

접종을 한 경우(F=6.48, p<.01)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예방적 건

강행위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만성 B형 간염 보균자들을 교육할 때 예방적 

건강행위시의 유익성을 강조하고 장애성을 제거해 주는 방향으로 전체적 

교육의 흐름이 모색되어야 하며 가족을 대상자들의 건강행위에 대한 행동

계기 변수로 이용할 것을 제언한다.  그러나 지역과 직종을 달리하여 대상

자들의 간염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 정도를 비교하여 교

육 전략에 반 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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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HBV 보유율은 예방 접종이 실시된 이래로 많이 감소되었

으나, 아직도 소아에서는 3-4%, 성인에서는 6-7%정도로 서구에 비해 상당

히 높은 실정이다.(주광로 등 1999)  통계청 자료(통계청, 1999)에 의하면 

1998년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은 간 질환이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뇌

혈관 질환, 심장 질환, 운수 사고에 이어 4위를 차지하며, 연령별로 보면 40

대 사망 원인 1위가 간 질환이다.  또한 간암에 의한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

장 높은 수준이며, 만성 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40대 남성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한요셉 등, 2000)  B형 간염 바이러스(HBV)는 한국의 급

성 간염 및 만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 등 만성 간 질환의 가장 흔하고 중

요한 원인으로(유병철, 1999) 우리나라 만성 간 질환의 약 60-75%가 B형 간

염과 관련이 있다.(김세종, 1999)  따라서 B형 간염 바이러스(HBV)에 의한 

만성 간 질환은 환자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증상 B형 간염 항원 양성자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도 만성 간염, 

간경변증 및 원발성 간세포 암과 같은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들 중 

특히 원발성 간세포 암은 조기 발견에 따른 조기 치료를 통해 예후를 상당

히 호전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Tang ZY et al, 1989)  무증상 B형 

간염 항원 양성자의 예후는 보균자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가, 또는 간 질

환의 상태로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무증상 B형 간염 보균자도 6개월 

내지 12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검진 및 관리가 필요하다.(박희원 등, 1997)

이와 같이 만성 B형 간염 및 보균자가 갖는 보건학적 중요성이 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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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국내에서 이들을 대상으로한 간호학적 접근은 소홀히 되어 왔는

데 국내에서 B형 간염에 대한 연구는 병원에서 통원 또는 입원 치료를 받

고 있는 B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지식이나 건강신념 또는 가족지

지를 연구한 것(김숙현, 1989; 엄순자, 1998; 김경례, 1989)뿐이며 실지로 지

역사회 내 숨겨져 있는 B형 간염 보균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

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효과적인 간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를 위한 선행 단계로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제43조에 의한 직장 건

강검진을 통해 이미 B형 간염 보균자로 판정되어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

강검진 결과 통보 후 이들의 B형 간염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

행위 이행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다. 

연구자가 산업장 내 근로자를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기 병

원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추적 관리가 잘 안 되는 대상자를 

직장 건강검진이라는 통로를 통해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장점과 매년 

시행되는 건강 진단 결과의 활용이 매우 부진하다는 문제점(정해관 등, 

1992)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시행되는 건강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내 

보건 인력인 산업간호사가 이들에게 구조화되고 효율적인 보건학적 접근을 

해 준다면 건강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노력의 적극적 활용의 측면에

서 유용하며 만성 B형 간염 및 보균자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 보건학적 중

요성이 갖는 의의에 상당한 기여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지로 추적 관리가 잘 안 되는 지역사회 내 만성 B형 

간염 및 보균자에 대한 구조화되고 효율적인 보건학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필요성 하에 이미 직장 건강검진을 통해 노출되어져 있는 산업장 내 근로

자들을 대상으로 산업간호사가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 및 관리를 해 

주기 위한 선행 단계로 건강검진 결과 통보 후 대상자들의 B형 간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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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 및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를 파악한 후 이들 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교육 및 관리를 위한 내용과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산업장에서 건강검진을 통해 B형 간염 보균자로 판정된 근로

자를 대상으로 B형 간염에 대한 지식 및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 정도

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의 B형 간염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 정도를 

알아본다.

② 대상자의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와의 상관 관계를 알아본다.

3. 용어의 정의

1)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HBsAg의 존재는 현재 B형 간염 바이러스(HBV)에 감염되어 있음을 의미

하는데(김병호, 2001) 본 연구에서는 산업 안전 보건법 제43조 시행 규칙 

제100조에 따라 산업장 건강검진에서 1차 검진 시 AST, ALT 수치 이상으

로 2차 검진을 하여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자로 나왔거나 1차 

검진 상에는 AST, ALT가 정상 범주여서 2차 재검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B형 간염 보균자로 산업장 건강관리실에 등록되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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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형 간염에 대한 지식

본 연구에서는 B형 간염 및 보균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 

개요, 전염 경로, 간수치 이해, 증상, 관리, 예방 접종에 대한 대상자의 지식 

정도를 묻는 20문항에 대한 점수를 말한다. 

3) 건강 신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취하게 되는 행동의 근원이 되는 개인의 주관적 

믿음으로서 지각된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성, 건강동기가 있으며

(Becker, 1974) 본 연구에서는 간암이나 간경화에 걸릴 가능성, 합병증이나 

간 상태가 더 악화 될 가능성, 가족에게 전염될 가능성에 대한 대상자의 지

각된 민감성을 묻는 3문항과, 우리나라에서 B형 간염의 보건학적 심각성, 

질환에 대한 심리적 심각성, 질환이 악화 될 경우 장래 생활에 미치는 심각

성, B형 간염 및 보균 상태가 미칠 수 있는 신체적 심각성에 대한 대상자

의 생각을 묻는 4문항과 예방 접종 이행의 유익성, 병원 진료의 유익성, 안

정의 유익성, 금주의 유익성에 대한 대상자의 생각을 묻는 4문항 그리고 질

환 관리를 위한 지식 부족, 병원 진료에 따른 시간 소요, 병원 진료에 대한 

동기 부여의 결여, 사회 생활로 인한 금주 장애, 직장 및 가정 생활로 인한 

휴식의 장애를 묻는 5문항을 말한다.

4) 예방적 건강 행위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에 의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

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을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Kasl & Cobb, 1966) 본 연구에서는 만성 B형 간염 및 보균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자신이 생활을 통해 수행하는 식이, 활동 및 안정, 병원검진, 

위생 등에 대한 13문항의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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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만성 B형 간염 및 보균자

우리나라 만성 간 질환 및 간암 환자의 60-70%가 B형 간염 바이러스

(HBV)가 원인이며 만성 간염, 간경변, 간암 환자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

(HCV)의 빈도는 각각 27%, 20%, 17%에 이르러 HCV가 만성 간 질환의 원

인으로서 HBV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Kim CY, Lee H-S, Han CJ, 

1993).

면역 기능이 성숙되어 있는 성인에서 발생된 B형 간염의 90-95%는 완전

하게 회복되며, 만성 B형 간염으로 발전되는 경우는 5-10%에 불과하다.(박

병채, 1998)  신생아가 HBe 항원(Hepatitis B virus e antigen)이 양성인 산모

로부터 감염될 경우(수직 감염)에는 90%이상이 만성 보유 상태로 발전한다. 

(Beasley RP, Hwang LY, et al,1983)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유행 지역에

서는 HBeAg 음성인 모체에서 태어나는 아이라 하더라도 HBV에 감염된 가

족이나 다른 어린이와 접촉함으로 이러한 감염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 

(Franks AL, Berg CJ, Kane MA, et al, 1989) 따라서 국민 보건 차원에서 

HBV의 수직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생아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B형 간염 백신을 맞는 것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서동진, 

1998)

한국에서는 그동안 신생아들에 대해 HBV 예방 접종을 광범위하게 시행

한 결과로 향후에는 HBV에 의한 간 손상의 빈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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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하지만(박병채, 1998) 아직 전체 인구의 8% 정도가 HBV 만성 

보유 상태이다.(Ahn YO,  kim YS, 1992) 

수직 감염 후 간 기능의 이상이 없는 건강한 HBV 보유자로 지내다가 

15-30세가 되면 AST, ALT치가 상승하면서 전쟁 상태로 돌입하는데 왜 오

랫동안 염증 없이 지내다가 이 시기에 전쟁 상태가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확실치 않다.  따라서 만성 간염은 20대 전후에 많다.  최근에는 일반 신체

검사나 헌혈 때 대부분 HBsAg 검사를 하므로 증상이 없다가 우연히 발견

되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나 바이러스 보유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일

단 염증이 초래되면 낫지 않고 수년 동안 AST, ALT치가 반복적으로 상승

하는 경과를 밟는 것이 보통이다.(서동진, 1998)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경과는 매우 다양하며 자연 관해, 무증상 보균 상

태, 만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 등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며, 여기에는 바이

러스와 숙주 사이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간경변증으로의 진행률은 10년, 20년에 각각 23%, 48%

이고 만성 간염 환자에서 10년 및 20년경과 후 각각 11%와 35%에서,  간

경변증 환자에서는 5년, 10년, 15년경과 후 각각 13%, 27%, 42%에서 간암

으로 진행된다. (김정룡 등, 1994)

Hoofngale등(1987)은 만성 HBsAg 보균자를 만성 간 질환이 있는 군과 없

는 군으로 구분하여 각각 만성 B형 간염(chronic Type B hepatitis)과 무증상

의 건강한 HBsAg 보균자 상태(Asymptomatic, Healthy chronic HBsAg Carrier 

State)로 구분하 다. 

무증상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에서 장기간 추적 관찰을 시행한 국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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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지 않으나 화언호 등(1995)은 간 조직 소견이 정상인 HBsAg 건강 보

유자 24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관찰 대상 24명중의 8명(33.3%)에

서 5명(20.8%)은 만성 지속성 간염으로, 3명(12.5%)은 알콜성 간질환으로 진

행했음을 관찰하고 간 조직 소견이 정상인 HBsAg 건강 보유자 중 상당수

가 만성 지속성 간염 및 알콜성 간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대상자에서도 정기적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 으며 1996년의 보고

(Chon 등, 1996)에 의하면 정상 간 기능 검사 소견 및 간 종대가 없는 만성 

B형 간염 보균자 110예를 대상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간 조직 검사를 시행

한 결과 3예에서 간경변증, 4예에서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 활동성 간염, 11

예에서 만성 활동성 간염, 그리고 33예에서 만성 지속성 간염 소견을 보여 

총 51예(46.4%)에서 만성 간 질환 소견을 보 다고 하여 B형 간염의 유병

률이 낮은 외국의 보고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유병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보통 감염이 성인에서 

일어나며 또한 감염된 혈액이나 혈액 제제의 접촉에 의한 경우가 많아서인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유병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모자간의 수직 감염이나 

아기 감염이 많아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B형 간염 및 간암의 유

병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관

찰의 보고는 없지만 무증상 만성 HBsAg 보균자에서 장기적인 예후가 밝혀

지고 확실한 간염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간 기능 검사, 알파 태아 단백

(AFP), 그리고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의 주기적 추적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간 조직 검사와 같은 침습적인 진단 과정도 간 질환의 정확한 평

가 및 장기적인 추적 관찰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본다.(김

세종,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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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만성 B형 간염 및 보균자의 자연 경과에 대한 고찰을 토대

로 볼 때 이러한 대상자들의 간 기능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적 자가간

호 이행을 증진시키게 해 주는 간호학적 접근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선행 단계로 직장 건강검진을 통해 이미 B형 간

염 보균자로 판정되어진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 후 간염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연구를 시도하 다.

2. B형 간염 보균자의 지식과 예방적 건강행위

Kasl과 Cobb(1966)은 건강 및 질병과 관련 된 행동을 예방적 건강행위, 

질병행위, 환자 역할행위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 다. 예방적 건강행위

(preventive health behavior)란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질병을 

예방하고 나아가 질병을 발견할 목적으로 취하는 예방적 행위를 말하고, 질

병행위(illness behavior)란 스스로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취하는 행동으

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한 행동을 뜻한다.  

그리고 환자 역할행위(sick role behavior)란 질병이 이환 되어 치료를 위해 

처방된 지시 사항을 따르는 행위라고 하 다.

