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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residents’ experience of public health education on smoking, 

drinking, and nutrition and their perceptions of health and happiness, thereby providing data for improving the levels of residents’ 

perceptions of health and happiness through the expansion of public health education. 

Methods : This study used 2017 data on the health of local communities in Gyeongsangnam-do. SPSS (version 25.0) was em-

ploy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A t-test and an analysis of variance were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 levels of local resi-

dents’ perceptions of health and happiness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whether or not they had received public 

health education on smoking, drinking, and nutrition.   

Results : Those who resided in a city, were younger, earned money, had high educational background, and had high income level 

had much experience on smoking, drinking, and nutrition education. Those who lived in a county, were males, were younger, had 

a high level of education, earned money, and had high income level felt a high level of subjective happiness. Residents who had 

experienced smoking, drinking, and nutrition education had a high level of subjective perception of general health and oral health. 

The subjects’ experience of public health educ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ir levels of perception of their health and 

happiness. 

Conclusion : Education on smoking, drinking, and nutrition for local residents does not merely provide them with  knowledge 

but also it is conductive to improving their quality of life. Therefore, more opportunities for a larger number of people to receive 

public health education on diverse topics should be given to increase their levels of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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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는 소득수준 향상과 의학의 발달 등으

로 건강에 대한 인식수준이 변화되고 있다(Kim 등, 

2010). 급격한 경제성장과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양극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건강과 관련된 보건

의료분야의 양극화는 심화되어지고 있다(Jung & Lee, 

2015).

2017년 발표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동향보

고서에서는 만성질환 부분의 사회요인별 격차를 분석

한 결과 지역, 소득간의 격차가 악화되고 있으며, 건강

식생활, 비만, 영구치우식경험,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

력이 여성에서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었다(KHPI, 

2017). 

여러 요인들로 인한 건강형평성의 격차는 개인의 건

강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

과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2012; Lee 

등, 2012). 심화되어지는 건강격차를 줄이고 건강형평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HP)에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이를 평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시 건강

격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

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7; KHPI, 

2018). 

이러한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산광역

시에서는 2010년 “건강마을 만들기”사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35개 동에 마을건강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

다. 센터에서는 건강 상담 및 측정, 만성질환자 관리,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마을의 건강지표를 관

리하고 낮은 지표를 개선하고 있다(Busan Metropolitan 

City, 2018; Jang 등, 2017). 건강프로그램 운영에서 보

건교육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강

생활 실천률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Park 등, 2010). 

개인에게 있어 건강인식수준은 단순히 건강에서 머

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건강인식수준이 긍정적인 사

람은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즉, 행복감이 높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Seo & Baek, 2013; Yoon 등, 2017).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보건교육을 받은 경우 인식수준이 향상되고 건강 실천

률 또한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Kim, 2018; An & 

Park, 2016)

흡연예방프로그램에서 금연교육 실시로 흡연을 막

고, 금연을 유도하였으며(An & Park, 2016; Ha & Choi, 

2012), 절주교육을 통하여 대상자들의 지식수준을 높여 

인식을 개선하고 태도 변화를 유도하였다(Park & Choi, 

2015). 또한 식품안전·영양교육프로그램에서 교육 전후

를 비교하였을 때 지식과 실천률 향상 뿐 만 아니라 

건강신념의 변화를 가져왔다(Choi 등, 2016). 이는 단순

히 보건교육을 통하여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수준과 인식의 향상으로 보건의료분

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문항 중 금

연교육, 음주교육, 영양교육 경험에 따른 건강인식의 차

이를 비교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보건교육의 

확대를 통한 주관적 건강인식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자료는 2008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지역보건법 제 4조 및 시행령 2조)

자료 중 2017년 경상남도 20개 시, 군 지역을 기존 연

구에서 군 지역과 시 지역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감안

하여 10개 시 지역(거제시, 김해시, 마산시, 양시, 사

천시, 양산시, 진주시, 진해시, 창원시, 통영시)과 10개 

군 지역(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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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으로 나눠서 자료

를 활용하여 미 응답 부분을 제외하고 시 지역 8,120

명, 군 지역 6,616명 총 14,730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문항은 일반적 특성 7문항(지역, 성별, 연령, 경제활

