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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식행동 정도를 살펴보고,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수집된 304명의 자료를 SPSS 18로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식행동의 평균 평점은 2.72점이었

다. 식행동과 건강관심도 및 식생활 태도와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영양지식과는 유의한 상관관

계가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건강관심도, 지각된 건강상태, 운동, 식생활 태도와 

거주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대학생의 식행동에 대해 24.4%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 중에서 건강관심도가 가

장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 향후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식행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가진 학생들을 중심으로 건강관심도를 강화한 실질적인 중재 방안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영양지식, 식생활 태도, 식행동, 건강관심도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the level of dietary behavior and investigate 

factors that influence dietary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urvey 

including 304 students in D city.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18. The average score of 

the subject’s dietary behavior was 2.72. In the correlation of dietary behavior,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health concern and dietary attitude, and there was no correlation with 

nutrition knowledge. Models including the variables, health concern, perceived health status, exercise, 

dietary attitude and residential type explained 24.4% of the variance for dietary behavior. Health 

concern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 practical intervention program which includes these 

significant variables of subjects is essential to improve of good dietary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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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

혈관질환으로 이들 3개 질환이 총 사망의 48%를 차지

하며[1], 이러한 질환은 식이 섭취와 관련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2]. 어떠한 형태의 식사를 얼마만큼 먹었

는지 등의 식행동이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2], 특

히 성인 초기의 부적절한 식생활 태도와 식행동은 만성

질환과 관련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여 건강상의 문제

를 일으킬 수 있다[2,3]. 따라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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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올바르고 균형

잡힌 식행동이 중요하다[4].

식행동은 식품의 구입, 가공, 조리, 섭취와 같은 식생

활 전반의 모든 행위로 식행동의 특성에 의해 음식물의 

섭취가 좌우되고, 이를 통해 영양, 성장발달 및 건강상태

가 결정된다[5,6]. 이러한 식행동은 일생을 통해 인간의 

행동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양에 대한 지식과 인

식에 따른 태도 및 건강관심도 등의 여러 복합요인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5,6]. 대학생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변수로도 영양에 대한 지식, 식생활 태도 및 건

강관심도 등으로 나타났다. 즉 영양에 대한 지식이 높을

수록 긍정적인 식생활 태도와 식행동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7-9].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질병에 

대한 지식과 건강신념을 포함한 태도 및 건강행위는 질

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10],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또한 건강지식이 건강행

위의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적인 방법이 모색되

어 내면적 동기화가 이루어진다면, 지식이 높을수록 건강

행위 이행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11]. 즉 대상자

의 영양지식이 규칙적인 식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

화에 영향을 미친다면, 영양지식이 높을수록 식행동 수행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건강관심도가 높을수

록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을 선택하고, 건강관심도가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유제품을 더 많이 섭취하는 반면에 

면류, 즉석 조리식품, 음료수는 덜 섭취하는 등 건강한 식

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접어드는 대학생 시기의 식

습관은 성인기 중반 이후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3]. 대학생 시기에는 고등학생 때

에 비해 거주형태가 다양하고, 학업, 아르바이트, 기타 

활동 등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일정을 조정하게 되면서 

식품이나 음식 선택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고, 본인만

의 새로운 식행동이 형성될 수도 있다[5]. 현재 많은 대

학생들의 식행동을 보면, 아침결식과 불규칙한 식사, 패

스트푸드와 편의식품 등의 과다섭취, 잦은 외식 및 야

식, 과다한 음주 등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식행동의 문

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

특히, 간호대학생은 다른 전공의 학생들에 비해 과중

한 학습량, 임상실습의 수행, 간호사 국가고시 등에 대

한 부담감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러

한 환경은 충분한 수면 부족과 아침결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14]. 또한 졸업 후 간호사가 되어서도 교대

근무라는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하루 두끼 위주의 식생

활, 아침결식, 불규칙한 식사시간, 잦은 간식섭취 등의 

불건강한 식행동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 즉 간호

대학생 시기에 건강하고 올바른 식행동을 형성하지 못

한다면, 간호사가 된 이후의 식행동 교정은 더욱 어렵

다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의 식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영양지식[8,9,14-16], 건강관심도[9,12], 식