만성 B형 간염 및 보균 상태는 이미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로 무증상이나 미미한 증상에서부터 입원 치료가 요구되어지는 경우까

지 다양한 질환 양상을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거의 대부분 

무증상이며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수행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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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나 증상이 없는 가운데서도 간 기능이 더 악화

되지 않게 하고 B형 간염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

는 지식과 예방적인 건강행위가 각별히 요구되어지는 대상자들이다.

만성 B형 간염 및 보균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예방적 건강행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정기적인 병원 검진을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인데 정기적 병원 

검진의 중요성은 이미 만성 B형 간염 및 보균의 상태가 갖는 보건학적 중

요성에 대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보고(안상훈 등, 2001 ; 김완동 등, 

1998 ; 한요셉 등, 2000 ; 화언호 등, 1995)에서 논의되어진 바이다.

대상자들이 정기적인 병원 검진을 잘 이행하기 위한 순응도를 높이기 위

한 방법으로 정규철 등(1997)은 정기적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의사에게 설

명을 들은 군 76명(76%)에서 정기적 혈액 검사(67%)와 초음파 검사(46%)를 

받았고, 설명을 듣지 않은 군(24%)에서는 정기적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

를 각각 20.8%, 16.7%를 받은 것으로 나와 의사에게 정기적 검사의 설명을 

들은 군에서의 병원 검진 이행율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p<0.05) 정

기적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료인의 권고가 건강행위 이행에 매우 중요하

다고 하 고 최철훈(2000)의 연구에서는 B형 간염 표면 항원 양성자 176명

을 대상으로 각 군에 88명씩 무작위 할당을 하여 검진 권고 편지 발송을 

한 군과 하지 않은 군을 비교 연구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편지를 이용한 추

가적인 검진 권고는 B형 간염 표면 항원 양성자의 주기적 병원 검진의 순

응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나타났다.

지식이 예방적 건강행위를 스스로 하기 위한 기본이 된다는 전제 하에 

그 상관 관계를 지지해 주는 연구로 엄순자(1998)는 내과 외래에서 통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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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받고 있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환자 교육을 실

시한 결과 구조화된 환자 교육을 받은 실험 군이 대조 군에 비해 교육 후 

지식 정도와 자가간호 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숙현(1989)은 

B형 간염 환자의 치료이행을 증진시키는 변수로 가족의 지지와 지식의 상

관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 B형 간염 환자의 간염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

을수록 치료 이행 정도도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만성 B형 간염 및 보균자들의 예방적 건강행위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로 B형 간염 환자의 지식에 대해 조사한 연구로 정규철 등(1997)은 B

형 간염 보균자 100명중 B형 간염의 전파 경로에 대해 혈액에 의해 전파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이 59명(59%), 주사바늘에 의해 전파된다고한 사람이 

57명(57%), 수직 감염 57명(57%), 성교에 의해서는 29명(29%)이 전파된다고 

대답했으며 수직 감염시 예방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76

명(76%)이었다고 했고 김맹희(1995)의 연구에서는 만성 B형 간염 환자 218

명과, 비 환자 107명의 간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는데 수직 감염에 대해 

환자 군은 163명(74%),  비 환자 군은 78명(72%)에서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부부중 한 사람이 간염 일 때 다른 한 사람의 감염 유무에서는 

환자 군은 122명(55%)에서, 비 환자 군은 32명(29%)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답함으로 성행위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식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B형 간염시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 유무에 대해서는 환자 군에서는 

51%에서 진행한다, 14%는 진행하지 않는다, 35%에서 진행 가능성이 있다

고 답했으며, 비 환자 군에서는 44%가 진행한다, 1%가 진행하지 않는다, 

56%는 진행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 간경화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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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만성 B형 간염의 유병률이 높고 합병증이 초래될 수 있는 

질환의 심각성으로 인해 예방적 건강행위가 상당히 요구되어짐에도 불구하

고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지식과 예방

적 건강행위 수행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B형 간염 및 보균자들 중 직장 검진을 통해 B형 간염 및 보

균자들로 판명되어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B형 간염에 대한 지식과 

예방적 건강행위 수행 정도를 알아보는 것은 올바른 행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의 기초로 사용하기 위해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 이 연구를 시도

하 다.

3. B형 간염과 관련된 건강신념 및 예방적 건강행위

건강신념 모델은 1950년대 초 사회 심리학자 Hochbaum, Kegeles, Levental, 

Rosenstock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그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질병 예방법이

나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screening test)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자 함이었다.(Rosenstock, 1974) 그 이후 모델은 질병행위 (Kirscht), 

환자 역할행위(Becker, 1974)를 설명하기 위해 수정, 확대되었으며 모델의 

주요 개념은 지각된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및 지각된 장애성 그리고 행동 

계기이다.(Rosenstock ; Becker, 1974)

Laffrey(1990)는 개인들은 자신의 건강과 관련되는 행위를 실제 행하고 있

으며 이러한 행위는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건강신념, 질병 개념에 의해 



- 12 -

향 받는다고 하 으며 건강신념 모델에서의 건강행위의 설명력을 제시하

다.

건강신념 모형이 적용된 많은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Janz & 

Becker, 1984)에 따르면 지각된 장애가 건강 관련 행위의 가장 강력한 결정 

요인이며 지각된 민감성은 예방 건강행위에서 더 중요하고, 지각된 유익성

은 환자 역할행위에서 더 중요하다고 했다.

황정해(1993)는 심질환자 212명을 대상으로 건강신념 모델에서 제시한 제 

변수들이 심질환 환자의 자가 건강관리에 대해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에서 심질환자의 인지된 민감성이 높고 장애성이 낮을수록 자가 건강

관리 정도가 높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유방자가검진의 실천과 관련된 요인

으로 정숙명(2000)은 건강신념이 높은 경우에 유방 자가검진을 잘 이행한다

고 했으며 유방자가검진을 잘 이행하는 사람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민

감성, 유익성, 심각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dden, 1999; 최종

숙, 1999)

B형 간염과 관련된 건강신념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앞서 언급한 만성 B형 

간염이 갖는 보건학적 의의 및 중요성에 비해 대상자들의 질환 관리 및 예

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예방적 건강행위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올바른 건강행위(health behavior)를 유도하기 위한 변수 확인을 위한 연구로 

많이 시도되었다.

김은희(1984)와 임숙희(1984)는 간염 예방 접종 이행의 향 요인을 건강

신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김은희(1984)의 연

구에서는 간염 예방 접종 이행 군은 비 이행 군보다 지각된 민감성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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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행 군의 경우 지식과 민감성이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갖고 있어 간염에 대한 지식이 민감성을 증가시킴으로서 간염 

예방 접종 이행을 일으킨다고 했다.  임숙희(1984)의 연구에서는 이행 군이 

비 이행 군에 비해 지각된 민감성, 유익성, 동기 유발, 건강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고 건강행위 이행과 제 변수들 간의 다변수 상관성에서 건강행위 이

행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변수가 동기 유발로 동기 유발만으로 건강행위 

이행을 23.5% 설명할 수 있었고 여기에 지식을 첨가하여 30.5% 설명할 수 

있었으며, 민감성을 더 첨가했을 경우 35.7%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도시 지역 일부 주부들 중 B형 간염 검사 통보를 받고 이행한 주부 

258명과 검사 통보를 받고도 실시하지 않은 주부 251명을 대상으로 B형 간

염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와 건강신념 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한 최상욱

(1990)의 연구에서 B형 간염 검사 이행자가 비 이행자보다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건강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고, 건강신념 변수인 건강 관심도, 심각

성, 유익성, 감수성, 장애성으로 B형 간염에 대한 예방적 건강 행위를 

20.5%를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건강신념 변수로 행동 계기 변

수를 추가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B형 간염에 대한 예방적 건강 행위에 대

한 설명력은 64.2%로 나타났다.

B형 간염 건강 보유자 92명과 건강인(대조군) 104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신념 및 제 변수간의 차이를 비교 연구한 이덕희(1996)의 연구에서는 

간염 건강 보유 군은 대조군에 비해 간염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 p=0.0001) 

및 유익성( p=0.003)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간염 건강 보유 군에 있어서 건

강행위에 관한 다중 회귀 분석 결과, 건강 행위에 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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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지각된 장애성과 건강에 대한 태도 다.  이 두개의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인 건강행위를 약 23%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례(1989)는 병원에서 통원 치료나 입원 치료를 받고 이는 B형 간염 

환자 91명을 대상으로 건강신념 변수와 환자 역할행위 이행 정도의 상관 

관계 연구에서 지각된 유익성만이 B형 간염 환자의 환자 역할행위 이행에 

주요한 설명 예측적 변수인 동시에 향력이 가장 큰 변수라고 하 으며 

직장인의 간염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 이행에 대해 연구한 김강미자(1992)

의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이 심각성을 높이 지각할수록 예방적 건강행위 이

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1382, p<.01)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건강신념의 각 변수들과 건강행위간의 관계에는 서

로 조금씩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예방적 건강행위 이행자가 비 이행

자에 비해 건강신념 변수 중 어느 변수가 더 강하게 작용함으로 건강행위 

이행을 일으킨다는 것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행위 변화를 일으

키기 위한 요인으로 건강신념의 유용함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국내에서 B형 간염과 건강신념간의 최근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고 입원 치료나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아닌 무증상의 지역사

회 내 B형 간염 보균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으므로 이들의 행위 변화

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로 B형 간염에 대한 건강신념을 파악하고자 이 연구

를 시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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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산업장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판정된 근로

자를 대상으로 B형 간염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를 조사하

고 이들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 관계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4개 중소도시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9개 산업장의 직장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 보균자로 판정되어진 산업체 근로자 126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 다.

3. 연구 도구

 

  1) 지식 측정 도구

대상자의 B형 간염에 대한 지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숙현(1989)이 개

발한 도구를 엄순자(1998)가 수정 보완한 것을 토대로 연구자가 관련 문헌고

찰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산업간호사 1인과 간호학 교수 1인의 자문을 얻

은 후, 대상자 6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본 뒤 작성하 다.  내용은 전반적 개

요 5문항, 전염 경로 6문항, 간수치 이해 2문항, 증상 1문항, 관리 4문항, 예

방 접종 2문항으로 총 20문항이며, 정확한 대상자의 지식 측정을 위해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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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그렇다, 아마도 그런 것 같다, 아니다, 모르겠다로 나누어 정답에 1점, 오

답과 아마도 그런 것 같다, 모르겠다는 0점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3이었다.

  2) 건강신념 측정 도구

최 희(1983)의 건강신념 측정 도구를 토대로 김경례(1989)가 수정 보완한 

B형 간염 환자 건강신념 측정 도구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산업장에 있는 B

형 간염 보균자의 기준에 맞게 수정한 후, 산업간호사 1인과 간호학 교수 1

인의 자문을 얻은 후 대상자 6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본 뒤 완성하 다.  민

감성 3문항, 심각성 4문항, 유익성 4문항, 장애성 5문항의 총 16문항에 대한 

점수로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의 5점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단 장애성에 해당하는 

문항은 역점수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 α= .73이었다.  

  3) 예방적 건강행위

김숙현(1989)이 개발한 B형 간염 환자 치료 이행 도구를 엄순자(1998)가 

수정 보완한 것을 연구자가 관련 문헌을 토대로 수정하여 산업간호사 1인

과 간호학 교수 1인의 자문을 얻은 후 대상자 6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본 

뒤 완성하 다.  내용은 식이 2문항, 활동 및 안정 2문항, 병원 검진 2문항, 

위생 2문항, 금주 1문항, 약물 복용 1문항, 건강정보 획득 노력 2문항, 전파 

예방 1문항의 총 13문항에 대한 점수이며 특별히 노력 또는 주의하고 있지 

않다, 조금 주의 또는 노력하는 편이다, 보통으로 주의, 노력하는 편이다, +



- 17 -

자주 주의 또는 신경 쓰고 있다, 아주 철저히 주의 또는 신경 쓰고 있다로 

측정한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예방적 건강행위를 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5이었다.

4. 자료 수집

1개 사업장에 등록되어진 B형 간염 보균자 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내용

의 이해 정도와 문항 및 용어 선택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 후 2002년 4월 

19일에서 5월 7일까지 4개 중소도시 제조업을 하는 9개 산업장의 건강관리

실에 등록되어진 B형 간염 보균자 190명에게 산업간호사가 설문지를 배부

하 고 이중 130부가 회수되었으나 내용이 불충분한 4부를 제외한 126부만

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Program을 이용하 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B형 간염과 관련된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했다.