동 유무, 최종학력, 혼인상태, 가구소득)과 교육경험 유

무 3문항(금연교육, 음주교육, 영양교육), 주관적 건강

인식수준과 경남지역 선택문항인 주관적 행복감을 활

용하였다. 보건교육 경험 유무에서는 예 –1, 아니오 –0

로 하였고, 주관적 건강인식수준은 본인 스스로가 인

지하는 건강수준으로 기존 값에서 역 치환하여 매우 

좋다 5점, 좋다 4점, 보통 3점, 나쁘다 2점, 매우 나쁘

다 1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수준이 좋은 것

으로 해석하였다. 주관적 행복감 즉, 삶의 질 측정을 

위해 단일문항 행복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건강, 

재정, 관계, 가정, 업무, 학업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

여 최근의 삶에 대한 평균적 만족감을 고려하여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최근 귀하의 삶에 (대체로) 어느 정

도 만족합니까?”에서 매우불만족 1점, 매우만족 10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

다.

3. 분석방법

IBM SPSS statistics ver.25.0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

성에 따른 교육유무와 교육경험에 따른 이환인식수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교육경험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수준과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t-검정

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후 사후검증은 Duncan

을 이용하였으며, 보건교육과 건강인식, 행복감과의 관

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지역은 

시 지역 55.1 %, 군 지역 44.9 %로 시 지역이 많았고, 

성별은 남자 46.3 %, 여자 53.7 %로 여자가 많았으며, 

연령은 50대 23.6 %로 가장 많았고 40대 19.6 %, 60대 

19.5 % 순이었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rea
City 8,120 55.1

Country 6,616 44.9

Gender 
Male 6,817 46.3

Female 7,919 53.7

Age (yr)

20-29 1,475 10.0

30-39 1,958 13.3

40-49 2,892 19.6

50-59 3,478 23.6

60-69 2,867 19.5

≥70 2,066 14.0

Economic activity 
Yes 10,062 68.3

No 4,674 31.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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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여부에서는 예가 68.3 %, 아니오 31.7 %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최종학력은 고등학교졸업

이 33.4 %로 가장 많았고 대학졸업이상 21.7 %, 초등

학교 졸업이하 19.3 % 순이었다.

혼인상태는 기혼에 배우자가 있음이 70.9 %로 가장 

많았고, 기혼 배우자 없음이 14.5 %로 가장 작았으며,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 18.1 %로 가장 많았고 

200-300미만 18.0 %, 200-400미만과 500이상 17.2 % 순

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교육 경험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교육 경험률은 

Table 2와 같다. 금연교육 경험률에서는  지역은 성별

은 남자 18.8 %, 여자 13.5 %로 남자가 높았고(p<.001), 

연령에서는 20대가 26.0 %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0.4 

%, 30대 19.9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p<.001). 경제활동 여부에서는 예가 17.5 %, 아니오 

12.7 %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높았고(p<.001), 최종

학력에서는 대학졸업이상에서 21.9 %로 가장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다(p<.001). 혼인상태에서는 미혼

에서 22.3 %로 가장 높았고, 기혼 배우자 없음에서 9.1 

%가장 낮았으며, 가구소득에서는 400-500미만에서 

24.6 %로 가장 높았고, 500이상 22.0 %, 300-400미만 

17.4 %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p<.001).

음주교육 경험률에서는 지역은 시 지역 12.1 %, 군 

지역 9.6 %로 시 지역에서 높았고(p<.001), 성별에서는 

남자 14.9 %, 여자 7.7 %로 남자에서 높았다(p<.001). 

연령에서는 20대 23.0 %로 가장 높았고 30대 15.8 %, 

40대 13.0 %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으며(p<.001), 경

제활동 유무에서는 예가 12.1 %, 아니오가 8.7 %로 경

제활동을 하는 경우 높았다(p<.001). 최종학력에서는 

대학졸업이상 18.9 %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졸업 15.5 

%, 고등학교 졸업 10.2 %로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으

며(p<.001), 혼인상태에서는 미혼 19.6 %로 가장 높았

고 기혼 배우자 없음이 5.2 %로 가장 낮았다(p<.001). 

