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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d levels of whole grain consumption-related predisposing, reinforcing, and enabling fac-
tor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examined how these factors are associated with whole 
grain consumption frequency among Korean adults. A survey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a convenience 
sample of adult males and females aged 20∼59 years (n=300). The questionnaire included questions on pre-
disposing, reinforcing, and enabling factors in relation to whole grain consumption as well as a brief whole 
grain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Female subjects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negative beliefs on 
healthㆍnutritionㆍtasteㆍtexture while showing a significantly lower level of social support compared to that 
of males. The age group of 40∼59 years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social support level than the age 
group of 20∼39 years. Results from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different combinations of 
predisposing, reinforcing, and enabling variables were significant in predicting whole grain consumption fre-
quency according to sex and age. The study findings can be used for developing specific target-oriented nu-
trition intervention programs for promotion of whole grain intake among Korean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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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곡류 섭취가 심혈관질환, 고혈압,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다양

한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Mellen 등(2008)에 

의해 실시된 전향적 코호트 연구의 메타분석은 전

곡류를 하루에 0.2회 분량 섭취하는 군에 비해 2.5회 

분량 섭취하는 군의 심혈관 위험이 21% 낮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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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 Kochar 등(2012)이 13,368명의 남성 의사

를 대상으로 고혈압 발생 위험과 아침 시리얼 섭취

의 연관성에 관하여 추적한 코호트 연구 결과, 일주

일에 0회, 1회 이하, 2∼6회 분량, 7회 이상 분량의 

아침 시리얼을 섭취한 사람들의 고혈압 발생률이 

매년 1,000명 당 각각 36.7, 34.0, 31.7, 29.6명으로 아

침 시리얼 섭취가 증가할수록 고혈압 발생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중년 성인을 대

상으로 실시된 무작위 대조실험에서 12주 동안 대

조군(정제된 식이), 밀 섭취군, 밀+귀리 섭취군으로 

나누어 하루에 3회 섭취하게 한 결과, 대조군에 비

해 다른 두 군에서 수축기 혈압(6 mmHg)과 맥압(3 
mmHg)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ighe 등 2010). 전곡

류 섭취와 체중과 지방축적 수치에 관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전곡류를 많이 섭취

(하루에 3회 분량 이상)하는 경우 체질량지수는 0.63 
kg/m2, 허리둘레는 2.7 cm, 허리-엉덩이 둘레비는 

0.0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land & Garton 
2008). 55∼69세 성인 남성(2,078명)과 여성(2,159명)
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전곡류의 섭취가 

비만의 위험을 남ㆍ여 각각 10%, 4%씩 감소시킴을 

보고하였다(van de Vijver 등 2009). 또한 de Munter 
등(2007)이 20∼60세 여성 150,000명 이상을 대상으

로 실시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전곡류의 섭취

와 제2형 당뇨병 위험간의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

었고, 6개 코호트 연구의 메타분석에 근거하여 하루 

전곡류 섭취 2회 분량의 증가는 제2형 당뇨병 위험

을 21%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수 연구로부터 보고된 전곡류의 만성질환 예방

효과 결과를 반영하여, 2010년에 개정된 미국인을 

위한 식이지침은 총 곡류 섭취 중 최소한 반 정도

를 전곡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

곡류의 최소 권장량을 소비하는 인구는 미국인의 

5% 미만에 불과하며, 평균적으로 하루에 1 oz 미만

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0). 1999∼2004년의 자료에 근거한 

O’Neil 등(2011)의 최근 연구에서 미국 아동 및 청소

년의 전곡류 섭취량이 2∼5세, 6∼12세, 13∼18세 각

각 1일 평균 0.45, 0.59, 0.63회 분량으로 나타났고,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일 평

균 0.71회 분량으로 나타났다(O’Neil 등 2010). 2007
년에 개정된 캐나다의 식품 가이드(Food Guide)에서

도 미국 식이지침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하루 곡류 

섭취량의 반을 전곡류 식품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

하고 있다(The Ministry of Health Canada 2011). 영국

의 식품규범청(Food Standards Agency)에서 제공하는 

건강접시(The eatwell plate)는 전곡류 섭취의 구체적

인 양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능한 다

양한 전곡류 식품을 많이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

다(U.K. Food Standards Agency 2014). 영국 성인의 

대표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된 1986∼1987년, 2000∼
2001년의 자료에 근거하여 전곡류 섭취를 비교한 연

구에서 각각 25%, 29% 대상자가 전곡류를 전혀 섭

취하지 않았으며, 전곡류 식품의 섭취는 각각 18%, 
27%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Thane 등 2007). 보건