  2) 대상자의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 정도는 평균, 표준 편차

로 구하 다

   3) 대상자의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B형 간염과 관련된 특성에 따른 지식, 건

      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와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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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118명(93.65%)이었고 연령은 30-39세와 40-49세

가 각각 45.6%와 38.4%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대부분 (90.48%)이

었으며 교육 정도는 고졸이 62.7%로 가장 많았다. 또한 대상자의 73.02%가 

생산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속년수는 11년 이상이 65.87%로 

나타났다.  평균 월수입은 100-150만원(35.71%)이 가장 많았고 150-200만원

(30.16%), 250만원 이상(15.87%)순 이었다.



- 19 -

<표1> 일반적 특성                                             n=126

특     성 구    분 실수(명) 백분율(%)

성     별 남    자

여    자

118

8

93.65

6.35

연 령(만) 20 - 29

30 - 39

40 - 49

50 - 60

무 응 답

8

57

48

12

1

6.40

45.60

38.40

9.60

결혼 상태 기    혼

미    혼

이    혼

사    별

114

9

2

1

90.48

7.14

1.59

0.79

교육 정도 초    졸

중    졸

고    졸

대    졸

대학원졸

1

13

79

30

3

0.79

10.32

62.70

23.81

2.38

생산 구분 사 무 직

생 산 직

34

92

26.98

73.02

근속 년수 5년 미만

5 - 10년

11 - 15년

16년 이상

7

36

45

38

5.56

28.57

35.71

30.16

평균월수입 50-100만원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250만원

250만원이상

7

45

38

16

20

5.56

35.71

30.16

12.70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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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형 간염과 관련된 특성 

연구대상자의 B형 간염과 관련된 특성은 <표2>와 같다.

직장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104명(82.54%)만이 본인이 보균자임을 알고 

있었고 보균자임을 안 기간은 6-10년이 30.76%, 11년 이상이 24.03%이었으

며 20.19%는 정확한 기간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69.84%가 최근 간수치 결과를 모른다고 했고 가족들이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73.81%이었다.

연구대상자의 대부분(84.13%)이 B형 간염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

며 교육 시에 “꼭 참석하겠다”가 30.95%, “가능한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가 44.44%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들은 간 질환에 대한 정보를 병원이나 

건강관리실 의사, 간호사로부터 얻는 경우가 59.15%이었고 26.83%는 신문, 

잡지와 같은 대중 매체로부터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70.63%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음주 횟수로는 1달에 

1회가 7명(7.87%), 1달에 2-3회는 22명(24.72%), 1주 1-2회가 48명(53.94%), 1

주 3회는 9명(10.11%), 1주 3회 이상이 3명(3.37%)으로 나타났다.

가족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67.46%)이었고 71.43%가 가족들이 예방 접

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73.81%가 병원 검진의 필요성에 대해들은 적이 있다고 했으며 

이들 중 39.82%만이 회사 건강관리실의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병원 검진의 

필요성에 대해 들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현재 병원 검진 실태에서 34명

(26.98%)만이 규칙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들의 병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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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주기는 6개월에 1회가 21명(61.76%)으로 가장 많았고, 1년에 1회가 6명

(17.64%), 3개월에 1회가 4명(11.76%), 1개월에 1회가 3명(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 후 규칙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복수 응답한 횟수 163회 중 “현재 몸에 나쁜 증상이 별로 없어서”가 67회

(41.1%)이었고,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요성을 잘 몰라서”

가 33회(20.25%), “간이 더 악화 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므로”가 19회

(11.66%), “검진 받는 것에 대해 쉽게 잊어버려서”가 11회(6.75%), “근무 시

간으로 인해 병원 가기가 힘들어서”가 10회(6.13%), “병원 이용 절차가 복

잡하거나 검진을 위한 시간이 많이 걸려서”가 9회(5.52%), “귀찮아서”가 4

회(2.45%), “바빠서” 또는 “좋지 않는 병이 발견될 까 봐 두려워서”가 각각 

3회(1.84%), 기타가 4회(2.45%)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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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B형 간염과 관련된 특성                                  n=126

특 성 문  항 구    분
실수

(명)

백분율

(%)

결과

인지도

본인의 건강

검진 결과

인지도

.간수치가 약간 높은 정도로만 알고 있음

.예전에는 간수치가 높았지만 현재는 수치가 

괜찮은 것으로만 알고 있음

.간수치는 약간 높거나 정상이며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

7

15

104

5.56

11.90

82.54

보균자 인 것을

안 기간

.몇 년인지 모름

.1 - 5년

.6 - 10년

.11 - 15년

.16년 이상

21

26

32

16

9

20.19

25.00

30.76

15.38

8.65

최근 간수치

결과인지도

.모름

.정상 범주라고만 알고 있음

.수치상 정상 범주 임

.수치상 비정상 범주

88

13

15

10

69.84

10.32

11.90

 7.94

가족들의 

건강검진  

결과인지도

.결과를 모름

.간수치가 약간 높은 정도로만 알고 보균

자인 줄은 모름

.예전에는 간수치가 약간 높았지만 현재는 

괜찮고 보균자인 줄은 모름

.간수치가 약간 높거나 정상이고 보균자 

인 줄은 알고 있음

20

6

7

93

15.87

4.76

5.56

73.81

교육및

정보

       

교육받은 유무

교육 참여에의

의지

*정보를 얻는 

경로

.있다

.없다

.꼭 참석하겠다

.가능한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별로 참석하고 싶지 않다

.관심이 없다

.인터넷

.병원 의사, 간호사

.건강관리실 의사, 간호사

.신문, 잡지, TV, 홍보용 책자, 팜플렛

.서점에 출판된 책자

.다른 간 질환자나 그의 가족

20

106

39

56

28

3

18

54

43

44

3

2

15.87

84.13

30.95

44.44

22.22

2.38

10.98

32.93

26.22

26.83

 1.83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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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계속)                                                    n=126

특 성 문  항 구    분
실수

(명)

백분율

(%)

음주 음주 유무
.유

.무

89

37

70.63

29.37

가족력

.있다

.없다

.모르겠다

24

85

17

19.05

67.46

13.49

가족들 

의 예방

접종

유.무

.했다

.안했다

.모르겠다

90

17

19

71.43

13.49

15.08

병 원 

검 진

가족들의 

건강검진

결과인지도 

.결과를 모름

.간수치가 약간 높은 정도로만 알고 보균

자인 줄은 모름

.예전에는 간수치가 약간 높았지만 현재는 

괜찮고 보균자인 줄은 모름

.간수치가 약간 높거나 정상이고 보균자 

인 줄은 알고 있음

20

6

7

93

15.87

4.76

5.56

73.81

지속적 병원검진

필요성을 들은

유무

.유

.무

93

33

73.81

26.19

*병원 검진 필요

 성에 대해 들은

 경로

.회사 건강관리실의 의사나 간호사

.병원의 의사. 간호사

.대중 매체(신문, 잡지, TV, 라디오)

.인터넷

.가족, 친지, 이웃

45

51

12

3

2

39.82

45.13

10.62

 2.65

 1.77

병원 검진 실태

.규칙적으로 받고 있음

.가끔 한번씩 받음

.회사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 받고

병원 검진을 권유 할 때만 감

.병원 검진 받은 적 없음

34

36

25

31

26.98

28.57

19.84

24.60

                                           *은 복수 선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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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염에 관한 지식 정도

연구대상자의 B형 간염에 대한 지식은 총 20점 중 평균 8.30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식 내용별 평균 점수를 보면 전반적 개요에 대해서는 평균 2.38, 전염 

경로는 1.68, 간수치 이해에 대해서는 0.55, 증상은 0.35, 관리는 2.28이었고 

예방 접종에 관한 내용의 점수는 1.03이었으며 전염 경로와 간수치 이해에 

관한 항목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표 3> 간염에 관한 지식 정도                                   

n=126

구     분 점수 범위 평    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점수

전반적 개요

전 염 경 로

간수치 이해

증       상

관       리

예방   접종

0 - 5

0 - 6

0 - 2

0 - 1

0 - 4

0 - 2

2.38

1.68

0.55

0.35

2.28

1.03

1.54

1.44

0.75

0.48

1.27

0.68

47.6

28.0

27.5

35.0

57.0

51.5

계 0 - 20 8.30 4.39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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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염에 관한 건강신념 정도

대상자의 B형 간염에 관한 건강신념은 4가지 변수로 구성하 고 총 16문

항 5점 척도로 최저 16점에서 80점까지로 측정하 다.

B형 간염에 관한 건강신념의 평균 점수는 56.38로 대상자들은 B형 간염에 

대해 보통 정도의 건강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하부개념의 평균점수는 민감성이 

9.14, 심각성이 14.29, 유익성이 16.53, 장애성이 16.40으로 민감성과 심각성, 장

애성은 보통으로, 유익성은 다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 표 4> 간염에 관한 건강신념 정도

                                     n=126

구    분 점수 범위 평    균 표준편차(±)

민 감 성

심 각 성

유 익 성

장 애 성*

3 - 15

4 - 20

4 - 20

5 - 25

 9.14

14.29

16.53

16.40

2.36

2.84

2.0

3.14

계 16 - 80 56.38 6.16

*장애성은 역 문항으로 점수 처리했음.  

 즉,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도가 낮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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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염에 관한 예방적 건강행위 정도

대상자의 예방적 건강행위 정도의 점수 범위는 13점에서 65점으로 측정하

으며 평균 35.14로 예방적 건강행위를 보통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부 내용의 평균 점수는 식이가 6.10, 활동 및 안정이 5.02, 병원 검진이 

4.17, 약물 복용이 2.69, 금주가 3.13, 건강정보 획득 노력이 4.59, 위생이 6.21, 

전파 예방이 3.19이었고 병원 검진과 건강정보 획득 노력에 대한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 다. <표 5>

<표 5> 간염에 관한 예방적 건강행위 정도

n=126

구     분 점수 범위 평    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점수

식     이

활동 및 안정

병원 검진

약물 복용

금     주

건강정보 획득노력

위     생

전파 예방

2 - 10

2 - 10

2 - 10

1 -  5

1 -  5

2 - 10

2 - 10

1 -  5

 6.10

 5.02

 4.17

 2.69

 3.13

 4.59

 6.21

 3.19

1.99

1.96

2.44

1.43

1.38

2.11

2.09

1.45

61.0

50.2

41.7

53.8

62.6

45.9

62.1

63.8

계 13 - 65 35.14 9.77 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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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염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와의 관계

B형 간염에 대한 지식 정도와 건강신념과의 관계는 중 정도의 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63, p<.001), 건강신념은 예방적 건강행

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순 상관 관계를 보 다.(r= .22, p<.01)  건강

신념의 하부 개념에서 유익성(r= .30, p<.001)과 장애성(r= .27, p<.01)이 예방

적 건강행위와의 관계에서 약한 순 상관 관계를 보 는데 이는 유익성이 

높을수록 예방적 건강행위를 잘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성의 점수 측정을 역

으로 산출했으므로 장애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도가 낮으며 장애도가 

낮을수록 예방적 건강행위를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예방적 건강행위를 측정한 문항 중에서 병원 검진과 관련 된 2문항

과 B형 간염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과의 상관 관계에서 B형 간염에 대한 

지식과 병원 검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순 상관 관계를 보 고(r= .38, 

p<.001), 건강신념과 병원 검진은 중 정도의 순 상관 관계를 보이면서(r= 

.40, p<.001) B형 간염에 대한 지식과 건강신념이 높은 대상자일수록 병원 

검진을 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신념의 하부 개념 중 유

익성(r= .23, p<.05)과, 장애성(r= .52, p<.001)이 병원 검진과 약한 그리고 중 

정도의 순 상관 관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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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간염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간의 상관 관계    

                                                              n=126

변    수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

지    식

건강신념         

  .63*** .11

.22**

민  감  성

심  각  성

유  익  성

장  애  성

         -.04

         -.009

          .30***

          .2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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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의 차이