기구소득에서는 500만원 이상에서 16.6 %로 가장 높았

고 400-500미만 16.4 %, 300-400미만 12.5 %순으로 소

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p<.001).

영양교육 경험률은 성별에서는 남자 2.8 %, 여자 6.4 

%로 여자에서 높았고(p<.001), 연령에서는 20대 5.5 %

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5.4 %, 40대 5.1 %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p=.046). 최종학력에서는 

전문대 졸업이 6.4 %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졸업이상에

서 6.1 %, 초등학교졸업 4.3 %순이었으며(p<.001), 가

구소득수준에서는 500만원 이상이 6.2 %로 가장 많았

고, 400-500미만 5.7 %, 300-400미만 4.4 %순으로 소득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Education

≤Elementary 2,844 19.3

Middle 1,845 12.5

High 4,929 33.4

College 1,920 13.1

≥College 3,198 21.7

Marital status

Married (spouse) 10,452 70.9

Married (without spouse) 2,137 14.5

Single 2,147 14.6

Income (10,000 KRW) 

<100 2,669 18.1

100-199 2,521 17.1

200-299 2,653 18.0

300-399 2,536 17.2

400-499 1,827 12.4

≥500 2,530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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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을수록 교육 경험률이 높았다(p<.0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Smoking education Drinking education Nutrition education

Area

City 1,314(16.2) 986(12.1) 373(4.6)

Country 1,042(15.7) 638(9.6) 320(4.8)

χ2(p) .508(.484) 23.228(.000) .481(.506)

Gender 

Male 1,285(18.8) 1,013(14.9) 190(2.8)

Female 1,071(13.5) 611(7.7) 503(6.4)

χ2(p) 77.351(.000) 190.680(.000) 103.869(.000)

Age (yr)

20-29 383(26.0) 339(23.0) 81(5.5)

30-39 389(19.9) 309(15.8) 105(5.4)

40-49 590(20.4) 377(13.0) 147(5.1)

50-59 529(15.2) 329(9.5) 165(4.7)

60-69 302(10.5) 201(7.0) 110(3.8)

≥70 163(7.9) 69(3.3) 85(4.1)

χ2(p) 333.9146(.000) 452.428(.000) 11.290(.046)

Economic activity 

Yes 1,761(17.5) 1,217(12.1) 492(4.9)

No 595(12.7) 407(8.7) 201(4.3)

χ2(p) 54.096(.000) 37.342(.000) 2.473(.123)

Education

≤Elementary 218(7.7) 119(4.2) 123(4.3)

Middle 213(11.5) 101(5.5) 67(3.6)

High 820(16.6) 501(10.2) 187(3.8)

College 404(21.0) 298(15.5) 122(6.4)

≥College 701(21.9) 605(18.9) 194(6.1)

χ2(p) 295.612(.000) 440.165(.000) 39.667(.000)

Marital status

Married (spouse) 1,682(16.1) 1,096(10.5) 501(4.8)

Married (without spouse) 195(9.1) 112(5.2) 101(4.7)

Single 479(22.3) 416(19.6) 91(4.2)

χ2(p) 138.913(.000) 228.689(.000) 1.227(.542)

Income (10,000 KRW) 

<100 185(6.9) 111(4.2) 113(4.2)

100-199 295(11.7) 184(7.3) 95(3.8)

200-299 429(16.2) 292(11.0) 111(4.2)

300-399 440(17.4) 318(12.5) 112(4.4)

400-499 450(24.6) 300(16.4) 105(5.7)

≥500 557(22.0) 419(16.6) 157(6.2)

χ2(p) 371.070(.000) 303.258(.000) 25.474(.000)  

Table 2. Education experience rate of local residen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지수는 Table 3과 같다. 지

역에서는 시 지역 6.95점, 군 지역 7.03점으로 군 지역

이 높았고(p=.007), 성별에서는 남자 7.03점, 여자 6.95

점으로 남자에서 높았다(p=.003).