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에서 제

시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중 ‘성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에 ‘곡류는 다양하게 먹고 전곡을 많이 

먹습니다’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양적 기

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연령층에서는 전

곡류에 대한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는 서구 국가에 비하여 식이섬유 섭취량이 크게 부

족하지 않은 한국인의 식생활 특성도 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곡류의 만성질환 예방 효과는 

식이섬유 이외에 다수의 필수 영양소와 생리활성물

질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전곡류 섭취 

권장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요구된다(Slavin 2004, 
Okarter & Liu 2010). 2007∼2008년도의 국민건강영

양조사(제4기 1, 2차년도)의 만 6세 이상의 남자 

3,934명, 여자 4,902명의 자료에 근거하여 한국인의 

전곡류 섭취와 인구사회적 요인 간의 연관성을 살

펴본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 중 전곡류를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남성 61.1%, 여성 5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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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11). 하루 평균 섭취량 역시 각 성별 및 연령 

그룹에 따라 8.0∼15.1 g으로 하루 총 곡류 섭취량의 

약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곡류 섭취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기초연구가 

최근 일부 외국 연구자들에 의하여 꾸준히 진행되

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곡류 식품과 관련한 신

념, 인식, 태도, 기호도, 접근성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전곡류 섭취행동과 관련된 다

양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Marquart 등 2006; 
Lacey 2007; Burgess-Champoux 등 2008; Keast 등 

2011). Marquart 등(2006)은 다양한 배경의 성인 집단

을 대상으로 전곡류 식품에 대한 인식, 이해, 신념, 
지식을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전곡류 

식품’ 용어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사용은 드물

었다. 전곡류 식품을 단순히 정제가 덜 된 식품이라

고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전곡류 섭취의 주

요 장점으로 식이섬유 섭취를 꼽았다. 전곡류에 대

한 신념 평가는 영양 전문가에게 건강식품 섭취를 

유도하기 위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보고하였다. 
Lacey(2007)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

곡류 식품을 구매하고, 조리하고, 시식해 보는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전곡류의 다양성, 유용성, 요리방

법, 맛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

었고, 전곡류 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가 긍정적

인 방향으로 변화됨을 보고하였다. Burgess-Cham-
poux 등(2008)은 아동과 부모의 전곡류 섭취와 관련

된 사회ㆍ심리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 평가하였다. 아동 대상의 설문지에는 전곡류

에 대한 지식, 가정에서 전곡류 식품의 섭취가능성, 
섭취의도, 자아효능감 등이 포함되었고, 부모 대상

의 설문지에는 전곡류 및 정제된 곡류식품의 섭취

빈도, 가정에서 전곡류 식품의 섭취가능성, 건강이

익, 역할모델, 행동 가능요인 등이 포함되었다. 설문

지는 행동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Keast 등(2011)의 모델링 연구에

서 미국 아동과 청소년이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

품의 성분 중 정제된 곡류를 전곡류로 대체했을 경

우, 전곡류 섭취량이 하루에 1.7 oz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전곡류 섭

취행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섭취 증진 교육프로

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노력이 미비하였다. 
본 연구는 Green과 Kreuter(2005)가 제시한 PRE-

CEDE-PROCEED Model에 기초하여 전곡류 섭취 관

련 요인을 동기부여, 행동강화, 행동가능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PRECEDE-PROCEED Model은 건강행동 

중재를 비롯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계획ㆍ실행ㆍ

평가하는 단계와 그 단계별 수행사항을 제시하는 

기획모형 중에서 대표적인 이론이다. PRECEDE는 

보건교육이나 보건사업의 계획에 필요한 정보수집

과정, 즉 건강과 영양문제, 이와 관련된 요인을 찾

는 요구진단과정으로 1∼5단계에 해당되며, PROCEED
는 요구진단에 근거하여 보건사업을 실행, 평가하는 

단계로 6∼9단계에 해당한다. PRECEDE-PROCEED 
Model은 식행동 관련 심리사회적 요인을 측정한 다

수의 선행연구에서 이용된 바 있는데, 과일 및 채소 

섭취 관련(Watters 등 2007), 지방섭취 관련(Watters 
& Satia 2009) 등에서 유용하게 적용된 바 있다. 