간염에 대한 지식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식 점수가 높으며(F=2.97, 

p<.05), 평균 월수입에서는 사후 검증 결과 250만원 이상인 경우가 100-150

만원인 경우보다 지식 점수가 높으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2.90, p<.0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신념 차이는 평균 월수입에서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F=3.09, p<.05)

예방적 건강행위는 연령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F=3.06, p<.05) 30-39세가 예방적 건강행위를 가장 잘하며, 50-60세가 예방

적 건강행위를 가장 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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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와의 차이   

n=126

구    분
실수

(백분율)

지          식 건  강  신  념 예방적 건강행위

평 균±

표준편차
t or F

평 균±

표준편차
t or F 

평균 ±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여

연령  20 - 29

      30 - 39

      40 - 49

      50 - 60

결혼  기   혼

      미   혼

      이   혼

      사   별

교육 초    졸

     중    졸

     고    졸

     대    졸

     대학원졸

생산  사무직

구분  생산직  

근속 년수

    5년 미만

    5 - 10년

   11 - 15년

   16년 이상

평균 월수입

    50 - 100

   100 - 150

   150 - 200

   200 - 250

  250만원이상

118(93.65)

   8(6.35)

   8(6.40)

  57(45.60)

  48(38.40)

  12(9.60)

 114(90.48)

   9(7.14)

  2(1.59)

   1(0.79)

   1(0.79)

  13(10.32)

 79(62.70)

  30(23.81)

   3(2.38)

  34(26.98)

  92(73.02)

   7(5.56)

  36(28.57)

  45(35.71)

  38(30.16)

   7(5.56)

  45(35.71)

  38(30.16)

  16(12.70)

  20(15.87)

 8.36±4.44

 7.37±3.85

 4.25±4.06

 8.19±4.21

 8.87±4.69

 9.50±2.93

 8.49±4.25

 6.66±6.26

 6.00±4.24

 6.00±0.00

 7.00±0.00

 7.30±4.51

 8.13±4.05

 8.90±5.02

11.33±7.23

 9.47±4.67

 7.86±4.23

 7.00±6.63

 8.30±4.28

 7.80±4.15

 9.13±4.35

 7.85±2.26

6.75±4.51

 9.05±3.81

 8.56±4.38

10.30±4.86

 0.61

 2.97*

 0.75

 0.70

 1.83

 0.85

2.90*

56.50±6.18

54.62±6.04

51.25±5.11

57.31±5.63

56.62±6.58

54.91±6.18

56.45±6.10

55.44±8.11

55.50±0.70

58.00±0.00

58.00±0.00

54.46±5.02

56.58±5.99

56.63±7.37

56.33±2.51

57.17±6.74

56.08±5.94

56.14±10.25

56.25±5.52

56.04±6.50

56.94±6.19

52.71±3.90

54.71±5.74

58.13±5.07

55.75±6.53

58.60±7.84

 0.83

 2.63

 0.11

 0.36

 0.88

 0.16

 3.09*

6.49±1.89

7.00±2.20

5.62±2.19

6.77±1.84

6.75±1.73

5.25±2.22

6.57±1.91

5.77±1.98

7.50±0.70

5.00±0.00

7.00±0.00

6.15±2.07

6.49±1.90

6.73±1.99

6.66±1.15

6.91±1.97

6.38±1.88

5.71±1.49

6.66±2.02

6.95±1.78

6.02±1.92

7.28±1.88

6.37±1.78

6.36±2.21

6.56±1.63

6.85±1.87

0.73

3.06*

0.87

0.23

1.39

2.16

0.54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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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형 간염과 관련된 특성에 따른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와의 차이

간염에 관한 지식은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인지도(t=-4.18, p<.001), 최근 

간수치 결과인지도(t=-2.60, p<.05), 가족들의 건강검진 결과인지도(F=7.08, 

p<.01), 교육 유무(t=2.97, p<.01), 교육 참여에의 의지(F=3.75, p<.05), 가족력

(F=3.14, p<.05), 가족들의 예방 접종 유무(F=11.16, p<.001), 병원 검진 실태

(F=17.74,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즉 가족이 건

강검진 결과를 정확히 알고 본인이 간수치 결과와 건강검진 결과를 정확히 

아는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교육 참여에의 의

지가 높은 경우, 가족들이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와 병원 검진을 규칙적으

로 받는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간염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염에 대한 건강신념은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인지도(t=-4.95, p<.001)와 

가족들의 건강검진 결과인지도(t=3.63, p<.05), 교육 유무(t=2.43, p<.05), 가족

들의 예방 접종 유무(F=5.85, p<.01), 병원 검진 실태(F=7.69,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즉 본인과 가족이 건강검진 결과를 정

확히 아는 경우와 교육받은 적이 있고 가족들이 예방 접종을 한 경우 그리

고 병원 검진을 규칙적으로 받는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건강신

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적 건강행위는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인지도(t=-3.25, p<.01)와 가족들

의 건강검진 결과인지도(F=6.88, p<.01), 교육 유무(t=2.41, p<.05), 가족들의 

예방 접종 유무(F=6.48,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본인과 가족이 건강검진 결과를 정확히 아는 경우와 교육을 받은 적이 있

고 가족들이 예방 접종을 한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예방적 건강

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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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B형 간염과 관련된 특성에 따른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와의관계

n=126

특  성 구    분
실수

(백분율)

지          식 건  강  신  념 예방적 건강행위

평 균±

표준편차
t or F

평 균±

표준편차
t or F 

평균 ±

표준편차
t or F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

인지도

보균자

인 것을

안 기간

최근 간  

수치결과

인지도

가족들의

건강검진

결과에 대

한 인지도

교육유.무

교육 

참여에의

의지

.간수치의 이상

 정도로만 알고

 있음

.간수치 이상뿐

 아니라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

 자인 줄 알고

 있음

.몇년이지 모름

. 1-5년

. 6-10년

.11-15년

.16년 이상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결과를 모름

.대충 알고 있음

.정확히알고있음

.유

.무

.꼭 참석하겠다

.가능한 참석하도

록 노력하겠다

.별로 참석하고

 싶지 않다

.관심이 없다

 22(17.46)

104(82.54)

 21(20.19)

 26(25.0)

 32(30.76)

 16(15.38)

  9(8.65)

 38(30.16)

 88(69.84)

 20(15.87)

 13(10.32)

 93(73.81)

 20(15.87)

106(84.13)

 39(30.95)

 56(44.44)

 28(22.22)

  3(2.38)

4.95±3.34

9.00±4.27

7.52±4.46

9.57±3.73

 8.68±4.16

10.18±5.03

9.88±4.04

9.81±4.89

7.64±4.02

5.20±4.27

7.69±3.42

9.05±4.27

10.9±4.15

7.81±4.28

8.30±4.20

7.51±4.29

10.32±4.27

4.00±4.00

-4.18***

1.20

-2.60*

7.08**

2.97**

3.75*

52.13±3.95

57.27±6.18

55.38±5.19

57.84±6.39

57.90±5.69

58.62±6.64

55.44±8.35

57.86±7.49

55.73±5.41

53.05±6.10

57.30±6.13

56.96±6.23

59.40±5.05

55.81±6.21

57.43±5.99

55.33±5.78

57.67±6.70

50.00±5.56

-4.95***

1.02

-1.58

3.63*

2.43*

2.48

5.36±1.86

6.76±1.83

6.76±1.48

7.03±1.77

6.75±1.98

6.56±1.86

6.44±2.45

6.60±2.21

6.48±1.78

5.20±1.82

6.23±1.87

6.84±1.82

7.45±1.57

6.34±1.92

6.79±1.88

6.25±2.02

6.78±1.77

5.66±0.57

-3.25**

0.25

-0.31

6.88**

2.41*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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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계속)

n=126

특  성 구    분
실수

(백분율)

지          식 건  강  신  념 예방적 건강행위

평 균±

표준편차
t or F

평 균±

표준편차
t or F 

평균 ±

표준편차
t or F 

가족력

가족들의

예방접종

유.무

병원검진

실태

.있다

.없다

.모르겠다

.했다

.안했다

.모르겠다

.규칙적으로

 받고 있음

.불규칙적으로

 받고 있음

.병원 검진

 받은적 없음

24(19.05)

85(67.46)

17(13.49)

90(71.43)

17(13.49)

19(15.08)

34(26.98)

61(48.41)

31(24.60)

10.25±3.96

7.94±4.51

7.35±3.79

9.21±4.14

7.88±4.22

4.36±3.60

10.70±4.09

8.63±3.75

5.00±4.00

3.14*

11.16***

17.74***

58.83±5.79

55.88±6.11

55.41±6.40

57.35±5.97

55.82±7.04

52.26±4.48

59.55±6.28

55.77±5.86

54.09±5.33

2.44

5.85**

7.69***

6.70±2.13

6.64±1.80

5.64±1.99

6.86±1.94

6.11±1.53

5.26±1.48

7.00±2.04

6.44±1.88

6.16±1.77

2.11

6.48**

1.68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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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1. 대상자의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

본 연구 대상자들의 B형 간염에 대한 지식의 평균 점수는 8.3점으로 동

일한 여건의 준거 집단이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총 20점 만점의 기준

으로 볼 때 대상자들의 B형 간염에 대한 지식점수는 대체로 낮다고 판단된

다.  이것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교육 정도가 고졸이 62.7%, 대졸이상이 

26.19%로 대체로 중, 상이지만 B형 간염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대

상자들이 전체의 84.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교육 없이 병원 검진 시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 후 의료인에 의해 단편적인 

주의사항이나 관리 방법에 대해 간단히 들은 정도의 지식이거나 자신의 필

요에 따라 궁금한 것을 의료인이나 매스컴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지식 정도에 대한 세부 항목 중에 전염 경로에 대한 역에서의 정답률

이 성교에 의해 전파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14.29%, 성 관계시 콘돔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12.7%, 수직 감염이 가능함

에 대해서는 27.78%, 혈액(오염된 주사기 또는 침)을 통해 전염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38.89%, 면도기나 칫솔을 같이 사용해도 전염된다고 알고 있

는 경우가 38.89%로 전파 경로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경우가 전체적

으로 50%도 안되게 나타났다.  이것은 일개 대학병원 건강검진 센터에서 

HBsAg 양성, Anti-HBsAb 음성으로 진단 받은 대상자 100명을 대상으로 B

형 간염 지식에 대해 알아본 정규철 등(1997)의 연구에서도 주사 바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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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파된다고 답한 사람이 57%, 수직 감염이 57%, 혈액에 의해 전파된다

고 답한 사람이 59%, 성교에 의해 전파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29%, 

칫솔, 면도기, 주사기, 손톱 깎기 등을 개인용으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고 알고 있는 사람이 66%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또

한 김맹희(1995)의 연구에서도 수직 감염 가능성에 대해 74%가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부부간 감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55%가 가능하다고 응답했

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볼 때 비록 지식을 측정한 시기가 차이가 나지

만 대상자들이 B형 간염 보균자이면서 연령이 평균 40대에 학력 분포도 고

졸 이상이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보아 지역 사회 내에 체계화된 교육에 노

출되어져 있지 않는 B형 간염 보균자들의 B형 간염의 전파 경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염 환자라도 몸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남에게 전

염시키지 않는다” 항목의 정답률이 50%이고, 김숙현(1989)의 연구에서 만성 

B형 간염으로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의 정답률이 55.9%인 점과 본 연구 대상자들의 예방적 건강행위 이행

에서 “내가 사용하는 칫솔이나 면도기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일이 없도

록 신경 쓰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 자주 또는 철저히 신경 쓰고 있다고 응

답한 대상자가 전체의 46.83% 밖에 안되게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에서 자

신이 보균자임을 모르는 대상자가 17.46%이고 정규철 등(1997)의 연구에서

도 자신이 보균자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33%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무증상 보균자인 경우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어 타인에게 전

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도를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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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보건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각 산업장마다 보건교육과 건강검진 결과 통보 후 사후 관리에 

대한 방법이 다르고 지역과 직종에 따라 지식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

역과 직종을 달리하여 대상자들의 지식 정도를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표

준화된 지식의 범주를 정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건강신념에 대한 문항별 구성 비율에서 “현재 나의 간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다른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에서 “그렇

다” 또는 “상당히 그렇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의 22.22%이며 “당신

의 건강검진 결과가 걱정이 됩니까?”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그렇다” 또는 

“상당히 그렇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전체의 50%로 낮은 것을 볼 수 있

다.  반면에 “나의 간 상태가 나빠질 경우 나의 장래 생활은 많은 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 또는 “상당히 그렇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의 80.95%인 것을 볼 때 본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의 

간 상태가 나빠졌을 경우 장래 생활에 미치는 심각성은 높게 우려하고 있

으면서도 만성 B형 간염이 미칠 수 있는 심각성과 민감성의 내용이 자신에

게 해당 될 수 있다고 지각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낮게 인지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장 간호사나 담당의사는 만성 B형 간염 및 보균 

상태가 미칠 수 있는 심각성과 민감성의 내용이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는 인식을 강조하여 건강행위 유발을 위한 자극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대상자들이 간염에 대한 지식점수가 낮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84.13%이지만 간염에 대해 지각된 유익성은 높게 그리고 장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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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정도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대상자들에게 좀 더 체계

화된 교육을 제공한다면 간염에 대한 더 긍정적인 건강신념을 가짐으로 바

람직한 건강행위 유발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것은 장애성

의 문항 중에서 질환관리를 위한 지식 부족의 항목에서 “그렇다” 또는 “상

당히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40.47%로 다른 장애도 항목에 비해 장애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산업장에 있는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의 

교육 상태나 건강신념의 정도로 확대 해석할 수 없으므로 차후에 직종이나 

지역 또는 교육을 시행한 산업장 내 대상자를 통해 비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간염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의 점수는 13점에서 65점 

범위에 대해 평균 35.14로 예방적 건강행위를 보통 정도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 B

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숙현(1989)의 연구에서 치료 이행 정도의 점

수 범위 31점에서 70점 중 평균 54.26인 것과 비슷하다.