연령에서는 30대 7.19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 7.15

점, 40대 7.11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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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경제활동여부에서는 예가 7.08점, 아니오가 

6.78점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주관적 행복감이 높

았다(p<.001)

최종학력에서는 대학졸업이상 7.43점으로 가장 높았

고 전문대졸업 7.18점 고등학교졸업 6.97점 순으로 학

력이 높을수록 높았으며(p<.001), 혼인상태에서는 기혼 

배우자 있음 7.13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혼 배우자 없

음 6.41점으로 가장 낮았다(p<.001). 가구소득에서는 

500만원 이상에서 7.45점으로 가장 높았고, 400-500미

만 7.34점, 300-400미만 7.14점 순으로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다(p<.0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bjective happiness t/F p

Area
City 6.95±1.69 -2.739 .007

Country 7.03±1.85

Gender 
Male 7.03±1.77 2.947 .003

Female 6.95±1.75

Age (yr)

20-29 7.15±1.63c 29.661 .000

30-39 7.19±1.58c

40-49 7.11±1.68c

50-59 6.99±1.78b

60-69 6.89±1.81b

≥70 6.63±1.96a

Economic activity 
Yes 7.08±1.69 9.512 .000

No 6.78±1.88

Education

≤Elementary 6.51±1.94a 118.836 .000

Middle 6.78±1.82b

High 6.97±1.75c

College 7.18±1.58d

≥College 7.43±1.55e

Marital status

Married (spouse) 7.13±1.70c 154.664 .000

Married (without spouse) 6.41±1.98a

Single 6.87±1.71b

Income 

(10,000 KRW) 

<100 6.45±2.03a 120.186 .000

100-199 6.70±1.80b

200-299 6.96±1.73c

300-399 7.14±1.60d

400-499 7.34±1.55e

≥500 7.45±1.53f

Table 3. Subjective happ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by t-test or One-way ANOVA

a,b,c,d,e,f denotes the same subgroup by Duncan test analysis

4. 지역주민들의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

수준

지역주민들의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

식수준은 Table 4와 같다. 주관적 건강인식수준은 금연

교육 유무에서 예가 3.37점, 아니오가 3.15점으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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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는 경우 높았고(p<.001), 음주예방교육 유무

는 예가 3.41점, 아니오가 3.16점으로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주관적 건강인식수준이 높았다(p<.0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bjective health

Smoking education
Yes 3.37±0.83

No 3.15±0.88

t(p) 10.807(.000)

Drinking education
Yes 3.41±0.81

No 3.16±0.88

t(p) 10.935(.000)

Nutrition education
Yes 3.23±0.86

No 3.19±0.87

t(p) 1.424(.154)

Table 4. Subjective health recognition by education experience

5. 지역주민들의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지역주민들의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은 Table 5와 같다. 금연교육 유무에서는 예가 7.15점, 

아니오가 6.95점으로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높았고

(p<.001), 음주예방교육 유무에서는 예가 7.17점, 아니

오가 6.96점으로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높았으며

(p<.001), 영양교육상담여부에서는 예가 7.16점, 아니오

가 6.98점으로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다(p=.007).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bjective happiness t p

Smoking education
Yes 7.15±1.74 4.930 .000

No 6.95±1.76

Drinking education
Yes 7.17±1.75 4.361 .000

No 6.96±1.76

Nutrition education
Yes 7.16±1.66 2.690 .007

No 6.98±1.77

Table 5. Subjective happiness according to education experience

6. 보건교육(금연, 음주, 영양)경험유무, 주관적 건강인

식수준, 행복감의 관련성

지역주민들의 보건교육(금연, 음주, 영양)교육경험 

유무와 주관적 인식수준, 행복감의 관련성은 Table 6과 

같다. 주관적 건강인식수준과 금연교육경험, 음주교육

경험, 행복감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금연교육경

험과 음주교육경험, 영양교육경험, 행복감에서도 양의 

상관관보였다. 음주교육경험과 영양교육경험, 행복감에

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영양교육경험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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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감은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5). 