이 자기효능감[9,16,17], 건강관련 요인[15], 식생활 태

도[8,15], 식습관[8,16], 식행동[9,16,17]에 관한 연구

가 소수 이루어진 상태이며, 대상자의 식생활 태도, 식

습관 및 식행동에 대한 용어와 측정 도구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대부분 식행동에 관한 내용이었다. 또한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영양지

식과 식생활 태도를 함께 분석한 연구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영양 지식의 습득이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식행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태도 또한 

중요하므로[10], 영양지식과 식생활 태도의 변수를 모

두 포함하여 식행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따

라서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식행동을 실천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영양과 관련된 지식과 태도 및 행위를 파

악하고, 궁극적인 목적인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식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영양지식, 식생활 태도, 

건강관심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의 식행동 향상을 위

한 중재 방안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지식, 건강관심

도, 식생활 태도와 식행동 정도를 파악하고, 식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D 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 간호

학과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 중 설문의 목적을 이해하

고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330명을 편의 표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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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목적 이외

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자료수집 

과정에서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연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 설문응답 시간은 평균 

10∼15분 정도이었고, 조사 후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

상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간단한 선물을 제공하였다. 대

상자 수는 G 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효과

크기 .15, 예측변수 18개 일 때 213명이 최소 표본 수

로 산출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충족하였다. 그 중 

부적절한 응답자 26명을 제외한 총 304명을 최종 분석

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9

월 7일에서 9월 29일까지 이었다. 

2.3 연구도구

1) 영양지식 

대학생의 영양지식은 An[1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영양소 체내 역할 4문항, 급원식품 4문항, 

대학생과 관련된 영양문제 6문항, 다이어트 3문항, 위

생과 안전 3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

항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로 응답하도

록 하여 맞는 답은 1점과 틀린 답과 모르겠다는 각각 

0점을 주어 점수를 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양지

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An[18]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는 .7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2이었다.

2) 건강관심도

대학생의 건강관심도에 관한 태도와 생활습관을 측정

하기 위하여 Kim[19]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영양보충제 복용경험, 규칙적인 운동, 체중감량 관심도, 음

식 선택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최소 14점부터 최대 70점이고 점

수가 높을수록 건강관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19]

의 연구에서는 영양관심도 Cronbach’s α는 .81, 다이어

트 관심도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이었다.

3) 식생활 태도

대상자의 식생활 태도는 Oh[20]가 개발한 도구를 사

용하였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함에 있어서 영양의 역할 

1문항, 질병치료에 있어서 식품의 중요성 1문항, 건강을 

위해 식생활 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1문항과 방법 

1문항, 적합한 식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1문항으

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척도로 최소 5점부터 

최대 2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식생활 태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6이었다. 

4) 식행동

식행동은 Kim, Shin과 Moon[21]이 개발하고 Oh[20]

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식사의 규칙성, 적정

량 섭취, 식품군별 식품의 섭취, 아침결식 여부, 편식여

부, 짜고 단음식 섭취,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섭취 등으

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운동(1문항)과 음주(1문항)에 대한 항목은 일반적인 특

성 중 건강행위 문항과 중복되어 이를 제외한 총 18문항

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최소 18점부터 최대 90점이

고 점수가 높을수록 식행동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였

다. Kim, Shin과 Moon[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7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영양

지식, 건강관심도, 식생활 태도와 식행동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식행동 정도와의 

차이는 t-tse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

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영양지식, 건강관심도, 식생활 태도와 식행

동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영양지

식, 건강관심도, 식생활 태도와 식행동 간의 상관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구하였다.