각 문항별로 보면 병원 검진의 역에서 “간 기능 관리를 위해 규칙적으

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다”와 “지시 받은 대로  간 기능이나 초음파 검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의 항목에서“자주 하는 편이다”, “아주 잘 하고 있

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각각 16.66%, 16.67%로 상당히 낮음을 볼 수 있

다.  이는 B형 간염과 관련 된 특성에서 현재 병원 검진을 받고 있는 실태

에서 전체 대상자 126명중 규칙적으로 받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4명

(26.98%) 밖에 되지 않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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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건강 진단에서 발견 된 고혈압 및 간질환 유소견자의 건강 관리 실

태 조사에서 정해관 등(1992)은 간 질환 유소견자 42건 중 병.의원을 찾은 

경우가 6건(14.3%)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9건(21.4%)이라고 

했으며, 정규철 등(1997)의 연구에서도 B형 간염 보균자 100명중 6개월 혹

은 12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람은 56명(56%)이

었으며 복부초음파 검사는 39명(39%)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B형 간염 보균자의 예방적 건강행위 중 간 기능이 더 악화되거나 간암

이나 간경변 같은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인 병원 검진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규칙적 병원 검진률이 낮은 것은 이

들 대상자들이 대부분 무증상이므로 예방적인 건강행위에 대한 동기 결여

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규칙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에서 “현재 몸에 나쁜 증상이 별로 없어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요성을 잘 몰라서”, “간

이 더 악화 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순으로 응답한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생각을 뒷받침 해 주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지식의 세

부 문항 중 간 수치 이해 문항에서 “병세가 심하면 간수치도 높아지므로 

간수치가 정상이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와  “현재 간 수치가 정상

이고 몸에 이상이 없을 때에는 간경화, 간암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문항

에 대해 각각 정답률이 29.37%와 26.19%인 점을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자들

이 B형 간염에 대한 민감성과 심각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통 정도로 

지각하고 있으나 현재 무증상이고 간수치도 그다지 높지 않으므로 간 기능

의 악화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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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건강행위 중 유방 자가검진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윤옥희

(2001)의 연구에서는 “유방암에 걸릴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가 가

장 많았고 “잊어버려서” “자가검진을 알지 못해서”라고 나타났고, Kim et 

al. (1999)이 40-69세 159명의 한국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과 행위에 대해 알아 본 연구에서 자궁 세포진 검사를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자신에게 질병이나 증상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예방적 건강행위 이행에 대해서 대상자들에게 동기 부

여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고 본다.  특히 본 연구 대상자들이 보균자임을 

안 기간이 5년 미만은 25% 밖에 안되며 대부분 5년 이상이며 15년 이상도 

8.65%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이 성인기에 감염되었다기보다 수직 감

염의 확률이 높을 것으로 짐작하고 우리나라처럼 HBV 감염의 이환율이 높

은 지역에서 만성 B형 간염 보균 상태가 갖는 보건학적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보건교육 내용을 첨가하여 증상이 없어 예방적 건강행위에 대해 소홀

히 하는데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강조한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예방적 건강행위 중에서 약물 복용에 있어서 “의사의 처방 없

이 임의로 한약이나 기타 약물을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는 항목

에 “자주 또는 상당히 주의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28.57%로 나

타났다.

건강한 한국 성인 남성의 자가 약물 복용력에 따른 간 기능 장애 발생 

여부에 대해 연구한 배종면 등(1996)의 연구에서, 간 기능치 상승군에 있어 

간장제와 한약 복용은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으나, 스쿠알렌, 알로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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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조 식품 복용력은 ‘간 기능치 상승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고 하면

서 건강인 이라고 하더라도 ‘건강 보조 식품’의 임의 복용은 간 기능 장애

를 유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임승화(1995)는 간경변 환자와 가

족의 질병 경험에서 간경변 환자의 진단기 또는 전환기에 민간요법을 오용

한 약물 복용으로 간 기능이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 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몸이 좋지 않을 때 몸을 보신해야 한다는 관습

이 짙고 각종 건강에 관련 된 약물이 범람하고 있어 약물 오. 남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큰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간에는 해로운 약 하나

가 독이 될 수 있다(김정룡, 2000)는 인식을 보건교육에서 꼭 인식시켜야 

한다고 사료된다.

2. 간염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B형 간염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신념이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신념은 예방적 건강행위와 유의한 순 상관 관계를 나타내

었다.  그러나 지식이 높을수록 예방적 건강행위 이행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것은 지식이 건강행위 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된 

여러 연구(김숙현, 1989; 임숙희, 1984; 엄순자, 1998)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

여 주며 단순히 지식만으로는 건강행위 이행을 설명해 줄 수 없다고 한 연

구(정 란, 1995; 박선 , 2000; 최경옥, 서연옥, 1998; 김연미,1996)와는 동일

한 결과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처럼 선행 연구에서도 지식과 건강행위 이

행은 그 관계가 일관되게 밝혀지지 않아 단순히 지식만으로는 건강행위 이

행을 설명해 줄 수 없으므로 대상자에게 일방적인 지식 제공을 하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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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기대하는 교육 방식의 수정을 시사해 준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예방적 건강행위 내용 중 병원 검진에 

해당하는 2문항을 이행적 측면으로 축소하여 지식과의 상관 관계를 보았을 

때는 지식이 높은 대상자일수록 병원 검진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 후 병원검진 권고 이행을 한 대상자가 병원검

진을 통해 만성 B형 간염에 대한 정보에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신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간염에 관한 다른 정보를 더 얻도록 

자극하는 동기가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병원 검진은 만성 B형 간염 보균자들의 합병증 조기 발견의 차원

에서 예방적 건강 행위 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무증상의 대

상자들이 병원 검진을 규칙적으로 받음으로 건강 정보에 접할 기회가 많아

질 뿐 아니라 담당 의사나 간호사의 건강행위에 대한 권고로 건강행위 유

발에 대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건강신념이 높은 대상자일수록 예방적 건강행위와 병원 검진을 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신념의 하부 개념 중 민감성과 심각성은 

예방적 건강행위와 병원 검진과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고, 유익성이 높고 장애성이 낮은 대상자일수록 예방적 건강행위와 병원 검

진을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신념과 관련된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와 유사하거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데 남명희(1997)는 관

상동맥 질환자에게 있어 지각된 심각성과 유익성이 높고 지각된 장애성이 

낮을수록 운동 및 식이요법 이행이 높았다고 했다.  또한 김장락 등(1997)

은 이행에 있어 건강신념 변수로 유의한 변수들로 고혈압 의심자 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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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치료는 간단한지에 대한 생각을, 확정 고혈압자 군에서는 고혈압은 

잘 치료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공히 치료에 대한 장애 요인이 가장 중요

하다고 했고, 김경례(1989)는 B형 간염 환자의 역할행위에 가장 향력이 

큰 변수는 지각된 유익성이라고 했다.  김강미자의 연구(1992)에서는 심각

성을 높이 지각할수록 예방적 건강행위 이행을 잘하 고, 건강신념 모형이 

적용된 많은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Janz & Backer, 1984)에 따르

면 인지된 장애가 건강 관련 행태의 가장 강력한 결정 요인이라고 했다.  

또한 지각된 장애성은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 여성 근로자, 간호사 등을 대

상으로 실시 된 선행 연구에서도 건강증진 생활양식 변화의 향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오복자, 1995; 윤순녕과 김정희, 1999; 박현정, 2001)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내 무증상의 만성 B형 간염 보균자

의 보건교육 시 대상자들에게 만성 B형 간염 및 보균의 심각성과 민감성을 

강조하는 일회적인 겁주기보다 예방적 건강행위 이행 시 유익성을 강조하

고 장애도를 낮추어 주는 방향으로 전체적 교육의 방향이 모색되어져야 하

며 만성 B형 간염의 관리방법이나 중요성에 대한 지식이 없어 간염에 대한 

심각성조차 지각할 수 없는 대상자들에게는 만성 B형 간염이 갖는 보건학

적 의의에 기초한 심각성과 민감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건강행위 유발에 대

한 동기 부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지각된 심각성과 민감성이 보통 이

상이지만 예방적 건강행위 이행이 잘 안 되는 대상자에게는 행동계기를 위

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행동계기(cue to action)에 대해 Becker(1974)는 구체적 건강 관련 행위가 

일어나도록 하는 내외적 자극으로 내적 자극에는 증상, 외적 자극에는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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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충고, 신문, 잡지, 그림, 선전, 가족이나 친구가 질병에 걸린 경우가 

있다고 했으며 김일환 등(2001)의 연구에서는 의사의 적극적 개입 및 권고

가, 최철훈(2000)의 연구에서는 편지를 이용한 추가적 검진 권고가 대상자

들의 건강행위 유발에 대한 행동계기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김장락 등(1997)의 연구에서는 고혈압 의심자 군에서는 친지 중 고혈압 

또는 중풍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확정 고혈압자 군에서는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의 경험 유무가 행동계기 변수로 나타났다. 

만성 B형 간염 및 보균자들에게는 예방적 건강행위 이행에 대한 일회적

인 행동계기가 아니라 평생을 통해 예방적 건강행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동계기 변수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차후 만성 B형 간염 보균

자들의 지속적 행동계기를 유발하기 위한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 본다.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 받고 처음 보건 교육을 할 때 대상자들의 건강행

위 유발에 대한 일차적인 행동계기 변수로는 대상자들의 간염에 대한 지각

된 심각성과 민감성을 높여 만성 B형 간염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의 중요

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인데 이를 위한 교육 방법으로 보건 교육의 

서두에 만성 B형 간염이 갖는 보건학적 의의에 기초한 내용과 사례로 구성

된 비디오 테이프를 짧게 시청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것

은 보건 교육자에 따라 만성 간염에 대한 심각성과 민감성을 언급하는 강

도와 내용이 다를 수 있어 대상자의 건강신념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

으므로 동일한 내용과 강도로 표준화된 교육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교

육 매체로서 비디오는 보건 교육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정서적으로 



- 44 -

어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최

은진과 문병윤, 2001)

3. B형 간염과 관련된 특성에 따른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와의 차이

본 연구에서 본인이 건강 검진 결과와 본인의 간수치에 대해 정확히 알

고 있을수록 간염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 이행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정확한 결과의 통보가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행

위에 대한 동기 유발을 하게 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건강 

진단 결과의 통보가 서면을 통한 단순한 판정 결과의 통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질병에 대한 교육과 유소견자 개인에 대한 실질적인 건강 관리 상담

이 따라야만 한다고 본다.