Characteristics 1 2 3 4 5

1. Subjective Health 1

2. Smoking education .089*** 1

3. Drinking education .090*** .428*** 1

4. Nutrition education .012 .105*** .082*** 1

5. Subjective happiness .317*** .041*** .036*** .022* 1

Table 6. Correlation of health education status, subjective health awareness level and happiness

***p<.001, **p<.01, *p<.05

Ⅳ. 고 찰 

경제성장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소득수준과 사회적 위치 등에 따

라서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Kim, 2012). 이로 인

하여 건강에 대한 인식수준이 저하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중심으로 의료필요 수준을 

파악하여 지역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건강수준 향상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Kim 등, 2016). 현

재 보건소를 중심으로 흡연,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Jang 등, 2017). 

현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교육경험이 주관적 건강인식과 행복감과

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보건교육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

로 삼고자 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교육, 음주교육, 영양교육의 

경험률은 시 지역거주, 남자,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활

동을 하고 있는 경우, 미혼, 소득수준과 학력수준이 높

을수록 경험률이 높았다. 그러나 현재 금연교육은 온

라인, 오프라인 강의 등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으나 오프라인 강의는 주로 보건소의 사업들과 연계되

어 청소년 또는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

양한 연령대로 분포되지 못하고 있다(Kim 등, 2016). 

또한 음주교육의 경우에도 여러 보건교육 중 중요도가 

질병예방과 관리에서 암, 관절염, 뇌졸중, 부인과 질환 

다음으로 요구도가 높았으며, 연령, 학력, 직업 등을 

고려하여 보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Moon 

등, 2004). 본 연구결과와 같이 소득과 학력이 낮고 연

령이 높은 경우에 교육 경험률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의 확대 및 상시교육, 온라인 오

프라인 등의 다양한 교육매체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은 군 지역과 남자에서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낮았으며,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고, 경제활동을 하며, 기혼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

관적 행복감이 높았다. 이는 Kim 등(2014)의 연구에서

는 여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취업을 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삶의 질이 높았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자,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

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아(Chang & Kim, 2016) 본 

연구에서 행복감이 높은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지역주민의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은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행복감이 높았다. 이는 당뇨병 

관리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

활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비율이 높았고 스트레스와 

우울이 낮아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Lee & Kim, 2018). 이러한 교육

경험들은 지식수준의 향상 뿐 만 아니라 주관적 건강

인식수준 개선과 함께 주관적 삶의 질 향상에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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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건교육 

경험과 주관적 건강인식, 행복감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인 유의성은 있었으나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상관관계를 제외한 분석결과에서는 보건교육 경

험이 있는 경우 주관적 인식수준이 높고, 행복감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서는 보건교육의 질적 양적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유추하면 보건교육 경험률은 

금연교육 약 16 %, 음주교육 약 14 %, 영양교육 약 5 

%밖에 되지 않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보건교

육들이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건강프로그램 등에

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대상자

가 한정적인 것 또한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보건교육의 내용적 다양성과 함께 교육매체 개발을 

통한 교육방법에 대한 다양성도 함께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차 자료인 2017년 경남 지역사회건강조

사 자료만을 활용하여 흡연, 음주, 영양에 대한 교육경

험만을 물어 전체 보건교육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상관분석의 결과를 미루어보았을 때 보건교육경험과 

주관적 건강인식, 행복감의 관련성을 주장하기에는 미

흡한 부분이 있어 다년간의 연속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교육과 주관적인식개

선, 행복감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주관적 건강인식과 행복감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개인

위생, 정신보건, 성교육 영역 등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

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2017년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지역사회건

강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육경험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수준과 주관적 행복감을 분석하

여, 보건교육의 기회확대를 통한 건강에 대한 인식개

선과 행복감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금연교육, 음주교육, 영양교육에 대한 경험률은 모두 

시 지역에 거주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을 하

고, 학력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높았다. 

주관적 행복감은 군 지역에 거주하고, 남자, 연령이 

낮고, 최종학력이 높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행복감이 높았다. 

주관적 건강인식과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에서는 금

연, 음주, 영양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모두 인식수준이 

높았다. 또한 금연, 음주, 영양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

육들은 단순한 지식습득에서 그치지 않고 주관적 건강

인식수준과 행복감과도 관련성이 있기에 지역과 연령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보건교육의 장이 마련된다면 

지역주민의 주관적 건강인식수준의 개선과 함께 행복

감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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