• 대상자의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단변량 분

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들을 투입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식행동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여학생이 257명(84.5%)으로 남학생이 47명(15.5%)보

다 많았고, 연령은 19세가 이하가 111명(36.5%)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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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다. 학년은 1학년 97명(31.9%), 2학년 85명

(28.0%), 3학년 55명(18.1%), 4학년 67명(22.0%) 이었

고, 거주형태는 자택이 243명(79.9%) 이었다. 학업성

적은 중이 244명(80.3%), 경제수준은 중이 266명

(87.5%)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생활 만족도는 보통이 

206명(67.8%), 만족이 78명(25.7%), 불만족이 20명

(6.6%)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음이 168

명(55.3%)이었고, 건강관심 유무에서는 있는 군이 230

명(75.7%) 이었다. 운동은 하는 군이 128명(42.1%), 안 

하는 군이 176명(57.9%)이었고, 수면시간이 하루 6시

간 이하가 151명(49.7%), 6.1-8시간이 148명(48.7%)

이었다. 음주는 마시는 군이 244명(80.3%), 안 마시는 

군이 60명(19.7%) 이었고, 흡연은 하지 않는 군이 292

명(96.1%), 하는 군이 12명(3.9%)이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식행동의 차이는 Table 1과 같

이 성별(t=2.092, p=.037), 거주형태(t=2.101, p=.036), 

학업성적(F=3.635, p=.028), 학교생활 만족도(F=3.783, 

p=.024), 지각된 건강상태(F=14.281, p<.001), 건강관

심 유무(t=2.966, p=.003), 운동 유무(t=5.401, 

p<.001)와 흡연 정도(F=4.197, p=.016)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택에서 거주하

는 군이 자취, 하숙,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군에 비해, 

학업성적이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학교생활 만족

도가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보다 더 바람직한 식행

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은 군과 보통인 군이 나쁜 군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

심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 운동을 하는 군이 안하

는 군에 비해, 흡연을 안하거나 매일 9개피 이하를 피

우는 군이 10개피 이상을 피우는 군에 비해 보다 바람

직한 식행동을 수행하였다. 

3.2 대상자의 영양지식, 식생활 태도, 건강관심도, 식

행동 정도

대상자의 영양지식, 식생활 태도, 건강관심도 및 식

행동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영양지식은 15.93점(총 

20점)이었고, 평균 평점은 0.79점이었다(총 1점). 하위

영역에서는 영양문제의 점수가 평균 평점 0.89점으로 

가장 높았고, 급원식품 0.86점, 영양소 역할 0.84점, 다

이어트 0.81점, 위생과 안전이 0.43점의 순이었다. 건

강관심도는 평균 평점이 2.93점(총 5점), 식생활 태도

는 3.89점(총 5점), 식행동은 2.72점(총 5점) 이었다.

3.3 대상자의 영양지식, 식생활 태도, 건강관심도, 식

행동 정도

대상자의 식행동과 영양지식, 건강관심도, 식생활 태

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식

행동은 건강관심도(r=0.380, p<.001)와 식생활 태도

(r=0.285, p<.001)와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

여주었다. 이는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식생활 태도가 

좋을수록 바람직한 식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식행동과 영양지식과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3.4 대상자의 식행동 예측요인

대상자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특성 중 식행동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거주형태, 학업성적, 학교생활 만족도, 지각된 건

강상태, 건강관심 유무, 운동 유무, 흡연 변수와 건강관

심도와 식생활 태도를 독립변수로 보고 단계적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와 공차한계,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를 검토한 결과 상관

관계는 r=-0.147∼0.214로 나타나 예측변수들이 독립적

이었다. 또한 Durbin-Watson 값이 1.718로 오차의 자

기상관(독립성)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는 0.709∼

0.956로 0.1 이상을 보였고, VIF 값은 1.022∼1.410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잔차의 특이값을 계산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은 0.000∼0.058로 1을 초과한 값은 없었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을 충족하여 회귀분석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

한 건강관심도, 지각된 건강상태, 운동 유무, 식생활 태도와 

거주형태를 포함한 모형은 간호대학생의 식행동에 대해 

24.4%(F=19.248, p<.001)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건강관

심도가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운동을 하

는 군일수록, 식생활 태도가 좋을수록, 자택에서 거주하는 

군일수록 식행동이 보다 바람직함을 예측할 수 있다. 