또한 가족들이 건강 검진 결과에 대해 정확히 알수록 대상자의 지식, 건

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가족의 지지가 대상자들에 건강행위에 대한 지속적 행동계기를 유발시키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애경(1998)의 연구에서는 관상동맥 질환자 교육 

시 가족이 참여하는 실험군이 통제 군에 비해 가족지지 정도와 자가간호 

수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김연미(1996)의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의 자

가 간호 행위 이행에 가장 많이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의 지지를 들

고 있으며 김숙현(1989)은 B형 간염 환자가 인지하는 가족지지 정도가 높

을수록 치료 이행 정도가 높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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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 내 B형 간염 보균자들이 대체로 남성이 많은 것을 볼 때 이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올바르게 통보 받았다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계

속적인 건강행위를 해야 됨에 대해 망각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을 고려

하여 산업간호사가 계속적 행동계기를 유발시키게 하는 자원으로서 가족을 

포함시키는 보건교육을 한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가족을 보건교

육에 함께 참여시키거나 여건이 안되면 건강검진 결과를 서면이나 전화로 

가족에게도 산업간호사가 통보하는 방법과 같이 가족을 어떤 방법으로 참

여시킬 지에 대한 것은 산업장 여건에 따라서 고려하며 차후 이에 대해 더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업장 내에서 만성 B형 간염 보균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검진 결과 통보 시에 산업간호사는 개별 상담을 통해 대상자들

에게 정확한 결과를 통보하여 대상자들이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올

바른 인지력을 갖게 하고 차후 보건교육 시 보건교육의 서두에 우리나라 

만성 B형 간염이 갖는 보건학적 의의에 초점을 두어 대상자로 하여금 만성 

B형 간염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과 민감성을 높여 건강행위 유발을 위한 일

차적 행동계기(cue)를 만들어 주는데 이때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내용과 강

도로 보건교육의 효과를 전하기 위해 만성 B형 간염이 갖는 보건학적 의의

에 기초한 내용과 사례로 구성된 비디오 테이프를 짧게 보여 주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보건교육 내용은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실행 할 수 있는 행동적 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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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하고 앞서 말한 만성 B형 간염의 심각성을 강조한 일회적인 겁주기 

보다 예방적 건강행위시의 유익성에 초점을 두면서 행위의 장애성을 낮추

어 주는 방향으로 전체적 교육의 흐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차후에 대상자들이 지속적인 건강행위 유발을 하게 하기 위한 행동계기

(cue) 변수로는 앞서 논의한 내용 중 가족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과 정기

적 병원 검진 시 예방적 건강행위에 대한 의사의 권고, 병원 검진 후 산업

간호사가 개별적으로 대상자의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병원 방문 날짜 

등을 확인하여 문서로 보관한 후 병원 방문 날짜 전에 확인시켜주는 것들

을 들 수 있다.  또한 직장을 옮길 경우에는 추적이 힘들어지므로 건강 진

단 기록 체계가 전산화되어 각 근로자 개인의 건강 진단 결과가 연도별로 

보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건강 기록이 같이 이송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정해관 등, 1992)

간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호중재 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다면 본 연구는 만성 B형 간염 및 보균이 갖는 보건학적 중

요성에 대해 지역사회 내 보건 인력인 산업간호사가 매년 시행되는 직장 

건강검진 후 B형 간염 보균자로 판명된 대상자에게 사후 관리를 해 주기 

위한 보건교육 내용의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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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A. 결 론

본 연구는 직장 건강검진을 통해 B형 간염 보균자로 판정되어진 근로자

를 대상으로 이들의 B형 간염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 이

행 정도를 파악한 후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 만성 B형 간염 보균

자의 교육 및 관리를 위한 내용과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4개 중소도시 제조업을 하는 9개 산업장에서 직장 건강검

진 결과 B형 간염 보균자로 판정되어진 근로자 126명이었고 자료 수집 기

간은 2002년 4월 19일에서 5월 7일까지 다.

연구 도구는 김숙현(1989)이 개발한 도구를 엄순자(1998)가 수정 보완한 

것을 토대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B형 간염에 대한 지식(Cronbach α=.83)

과 예방적 건강행위 측정도구(Cronbach α=.85), 최 희(1983)가 개발한 도구

를 김경례(1989)가 수정 보완한 것을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한 건강신념 측

정 도구(Cronbach α=.73)를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실수와 백분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을 사용하

여 분석하 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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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의 간염에 대한 지식 정도는 총 20점 중 평균 8.30으로 낮게 

나타났고 전염 경로와 간 수치의 이해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

다.  건강 신념은 16점에서 80점 범위에 대해 평균 56.38로 B형 간염

에 대해 보통 정도의 건강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민감성, 심각성, 장

애성은 보통으로 유익성은 비교적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적 건강행위는 13점에서 65점 범위에 대해 평균 35.14로 B형 간

염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를 보통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병원 검진과 건강 정보 획득 노력에 

대한 항목이었다.

2.  B형 간염에 대한 지식 정도와 건강신념과의 관계는 중 정도의 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3, p<.001)  건강신념은 예방적 

건강행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순 상관관계를 보 고(r=.22, 

p<.01) 건강신념의 하부 개념 중 유익성(r=.30, p<.001)과 장애성(r=.27, 

p<.01)만이 예방적 건강행위와 약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B형 간염에 대한 지식과 병원 검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순 상관관계(r=.3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신념과 병

원 검진은 중 정도의 순 상관관계(r=.40, p<.001)를 보 고 건강신념의 

하부 개념 중 유익성(r=.23, p<.05)과 장애성(r=.52, p<.001)이 병원 검

진과 약한 그리고 중 정도의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간염에 대한 지식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식 점수가 높으며(F=2.97,    

p<.05), 평균 월수입에서는 250만원 이상인 경우가 100-150만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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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지식 점수가 높으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2.90,  

p<.05)  건강신념은 평균 월수입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F=3.09, p<.05)  예방적 건강행위는 연령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는데 (F=3.06, p<.05) 30-39세가 예방적 건강행위를 가장 

잘 하고 50-60세가 예방적 건강행위를 가장 잘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족이 건강검진 결과를 정확히 알고(F=7.08, p<.01) 본인이 간수치 결

과(t=-2.60, p<.05)와 건강검진 결과를 정확히 아는 경우(t=-4.18, p<.001),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t=2.97, p<.01) 교육 참여에의 의지가 높고

(F=3.75, p<.05) 가족력이 있고(F=3.14, p<.05) 가족들이 예방 접종을 받

은 경우(F=11.16, p<.001), 병원 검진을 규칙적으로 받는 경우(F=17.74, 

p<.001)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간염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t=-4.95, p<.001)과 가족(t=3.63, p<.05)이 건강검진 결과를 정확히 

알고 교육받은 적이 있고(t=2.43, p<.05) 가족들이 예방 접종을 받은 경

우(F=5.85, p<.01)와 병원 검진을 규칙적으로 받는 경우(F=7.69, p<.001)

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간염에 대한 건강신념이 높게 나타났다.  

    본인(t=-3.25, p<.01)과 가족(F=6.88, p<.01)이 건강검진 결과를 정확히 

아는 경우와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t=2.41, p<.05) 가족들이 예방 접종

을 한 경우(F=6.48, p<.01)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예방적 건강행위

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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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  언

1) 우리나라 산업장 내 B형 간염 보균자들의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

강행위에 대해 일반화하기 위해 지역과 직종을 달리하여 반복 연구하

여 비교함이 필요하다.

 2) 산업간호사들이 동일한 보건교육의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장 내 

표준화된 만성 B형 간염 보균자를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3) 논의에서 언급한 보건교육 도입 시 건강행위에 대한 동기유발을 목적

으로 사용될 비디오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4) 산업장 여건에 따라 상담이나 교육 유형별로 대상자들에게 정보를 제

공한 뒤 효과를 측정해 보는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5)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의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를 객관적

으로 사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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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간염 지식에 대한 문항별 구성 비율                   

n=126

구  분 번호 내         용
정 답
실 수 

(백분율)

오   답
실수(백분율)

아 마 도 
그 런 것 
같다

모르
겠다

오 답

전반적
개  요

1
우리나라가 간경변증, 간암의 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
다

43
(34.13)

68
(53.97)

12
(9.52)

3
(2.38)

2
급성 B형 간염이 만성 B형 간염보다 더 위
험하다

34
(26.98)

35
(27.78)

27
(21.43)

30
(23.81)

3
만성 B형 간염은 치료하면 빠른 시일 내에 
완치될 수 있다

82
(65.08)

23
(18.25)

15
(11.90)

6
(4.76)

4
간은 이상이 생기면 몸에 이상이 바로 나
타나므로 몸에 이상이 없으면 크게 염려하
지 않아도 된다

79
(62.70)

25
(19.84)

17
(13.49)

5
(3.97)

5
간염 환자라도 몸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남에게 전염시키지 않는다

63
(50.0)

30
(23.81)

19
(15.08)

14
(11.11)

전 염 
경 로

1
B형 간염은 성행위를 통하여도 전염될 수 
있다

18
(14.29)

27
(21.43)

32
(25.40)

49
(38.89)

2
임산부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일 때 
아이에게 전염될 수 있다

35
(27.78)

57
(45.24)

16
(12.70)

18
(14.29)

3 B형 간염은 식기나 음식물로 전염된다
45

(35.71)
40

(31.75)
24

(19.05)
17

(13.49)

4
B형 간염은 면도기나 칫솔을 같이 사용해
도  전염될 수 있다

49
(38.89)

39
(30.95)

16
(12.70)

22
(17.46)

5
B형 간염은 주로 혈액(오염된 주사기 또는 
침)을 통해 전염된다

49
(38.89)

43
(34.13)

20
(15.87)

14
(11.11)

6
배우자중 한 사람이 B형 간염일 때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16
(12.70)

17
(13.49)

36
(28.57)

57
(45.24)

간수치
이  해

1
병세가 심하면 간수치도 높아지므로 간수
치가 정상이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37
(29.37)

59
(46.83)

17
(13.49)

13
(10.32)

2
현재 간수치가 정상이고 몸에 이상이 없을
때는 간경화, 간암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33
(26.19)

51
(40.48)

24
(19.05)

18
(14.29)

증  상 1
피로, 식욕저하, 소화불량, 구역질 같은 증
상은 간이 나빠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주
된 증상이다

45
(35.71)

67
(53.17)

10
(7.94)

4
(3.17)

관  리

1
B형 간염시 감기약이나 가벼운 진통제 등
은 임의로 복용해도 된다

51
(40.48)

41
(32.54)

25
(19.84)

9
(7.14)

2
술은 간에 독이므로 간염일 때 술은 피해
야 한다

88
(69.84)

34
(26.98)

2
(1.59)

2
(1.59)

3
혈액을 통한 간암, 간수치 검사, 초음파 검
사는 B형 간염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꼭 
검사해 보아야 하는 항목이다

73
(57.94)

44
(34.92)

8
(6.35)

1
(0.79)

4
B형 간염이나 보균 상태일 때 과로는 간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76
(60.32)

43
(34.13)

7
(5.56)

0

예 방 
접 종

1
식구 중 한 명이 간염에 걸린 경우 가족은 
꼭 검사를 해 보고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88
(69.84)

28
(22.22)

6
(4.76)

4
(3.17)

2
예방 접종은 현재 B형 간염에 걸린 사람 
외에는 모두 맞아야 한다

42
(33.33)

30
(23.81)

7
(5.56)

47
(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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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건강신념에 대한 문항별 구성 비율                           

n=126

구분 번호 내      용 평균±
표준편차

전혀 
아니다.  
실수

(백분율)

아니다
실  수  
(백분율)

그저 
그렇다. 
실  수 
(백분율)

그렇다
실  수 
(백분율)

상당히 
그렇다
실  수  
(백분율)

민

감

성

1

2

3

내가 B형 간염 보균자이므로 아
내나 자녀들도 B형 간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또래 사람에 비해 간
암이나 간경화에 걸릴 가능성
이 클 것 같다
현재 나의 간 상태가 더 악화
되거나 다른 합병증이 생길 가
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3.17±1.07

3.28±1.01

2.68±0.93

4/(3.17)

5
(3.97)

7
(5.56)

41
(32.54)

25
(19.84)

57
(45.24)

20
(15.87)

36
(28.57)