인구사회적 요인에 따른 전곡류 섭취에 대해 보

고한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성인 연

령층에서 남녀 모두 40∼59세 연령군의 전곡류 비섭

취자 비율이 가장 낮았고, 20∼39세 연령층에서 남

성에 비하여 여성의 전곡류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1). 또한 O’Neil 등(2010)의 연구에

서도 연령군에 따라 전곡류 섭취량이 다름이 보고

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곡류 섭취 증진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전곡류 섭취 식행동과 다양한 

요인들 간의 연관성을 성별 및 연령의 인구통계학

적 요인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

국인의 전곡류 섭취 증진을 위한 교육전략과 식행

동 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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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Variable Number of survey items Cronbach-α

Predisposing Positive beliefs on healthㆍnutrition 7 0.81

Positive beliefs on tasteㆍtexture 2 0.87

Negative beliefs on healthㆍnutritionㆍtasteㆍtexture 4 0.68

Reinforcing Social support 6 0.71

Enabling Accessibility 6 0.85

Difficulty in cookingㆍcostㆍtimeㆍselection 5 0.73

Table 1. Survey questionnaire construction and internal consistency.

연구방법

1. 설문지 개발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문항도출을 위한 질

적 설문조사, 문항개발, 예비조사, 최종 수정의 총 4
단계에 걸쳐 개발되었다. 우선 전곡류 섭취 관련 요

인에 대한 문항개발을 위해 2010년 6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29명을 대상으로 질적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질적 설문조사는 전곡류 인지여부, 전곡

류 식품의 장점 및 단점, 전곡류 식품과 정제한 곡

류식품의 차이, 전곡류 식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는 

행동의 장애요인, 전곡류 식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

는 행동의 촉진요인, 전곡류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총 6가지 항목을 포함하였으며, 각 항

목에 대하여 자유롭게 서술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

다. 각 대상자로부터 자유서술형 총 7개 항목에 대

한 답변을 내용분석(Patton 1990) 방법을 적용하여 

항목별 주요 내용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내용은 

PRECEDE-PROCEED Model(Green & Kreuter 2005)에 

기초하여 동기부여 요인, 행동강화 요인 및 행동가

능 요인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동기부여 요인으로는 

전곡류 인지여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요소, 질병과의 관계, 영양성, 식감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요소 등이, 행동강화 요인으로는 주변인

의 영향이, 행동가능 요인에는 전곡류에 대한 접근

성, 식품 구매 시 장점 및 단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도출되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질적 설문조사 자료의 

내용분석을 통해 추출된 각 전곡류 관련 요인을 측

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일반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항 영역별 내

적신뢰도 분석 결과와 예비조사 대상자의 서술 의

견을 토대로 설문지를 최종 수정ㆍ보완하였다. 문항 

영역별 내적신뢰도 분석 결과, 건강ㆍ영양ㆍ맛ㆍ질

감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서 ‘탄수화물로부터의 열량

섭취를 많이 하게 된다’, 사회적 지지에서 ‘가족들이 

전곡류 식품을 즐기지 않아 집에서 폐기하거나 남

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다’, ‘식당에서 전곡류 메뉴를 

주문하면 가족 또는 친구들이 잘 먹지 않아 남기는 

경우가 많다’ 등의 문항이 내적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판명되어 삭제하였고, 색깔 등 시각적인 특

성으로 인해 식욕이 저하된다는 대상자들의 의견이 

제안되어, ‘시각적인 면에서 식욕을 떨어뜨린다’ 항

목을 동기부여 요인 영역 중 건강ㆍ영양ㆍ맛ㆍ질감

에 대한 부정적 신념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최종 확

정된 전곡류 관련요인에 대한 설문지 구성과 내적

신뢰도 수준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자료수집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편의표집법을 통하여 모집된 20∼59세
의 경기ㆍ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남ㆍ여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

사는 2011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서면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자기기입식

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J Korean Diet Assoc 20(2):133-148, 2014 | 137

Variable N (%)

Sex Male 150 (50.0)

Female 150 (50.0) 

Age group (years) 20∼39 150 (50.0)

40∼59 150 (50.0)

Occupation Company worker 139 (46.3)

Service  51 (17.0)

Homemaker  33 (11.0)

Professional  28 ( 9.3)

Distribution industry  10 ( 3.3)

Public servant   4 ( 1.3)

Others  35 (11.7)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 연구내용

(1) 일반사항

일반사항으로는 성별, 만 연령, 직업(회사원, 서비

스업, 가정주부, 전문직, 유통업, 공무원, 기타) 등을 

조사하였다. 
(2) 전곡류 섭취 관련 요인

전곡류 섭취 관련 요인 항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기부여, 행동강화, 행동가능 영역으로 구성