변수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표준화 계수를 비교한 결

과, 건강관심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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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Dietary Behavior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304)

Dietary

behavior t or F (p) Scheffe

n(%) M±SD

Gender Male 47 (15.5) 51.61±8.61 2.092 (.037)

Female 257 (84.5) 48.60±9.16

Age ≤19 111 (36.5) 50.39±9.54 1.993 (.115)

20 56 (18.4) 49.16±8.67

21 28 (19.1) 46.82±8.52

≥22 79 (26.0) 48.78±9.06

Grade 1st 97 (31.9) 50.20±9.60 1.532 (.206)

2nd 85 (28.0) 48.42±9.15

3rd 55 (18.1) 47.21±8.26

4th 67 (22.0) 49.76±8.96

Residential type Home 243 (79.9) 49.61±8.82 2.101 (.036)

Others(self-boarding,
Boarding house, dormitory) 61 (20.1) 46.88±10.03

Academic grade Higha) 28 ( 9.2) 51.42±1.72 3.635 (.028) a>c

Middleb) 244 (80.3) 49.27±9.16

Lowc) 32 (10.5) 45.40±8.05

Economic status High 16 ( 5.3) 52.75±8.82 1.426 (.242)

Middle 266 (87.5) 48.91±8.78

Low 22 ( 7.2) 48.27±12.74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Satisfieda) 78 (25.7) 51.35±9.81 3.783 (.024) a>c

Moderateb) 206 (67.8) 48.45±8.73

Dissatisfiedc) 20 ( 6.6) 46.50±9.16

Perceived health status Gooda) 168 (55.3) 50.97±8.72 14.281 (<.001) a,b>c

Moderateb) 112 (36.8) 47.86±8.96

Weaknessc) 24 ( 7.9) 41.37±7.93

Health interest Yes 230 (75.7) 49.93±9.20 2.966 (.003)

No 74 (24.3) 46.36±8.40

Exercise Yes 128 (42.1) 52.24±9.45 5.401 (<.001)

No 176 (57.9) 46.76±8.17

Frequency of exercise Daily 13 (10.2) 53.84±14.14 0.238 (.870)

4-6/week 29 (22.7) 52.48±11.00

1-3/week 62 (48.4) 51.61±7.68

1-3/month 24 (18.8) 52.70±9.09

Hours of sleep(day) <4 hr 6 ( 2.0) 45.50±8.82 1.437 (.232)

4-6 hr 145 (47.7) 48.19±9.22

6.1-8 hr 148 (48.7) 49.87±8.97

>8 hr 5 ( 1.6) 53.80±10.37

Drinking alcohol Yes 244 (80.3) 48.99±8.85 -0.297 (.767)

No 60 (19.7) 49.38±10.26

Frequency of drinking Monthly one time 102 (41.8) 48.75±9.58 2.116 (.123)

Monthly 2∼4 117 (48.0) 49.85±8.17

Weekly 2∼3 25 (10.2) 45.92±8.38

Smoking

(number of cigarettes)

Never smokeda) 292 (96.1) 49.27±9.07 4.197 (.016) a,b>c

≤9b) 6 (50.0) 49.83±7.49

≥10c) 6 (50.0) 38.50±8.30

Table 2. Level of the Dietary Behavior and Major Variables                                          (N=304)

Variables M±SD
Average

M±SD
Range

Nutrition knowledge 15.93±2.19 0.79±0.10 5-20

  Nutrient role 3.37±0.72 0.84±0.18 0-4

  Food source 3.46±0.73 0.86±1.84 0-4

  Nutrition problems 5.36±0.87 0.89±1.46 2-6

  Diet 2.44±0.71 0.81±0.23 0-3

  Hygiene & safety 1.29±0.65 0.43±0.21 0-3

Health concern 41.08±8.22 2.93±0.58 19-68

Dietary attitude 19.45±3.00 3.89±0.60 10-25

Dietary behavior 49.06±9.13 2.72±0.50 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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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Cum. R2* F (p)

Constant 42.726 4.589 9.311 <.001

Health concern 0.251 0.066 0.226 3.784 <.001 0.145 51.043 (<.001)

Perceived health status -5.498 1.742 -0.163 -3.156 .002 0.182 33.426 (<.001)

Exercise -2.991 1.022 -0.162 -2.927 .004 0.201 25.164 (<.001)