34
(26.98)

51
(40.48)

49
(38.89)

25
(19.84)

10
(7.94)

11
(8.73)

3
(2.38)

심

각

성

1

2

3

4

B형 간염은 우리나라에서 심각
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간 상태가 나빠질 경우 
나의 장래 생활은 많은 향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의 건강 검진 결과(간기능 
수치 이상 및 B형 간염 바이러
스 보균)가 걱정이 됩니까?
B형 간염이나 B형 바이러스 보
균 상태는 간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
각한다

3.46±0.93

3.93±0.82

3.31±0.97

3.57±0.95

4
(3.17)
1

(0.79)

7
(5.56)

2
(1.59)

13
(10.32)

9
(7.14)

17
(13.49)

17
(13.49)

43
(34.13)

14
(11.11)

39
(30.95)

32
(25.40)

52
(41.27)

75
(59.52)

55
(43.65)

57
(45.24)

14
(11.11)

27
(21.43)

8
(6.35)

18
(14.29)

유

익

성

1

2

3

4

B형 간염이나 B형 간염 바이
러스 보균 상태일 때 과로를 
피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간 
상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게 해 
줄 것이다
B형 간염이나 B형 간염 바이
러스 보균 상태일 때 병원 진
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면 간 상
태가 악화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B형 간염이나 B형 간염 바이
러스 보균 상태일 때 술을 삼
가는 것은 간기능에 상당히 도
움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B형 간염을 줄이 
위해 B형 간염 예방접종 시행
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06±0.66

4.00±0.70

4.15±0.75

4.30±0.58

1
(0.79)

0
(0.0)

1
(0.79)

0
(0.0)

2
(1.59)

7
(5.56)

4
(3.17)

0
(0.0)

12
(9.52)

10
(7.94)

9
(7.14)

8
(6.35)

84
(66.67)

84
(66.67)

72
(57.14)

71
(56.35)

27
(21.43)

25
(19.84)

40
(31.75)

47
(37.30)

장

애

성

1

2

3

4

5

당신은 가정생활, 사회생활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현재 간 상태를 생각해 
볼 때 사회생활 때문에 술을 
끊는 것은 그래도 어렵다고 생
각하십니까?
나는 B형 간염과 간 질환에 대
한 관리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어
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몸에 별 이상이 없
기 때문에 굳이 정기적으로 병
원에 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
다

3.53±0.95

3.40±1.08

2.88±0.99

3.01±1.02

3.57±0.98

17
(13.49)

19
(15.08)

7
(5.56)
8

(6.35)

19
(15.08)

56
(44.44)

51
(40.48)

28
(22.22)

38
(30.16)

58
(46.03)

31
(24.60)

19
(15.08)

40
(31.75)

33
(26.19)

27
(21.43)

21
(16.67)

36
(28.57)

45
(35.71)

42
(33.33)

20
(15.87)

1
(0.79)

1
(0.79)

6
(4.76)
5

(3.97)

2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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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예방적 건강행위에 대한 문항별 구성 비율

n=126

구  분 번호 내      용

특별히하

고있지않

다(주의,노

력,신경)

실   수

(백분율)

조금하는

편이다 

(주의,   

노력,신경)

실   수

(백분율) 

보통으로

하는편이

다(주의,

노력,신경)

실   수

(백분율)

자주하는

편이다

(주의,  

노력,신경)

실   수

(백분율)

아주잘하
고 있다 
(상당히 
주의,노력
신경)
실   수
(백분율)

식  이

1

2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식사 시 마다 양소가 골고루 

든 음식을 먹고 있다

14

(11.11)

20

(15.87)

15

(11.90)

20

(15.87)

41

(32.54)

62

(49.21)

28

(22.22)

16

(12.70)

28

(22.22)

8

(6.35)

활동 및

안정

1

2

피곤을 느끼지 않게 하루 중 적

당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다

33

(26.19)

25

(19.84)

29

(23.02)

30

(23.81)

48

(38.10)

49

(38.89)

11

(8.73)

13

(10.32)

5

(3.97)

9

(7.14)

병원검진

1

2

간 기능 관리를 위해 규칙적으

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

지시 받은 대로 간 기능이나 초음

파 검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57

(45.24)

61

(48.41)

27

(21.43)

29

(23.02)

21

(16.67)

15

(11.90)

9

(7.14)

13

(10.32)

12

(9.52)

8

(6.35)

약물복용 1

의사의 처방 없이 내 임의로 한

약이나 기타 약물을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34

(26.98)

29

(23.02)

27

(21.43)

13

(10.32)

23

(18.25)

금    주 1 술은 삼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14

(11.11)

38

(30.16)

24

(19.05)

17

(13.49)

33

(26.19)

건강정보

획득노력

1

2

간 질환에 대해서 책자나 매스

컴 등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노

력하고 있다

건강 검진(간기능) 결과에 대해 

의사나 간호사에게 궁금한 것을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47

(37.30)

31

(24.60)

34

(26.98)

43

(34.13)

27

(21.43)

29

(23.02)

12

(9.52)

14

(11.11)

6

(4.76)

9

(7.14)

위    생

1

2

손을 항상 깨끗이 씻고 있다

자신과 가족의 위생 환경을 청

결히 하고 있다

13

(10.32)

9

(7.14)

31

(24.60)

31

(24.60)

38

(30.16)

33

(26.19)

25

(19.84)

36

(28.57)

19

(15.08)

17

(13.49)

전파예방 1

내가 사용하는 칫솔이나 면도 

기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일

이 없도록 신경 쓰고 있다

18

(14.29)

33

(26.19)

16

(12.70)

24

(19.05)

35

(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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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 대학원에서 간호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

생입니다.  귀하의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배부하오니, 

현재 귀하가 알고 계시는 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기명으로 작성하시게 되며, 이 설문지 

결과로 어떠한 개인적인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대상자들의 지식, 건

강신념 등을 참고하여 오직 연구와 교육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번거롭더라도 빠진 문항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 4월 연세대학교 교육 대학원  박 미 정

※작성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건강관리실로 갖다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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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에 ∨표 또는 기입해 주십시오.

1. 성    별 :  ①남자(    )  ②여자(    )

2. 나    이 :  만(      )세

3. 결혼상태 :  ①기혼(  )  ②미혼(  )  ③이혼(  )  ④사별(  )   ⑤별거(  )

4. 교육정도 : ①무학(  )  ②초졸(  )  ③중졸(  )  ④고졸(  )  ⑤대졸(  )  

              ⑥대학원졸(   )

5. 생산구분 :  ①사무직(   )  ②생산직(   )

6. 근속년수 :  (       )년   

7. 평균 월수입 :  ①50-100만원(  )  ②100-150만원(  )  ③150-200만원(  )

                 ④200-250만원(  ) ⑤250만원 이상(   )

8. 당신의 건강검진(간 기능) 결과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① 간수치가 약간 높은 정도로만 알고,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것은          

몰랐다(    ) 

   ② 예전에는 간수치가 높았지만 현재는 수치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B형 간    

염 바이러스 보균자라고 생각지 않았다(    )

   ③ 간수치는 약간 높거나 정상이며, 현재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 있   

는 것(보균자)을 알고 있었다(    )

   ④ 기타 (자세히:                     )

※잠깐! 9번은 8번 문항에 ③번을 답한 분”만 기입해 주십시오. 

9. 간염이나 보균자인 것을 안 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① (     )년        ② 몇 년인지 잘 모르겠다(    ) 

10. 최근에 검사한 당신의 간수치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① 예 (   )→ 예라면 그 수치는 얼마입니까? 혈청지오티(  ) 지피티(   )

    ② 아니오 (     )

11. 가족이나 친지 중에 간 질환자가  ①있다(  )  ②없다(  )  ③모르겠다(  )

            있다면 누구?  병명? (누구:         )  (병명:           ) 

            (※병명 : 예)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변. 간암. 간염보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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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족들은 당신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① 건강검진 결과를 잘 모른다(   ) 

    ②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인 것은 모르고 간수치가 약간 높은 것으로만 안다(   )

    ③ 예전에는 간수치가 약간 높았지만, 현재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고, B형 간염 바

이러스 보균자인 줄은 모른다(   ) 

    ④ 간수치가 약간 높거나 정상이며,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인 것을 알고 있다(   )

    ⑤ 기타(자세히:                   )  

13. 가족들은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했습니까?

     ①했다(   )       ②안했다(    )      ③모르겠다(    )

14. B형 간염이나 보균상태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예 (    )       ②아니오(    )    

15. 당신은 간 질환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①인터넷(   )   ②병원 의사,간호사(   )    ③건강관리실 의사,간호사(   )

     ④신문, 잡지, TV, 홍보용 책자, 팜플렛(   )   ⑤서점에 출판된 책자(   )

     ⑥다른 간 질환자나 그의 가족(   )   

16. 당신은 술을 마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예”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

     ①일주일에 (     )회

     ②한 달 에 (     )회

17. 건강관리실에서 B형 간염에 대한 교육이 있다면 참석하시겠습니까 ?

     ① 꼭 참석하겠다(    )   ② 가능한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

     ③ 별로 참석하고 싶지 않다(    )   ④ 관심이 없다(    )

18. 간염 치료와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병원 검진의 필요성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   )       2)아니오 (   )

      “예”라면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①회사 건강관리실의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

        ②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

        ③대중 매체(신문, 잡지, TV, 라디오)(    )     ④인터넷(    )   

        ⑤가족, 친지, 이웃(   )      ⑥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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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직장 건강검진 결과를 통지 받고 간 기능 검사를 위해 한 번이라도 병원

    에가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잠깐! 19번에 “예”라고 답한 분만 기입해 주십시오. 

20. 현재 병원 검진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① 규칙적으로 의사가 지정해 준 날에 꼭 검진 받고 있다(    )

      → 얼마에 몇 번 : (         에     번)    예) 6개월에 1번

    ② 불규칙적으로 가끔 한번씩 검진 받는 편이다(    )

    ③ 회사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 받고 병원검진을 권유할 때만 가는 정도이다(    )

21. 병원진료를 한번도 받지 않았거나 불규칙적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를 1-2개 표시해 주십시오)

     ①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요성을 잘 몰라서(   )

     ② 간이 더 악화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

     ③ 검진 받는 것에 대해 쉽게 잊어버려서(   )

     ④ 좋지 않는 병이 발견될까 봐 두려워서(   )

     ⑤ 귀찮아서(   )   ⑥ 바빠서(    )

     ⑦ 현재 몸에 나쁜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

     ⑧ 근무시간으로 인해 병원 가기가 힘이 들어서(   )

     ⑨ 병원이용절차가 복잡하거나 검진을 위한 시간이 많이 걸려서(   )

     ⑩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

     ⑪ 기타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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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B형 간염에 대한 내용입니다.  “묻거나 책자를 참고하지 마시고 현재 

  알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해당란에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내              용
 확실히 

 그렇다

 아마도

 그런것 

 같다

아니다 모르겠다

1
 우리나라에서 간경변증,간암의 원인은 B형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2  B형간염은 성행위를 통하여도 전염될 수 있다

3
 병세가 심하면 간수치도 높아지므로 간수치가

 정상이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4
 B형간염시 감기약이나 가벼운 진통제 등은 

 임의로 복용해도 된다

5
 피로, 식욕저하, 소화불량, 구역질 같은 증상은 

 간이 나빠졌을때 나타날 수 있는 주된 증상이다 

6
 현재 간수치가 정상이고 몸에 이상이 없을 때는

 간경화, 간암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7
 급성 B형 간염이 만성 B형간염보다 더 위험하

다

8
 만성 B형 간염은 치료하면 빠른 시일내에 

 완치될 수 있다

9
 임산부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일 때 

 아이에게 전염될 수 있다

10
 식구 중 한 명이 간염에 걸린 경우 가족은 꼭

 검사를 해보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11  술은 간에 독이므로 간염일때 술은 피해야 한다 

12

 간은 이상이 생기면 몸에 이상이 바로 

 나타나므로 몸에 이상이 없으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13
 간염환자라도 몸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남에게 전염시키지 않는다

14  B형 간염은 식기나 음식물로 전염된다

15
 예방접종은 현재 B형 간염에 걸린 사람 외에는

 모두 맞아야 한다

16

 혈액을 통한 간암, 간수치검사, 초음파검사는 

 B형 간염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꼭 검사해 

 보아야 하는 항목이다

17
 B형 간염은 면도기나 칫솔을 같이 사용해도  

 전염될 수 있다

18
 B형 간염이나 보균상태일 때 과로는 간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19
 B형 간염은 주로 혈액(오염된 주사기 또는 침)

을 통해 전염된다

20
 배우자 중 한 사람이 B형 간염일 때 성 관계시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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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B형 간염에 대한 현재 당신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을 듯한 

것 에 답하지 마시고 현재 당신의 생각 과 가장 잘 일치하는 란에 ∨표해 주십시오.

1. B형 간염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상태일 때 과로를 피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간 상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게 해 줄 것이다 

    ①전혀 아니다(  ) ②아니다(  ) ③그저 그렇다(  ) ④그렇다(  ) ⑤상당히 그렇다(  )  

2. B형 간염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상태일 때 병원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면 간 상  

태가 악화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전혀 아니다(  ) ②아니다(  ) ③그저 그렇다(  ) ④그렇다(  ) ⑤상당히 그렇다(  )  

3. B형 간염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①전혀 아니다(  ) ②아니다(  ) ③그저 그렇다(  ) ④그렇다(  ) ⑤상당히 그렇다(  )  

4. 나의 간 상태가 나빠질 경우 나의 장래 생활은 많은 향을 받게 될 것이다

    ①전혀 아니다(  ) ②아니다(  ) ③그저 그렇다(  ) ④그렇다(  ) ⑤상당히 그렇다(  )  

5. 당신은 가정생활, 사회생활로 인해 병원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아니다(  ) ②아니다(  ) ③그저 그렇다(  ) ④그렇다(  ) ⑤상당히 그렇다(  )  

6. 당신의 현재 간 상태를 생각해 볼 때 사회생활 때문에 술을 끊는 것은 그래도 어렵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아니다(  ) ②아니다(  ) ③그저 그렇다(  ) ④그렇다(  ) ⑤상당히 그렇다(  )  

7. 내가 B형 간염 보균자이므로 아내나 자녀들도 B형 간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한다      

    ①전혀 아니다(  ) ②아니다(  ) ③그저 그렇다(  ) ④그렇다(  ) ⑤상당히 그렇다(  )  

8. 나는 B형 간염과 간 질환에 대한 관리 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 

    ①전혀 아니다(  ) ②아니다(  ) ③그저 그렇다(  ) ④그렇다(  ) ⑤상당히 그렇다(  )  

9. B형 간염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상태일 때 술을 삼가는 것은 간 기능에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다

    ①전혀 아니다(  ) ②아니다(  ) ③그저 그렇다(  ) ④그렇다(  ) ⑤상당히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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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나는 내 또래 사람에 비해 간암이나 간경화에 걸릴 가능성이 클 것 같다 

    ①전혀 아니다(  ) ②아니다(  ) ③그저 그렇다(  ) ④그렇다(  ) ⑤상당히 그렇다(  )  

11. 직장생활과 가정생활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아니다(  ) ②아니다(  ) ③그저 그렇다(  ) ④그렇다(  ) ⑤상당히 그렇다(  )  

12. 당신의 건강검진 결과(간기능 수치 이상 및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가 걱정이 됩니까?

    ①전혀 아니다(  ) ②아니다(  ) ③그저 그렇다(  ) ④그렇다(  ) ⑤상당히 그렇다(  )  

13. B형 간염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상태는 간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무서운 질  

병이라고 생각한다

    ①전혀 아니다(  ) ②아니다(  ) ③그저 그렇다(  ) ④그렇다(  ) ⑤상당히 그렇다(  )  

14. 우리나라에서 B형 간염을 줄이기 위해 B형 간염 예방 접종 시행은 꼭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①전혀 아니다(  ) ②아니다(  ) ③그저 그렇다(  ) ④그렇다(  ) ⑤상당히 그렇다(  )  

15. 현재 나의 간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다른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전혀 아니다(  ) ②아니다(  ) ③그저 그렇다(  ) ④그렇다(  ) ⑤상당히 그렇다(  )  

16. 나는 지금 몸에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다

    ①전혀 아니다(  ) ②아니다(  ) ③그저 그렇다(  ) ④그렇다(  ) ⑤상당히 그렇다(  ) 

 

※다음은 당신이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 받고 주의할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일상 생활에

서 수행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 )란에∨표 해주십시오.

1.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①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  )  ②조금 하는 편이다(  )  ③보통으로 하는 편이다(  )   

     ④자주 하는 편이다(  )        ⑤아주 잘 하고 있다(  )

2. 식사시마다 양소가 골고루 든 음식을 먹고 있다.

   ①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  )  ②조금 하는 편이다(  )  ③보통으로 하는 편이다(  )   

     ④자주 하는 편이다(  )        ⑤아주 잘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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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곤을 느끼지 않게 하루 중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

   ①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  )  ②조금 하는 편이다(  )  ③보통으로 하는 편이다(  )   

     ④자주 하는 편이다(  )        ⑤아주 잘 하고 있다(  )

4.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다.

   ①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  )  ②조금 하는 편이다(  )  ③보통으로 하는 편이다(  )   

     ④자주 하는 편이다(  )        ⑤아주 잘 하고 있다(  )

5. 간 기능 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다

   ①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  )  ②조금 하는 편이다(  )   ③보통으로 하는 편이다(   )  

     ④자주 하는 편이다(  )       ⑤아주 잘 하고 있다(  )

6. 지시 받은 대로 간 기능이나 초음파검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①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  )   ②조금 하는 편이다(  )   ③보통으로 하는 편이다(  )  

     ④자주 하는 편이다(  )        ⑤아주 잘 하고 있다(  )

7. 의사의 처방 없이 내 임의로 한약이나 기타약물을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①특별히 주의하고 있지 않다(   )   ②조금 주의하는 편이다(   )   

   ③보통으로 주의하는 편이다(   )    ④자주 주의하는 편이다(   )    

   ⑤상당히 주의하는 편이다(   )

8. 술은 삼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①특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   )   ②조금 노력하는 편이다(   )

   ③보통으로 노력하는 편이다(   )    ④자주 노력하는 편이다(   )  

   ⑤상당히 노력하는 편이다(   )

9. 간 질환에 대해서 책자나 매스컴 등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①특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   )   ②조금 노력하는 편이다(   )    

   ③보통으로 노력하는 편이다(   )    ④자주 하는 편이다(   )     

   ⑤상당히 노력하는 편이다(   )

10. 손을 항상 깨끗이 씻고 있다

    ①특별히 신경 쓰고 있지 않다(   )   ②조금 신경 쓰는 편이다(   )  

    ③보통으로 신경 쓰는 편이다(   )    ④자주 신경 쓰는 편이다(   )     

    ⑤상당히 신경 쓰는 편이다(  )



- 69 -

11. 자신과 가족의 위생환경을 청결히 하고 있다

    ①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  )  ②조금 하는 편이다(  )  ③보통으로 하는 편이다(  )  

④자주 하는 편이다(  )        ⑤아주 잘 하고 있다(  )

12. 건강검진(간 기능) 결과에 대해 의사나 간호사에게 궁금한 것을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①특별히 노력하고 있지  (   )   ②조금 노력하는 편이다(   )    

    ③보통으로 노력하는 편이다(   ) ④자주 노력하는 편이다(   )     

    ⑤상당히 노력하는 편이다(   )

13. 내가 사용하는 칫솔이나 면도기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쓰고 있다.

    ①특별히 신경 쓰고 있지 않다(   )   ②조금 신경 쓰는 편이다(   )  

    ③보통으로 신경 쓰는 편이다(   )    ④자주 신경 쓰는 편이다(  )     

    ⑤상당히 신경 쓰는 편이다(   )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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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nowledge, health belief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on 

hepatitis in hepatitis B carriers.

Park, Mi ju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ang, kyu sook)

The major cause of death in Korean 40s is a chronic liver disease. And 

about 60 to 75% of the chronic liver disease is related with chronic hepatitis 

B. Since an asymptomatic chronic hepatitis B carrier has the possibility to 

advance into chronic hepatitis, liver cirrhosis, hepatoma without any specific 

symptoms, therefore from the point of national health view, the preventive 

health behavior carried out by chronic hepatitis B patients and carriers is very 

important.  

This bore the need of the importance of effective health education given to 

the community that has problems practicing the track management. Therefore, 

workers who diagnosed as a hepatitis B carrier from a work check up were 

selected for being analyzed their knowledge, health belief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on hepatitis B to know correlation among them. The purpose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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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s to obtain basic data for searching details and directions about how to 

educate and manage the subjects by applying the result.  

The subject group of this study was 126 people who diagnosed as a hepatitis 

B carrier chosen from 9 manufacturing companies in 4 small and mid-sized 

cities. The period of survey time was from April 19 to May 7, 2002.

The measuring instrument of knowledge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on 

hepatitis B was Kim, Sook-hyuns instrument(1989) revised and complemented 

on the basis of Um, Soon-ja(1998) and of health belief was Choi, Young-hees 

instrument(1983) revised and complemented on the basis of Kim, 

Kyoung-rhe(1989).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frequency, percentage,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average score of the knowledge on hepatitis of the subject was low 

(8.30) from the total score (20) and the questionnary on understanding of 

transmission route and liver numerical value hit the lowest score. The 

awareness of advantage seemed relatively high according to the averaged 

(56.38 with the range of 16 to 80 points) health belief and also by 

averagely shown susceptibility, severity and barrier. Averaged (35.14 with 

the range of 13 to 65 points) preventive health behavior showed moderate 

practice carried on it. However, the concerns on regular check up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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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aining health information placed the lowest score.

2. Middle level correlation was shown between knowledge on hepatitis B and 

health belief. (r=.63, p<.001) Statistically comparable weak level correlation 

was shown between health belief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r=.22, 

p<.01) From the subordinate concept of health belief, only advantage 

(r=.30, p<.001) and barrier (r=.27, p<.01) showed weak level correlation 

with preventive health behavior.  Statistically comparable weak level 

correlation was shown between the knowledge on hepatitis B and check 

ups. (r=.38, p<.001) Between health belief and check ups, middle level 

correlation was shown. (r=.40, p<.001) Advantage (r=.23, p<.05) and 

barrier (r=.52, p<.001), health belief subordinate concept, showed weak and 

middle level correlation with check ups.

3. Older age groups showed higher knowledge marks about hepatitis. (F=2.97, 

p<0.5) By comparing average monthly wage, the case of earning 2.5 

million won hit higher knowledge marks and statistically comparable with 

that of 1 to 1.5 million won. (F=2.90, p<.05) Health belief only showed 

difference statistically in the case of comparing monthly wages. (F=3.09, 

p<.05) On the contrary, preventive health behavior only showed 

comparable difference in each age group. (F=3.06, p<.05) The age group 

from 30 to 39 carries out preventive health behavior best and age 50 to 

60 does wo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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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ses like a person who has family knowing well about the check up 

result (F=7.08, p<.01), a person knows well about the result of both liver 

numerical value(-2.60, p<.05) and check up (t=-4.18, p<.001), a person 

who has been educated (t=2.97, p<.01), a person who has a strong will to 

participate education (F=3.75, p<.05), a person who has family history 

(F=3.14, p<.05), a person who has family with vaccinated condition 

(F=11.16, p<.001), a person who has a regular check up (F=17.74, 

p<.001) had higher knowledge about hepatitis. Cases like a person 

(t=-4.95, p<.001) and his family (t=3.63, p<.05) know well about the 

check up result and being educated (t=2.43, p<.05), a person who has 

family with vaccinated condition (F=5.85, p<.01) and a person who has a 

regular check up (F=7.69, p<.001) showed strong health belief. Cases like 

a person (t=-3.25, p<.01) and his family (F=6.88, p<.01) know well about 

the check up result and being educated (t=2.41, p<.05), a person who has 

family with vaccinated condition (F=6.48, p<.01) carried out better 

preventive health behavior.

In conclusion, at the time of educating hepatitis B carriers, focusing the 

advantages of preventive health behavior and get rid of barriers is advisable for 

the future. And the family of carriers can take a part as a cue-to-action 

variable. More researches to be needed and compared with various areas and 

vocational groups for properly applying this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