Dietary attitude 0.554 0.170 0.182 3.252 .001 0.222 21.348 (<.001)

Residential type -3.411 1.159 -0.150 -2.943 .004 0.244 19.248 (<.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to Dietary Behavior

Variables
r (p)

Nutrition knowledge Health concern Dietary attitude

Health concern 0.701 (.226)

Dietary attitude 0.139 (.016) 0.405 (<.001)

Dietary behavior 0.094 (.101) 0.380 (<.001) 0.285 (<.001)

Table 4. Predictors of Dietary Behavior 

*Cum. R2=Cumulative R2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식행동의 차이를 

보면, 남성, 자택에서 거주하는 군일수록, 학업성적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좋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

수록, 건강에 관심이 있는 군일수록, 운동을 하는 군일

수록, 흡연을 하지 않는 군일수록 식행동이 좋은 것으

로 나타났다. Kim과 Kim[8]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

성보다, 학년이 높을수록, 비음주 군일수록, 운동을 매

일 하는 군일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군일수

록 식생활 태도가 좋았고, Choi[17]의 연구에서는 3학

년이 1학년에 비해, 성적이 좋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

가 좋을수록,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자택에서 거주하

는 군일수록 식행동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Kim[16]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식행동이 좋았다. Seo와 Lee[22]의 연구에서도 남학생

이 여학생에 비해 규칙적인 식사와 아침식사를 더 많이 

하였고, Jeong, Lee와 Kim[23]의 연구에서도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바람직한 식행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대생은 외모와 체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시기이므로 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해 불균형한 식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22]. 즉 간호대학생이 자택에서 

거주할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좋을수록, 그리고 지각

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건전한 

건강행위의 수행도가 높을수록 식행동이 좋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행동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여학생을 대상

으로, 자취, 하숙, 기숙사 등에서 거주하고 학교생활 만

족도가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건강에 대한 관

심이 없는 학생들을 우선 대상군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

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영양지식 정도를 보면 

총 20점 만점에 15.93점을 보였고, 동일 도구를 사

용한 Byun과 Kim[9]의 연구에서는 15.75점이었고,

Kim[14]은 14.27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양지식 

점수의 차이는 영양과 관련된 교과목 이수 현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간호대학생

의 영양지식을 비교할 때에는 이러한 변수들을 사전에 

통제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영양지

식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위생과 안전에 관한 항목의 정

답율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Kim[14]의 연구결과와 일

치하였다. 정답율이 낮은 위생과 안전에 대한 문항이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마크는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한 우수한 식품임

을 정부가 인증한 표시이다’와 ‘식품을 충분히 가열한 

후 실온에서 천천히 식혀 보관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이므로, 영양 교육 시에는 HACCP의 의미에 대한 

내용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음식관리 방법 등에 대

한 내용을 보다 강화하여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건강관심도는 2.93점으로 동일 도

구를 사용한 Byun과 Kim[9]의 3.00점보다는 다소 낮

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학

년의 차이 때문이라 사료된다. 두 연구 모두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긴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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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4학년 전체 간호대학생을, Byun과 Kim[9]는 2학

년과 3학년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젊은 사

람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

한 관심도가 낮고 식행동에 대한 관심도 낮은 경우가 

많지만[24], 이 시기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은 성인기 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

서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건강에 대한 관

심을 가지고 최적의 영양상태를 유지해서 최대의 신체

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중재 방안이 수

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식생활 태도는 평균 평점 3.89점, 

식행동은 2.72점으로, 동일 도구를 사용한 Oh[20]의 

연구의 식생활 태도 3.9점과 식행동 2.8점과 Byun과 

Kim[9]의 식행동 3.06점 보다 본 연구대상자의 식생활 

태도와 식행동 점수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의 차이는 각 연구마다 연구대상자의 학년과 영양 관련

된 교과목 이수 현황 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Oh[20]의 연구에서는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식

생활 태도는 3.9점, 식행동은 3.0점으로 나타나, 간호대

학생의 식행동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간호학과 

학생들이 식품영양학과 학생들보다 낮은 식행동을 보

인 항목은 ‘식사시간은 규칙적이다’, ‘동물성 지방 섭취

를 자주 한다’와 ‘간식이나 후식을 자주 먹는다’로 나타

났다. 특히 간호학과의 학년별 식행동에서는 4학년이 1

학년에 비해 ‘매일 세끼를 다 먹는다’와 ‘식사시간이 규

칙적이다’에서 낮은 식행동을 보였다.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Kim과 Kang[6]의 연구에서는 비교대근무군이 

교대근무 간호사보다 식행동이 더 바람직하였고, 특히 

‘식사는 매일 세끼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문항에서 가장 

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간호학생들의 

고학년 임상실습과 간호사들의 교대근무 환경으로 인

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의 임상실습 환경 및 간호사의 근

무 환경이 개선되어 규칙적인 식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식행동과 영양지식, 건강관심도, 식생

활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건강관심도와 식생활 태

도와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건강관심도와 식생활 태도가 높을수록 바람

직한 식행동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9,15,16,20].

Kim[15]의 연구에서는 식생활 태도는 음주와는 유의

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운동과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

계를 보여주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식행동과 영양지

식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Byun

과 Kim[9]과 Lee와 Kim[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다. 반면에 식행동과 영양지식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다는 Oh[20]의 연구와 Kim과 Kim[8]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처럼 식행동과 영양지

식 간의 관계가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영양지식이 단순 정보로만 인식된 것인지 또는 행위의 

이행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내면적 동기화가 이루어진 

것인지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 사료된다[11,15,25]. 즉 

지식의 변화가 반드시 행동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기 때

문에, 지식이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

자 내면의 동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데[11], 일회성의 이론 위주의 영양교육에서 탈피

하여 실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직접 체

험 또는 모델링 등의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건강관심도, 지각된 건강상태, 운동, 식생활 태도, 거

주형태로 나타났으며, 주요 예측요인은 건강관심도이었

다. Choi[17], Byun과 Kim[9]과 Kim과 Kang[6]의 

연구에서도 건강관심도가 주요 예측요인이었고, 본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다. Kim과 Kim[8]은 식생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건강상태도 식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Byun과 Kim[9]과 

Kim과 Kang[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건강관심도

가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건강행위를 

더 많이 수행하며, 지각된 건강상태는 올바른 식행동을 

수행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한다[6]. 또한, 본 연

구대상자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운동이 

있었고, Kim과 Kim[8]의 연구에서는 운동과 음주가 

예측요인이었다. 이는 규칙적인 운동과 절주가 바람직

한 식행동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형태도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

측요인이었으며, 이는 Choi[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 Lee와 Kim[13]의 연구에서는 자취, 하숙, 기숙사 

등에서 거주하는 군이 제 때에 규칙적인 식사와 세끼의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하고 있으며, 세끼 식사 중에 아침 

결식률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혼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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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하는 경우 불규칙한 식사를 하거나 배가 고프지 않아

도 주변 친구들이 음식을 먹으면 따라서 먹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불건강한 식행동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식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중재를 개발할 때에는 건강관심도와 지

각된 건강상태 등에 대한 사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건강관심도와 지각된 건강상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

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취, 하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태도를 형성하여 식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

어야 한다. 간호대학생들은 향후 국민 건강관리의 책임

자이며 건강에 대한 좋은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자신의 건강부터 먼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 때부터 건강한 식행동을 

실천하고 유지하는 등의 좋은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표

본추출 하였으므로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의 식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간호대학생의 바

람직한 식행동 실천을 위한 중재 개발시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식행동의 정도를 알아보고,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

상자의 식행동은 2.72점으로 건강하지 못한 식행동으

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운동을 하는 군일수록, 식생활 태

도가 좋을수록, 자택에서 거주하는 군일수록 식행동이 

보다 바람직함을 예측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건강관심

도가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이었다. 간호대학생은 임상

실습을 포함한 전공 특성으로 인해 불규칙한 식행동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람직한 식행동이 형성될 

있도록 건강관심도를 강화한 실질적인 중재 방안들이 

개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또는 임상실습 전·후의 영

양지식, 식생활 태도 및 식행동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건강한 식행

동을 실천하고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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