되었다. 동기부여 영역에 속하는 요인은 건강ㆍ영양

에 대한 긍정적 신념(7문항), 맛ㆍ질감에 대한 긍정

적 신념(2문항), 건강ㆍ영양ㆍ맛ㆍ질감에 대한 부정

적 신념(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행동강화 영역의 

요인은 사회적 지지(6문항), 마지막으로 행동가능 영

역은 접근가능성(6문항), 조리ㆍ비용ㆍ시간ㆍ선택에 

대한 어려움(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개별문항은 

5점 척도의 likert scale(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

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

렇다; 5점)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3) 전곡류 섭취빈도

전곡류 섭취빈도 조사는 간단한 섭취빈도조사지

를 이용하였다. 섭취빈도조사지는 옥수수, 현미밥, 
차조밥, 기타 잡곡밥, 시리얼 등의 총 5개 목록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최근 2007∼2008년 국민건강영

양조사 자료를 기초로 전곡류 주요 급원음식에 대

하여 보고한 Lee(2011)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조사지

의 섭취빈도 응답은 하루 2회 이상, 하루 1회, 일주

일에 5∼6회, 일주일에 3∼4회, 일주일에 1∼2회, 한 

달에 1∼3회, 거의 먹지 않음의 총 7단계로 구분하

여 측정하였다. 각 응답항목에 대하여 하루 2회 이

상은 14회/주, 하루 1회는 7회/주, 일주일에 5∼6회
는 5.5회/주, 일주일에 3∼4회는 3.5회/주, 일주일에 1
∼2회는 1.5회/주, 한 달에 1∼3회는 0.5회/주, 거의 

먹지 않음은 0회/주로 환산하여 각 대상자의 주당 

전곡류 음식 섭취빈도를 산출하였다.

3) 자료 분석

모든 자료처리 및 통계적 검정은 SAS software 
version 9.2(Cary, NC, USA)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일반사항은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으며, 인구사

회적 변수에 따른 전곡류 섭취빈도, 동기부여, 행동

강화, 행동가능 요인의 비교는 t-test로 실시하였다. 
동기부여, 행동강화, 행동가능 요인이 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는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

였다. 모든 통계적 검정은 유의수준 0.05에서 실시하

였다.

결 과

1. 일반사항과 전곡류 섭취빈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사항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만 20∼39세와 만 

40∼59세 연령군이 고르게 분포하였다. 대상자의 직

업은 회사원(46.5%), 서비스업(17.1%), 가정주부(11.0%), 
전문직(9.4%), 유통업(3.3%), 공무원(1.3%) 순으로 나

타났다.
Table 3은 간이 전곡류 음식 섭취빈도 조사지로 

살펴본 주요 전곡류 급원 음식의 주당 섭취빈도 결

과이다. 본 연구의 남성과 여성 대상자의 평균 전곡

류 음식 섭취빈도는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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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Variable Survey item

Sex

t-value P-value1)Male
(n=150)

Female
(n=150)

Mean±SD

Predisposing Positive beliefs on
 healthㆍnutrition  

Whole grain can prevent hypertension  3.91±0.642) 3.69±0.84   2.55   0.012*

Whole grain can be helpful for weight control due to 
high satiety

3.81±0.63 3.73±0.84   0.85   0.394

Whole grain can prevent constipation 3.71±0.83 3.64±0.88   0.68   0.500

Whole grain can provide various nutrientes 3.95±0.67 3.81±0.81   1.71   0.088

Whole grain can prevent cardiovascular diseases 3.87±0.64 3.76±0.75   1.33   0.186

Whole grain can prevent cancers 3.67±0.72 3.51±0.74   1.98   0.049*

Whole grain can prevent diabetes 3.81±0.67 3.92±0.66 －1.39   0.166

Average 3.82±0.52 3.72±0.55   1.56   0.120

Positive beliefs on
 tasteㆍtexture

Whole grain is chewy in a pleasant way 3.79±0.74 3.89±0.76 －1.08   0.279

Whole grain is rich in flavor 3.81±0.73 3.93±0.67 －1.56   0.119

Average 3.80±0.64 3.91±0.60 －1.54   0.125

Negative beliefs on 
healthㆍnutritionㆍ
tasteㆍtexture

Whole grain is not digested well 3.29±0.90 3.12±1.06   1.47   0.142

Whole grain decreases my appetite due to its visual 
characteristics

3.12±1.00 2.75±0.93   3.29   0.001**

Whole grain has a poor texture due to its roughness 3.44±0.98 3.00±1.01   3.83 ＜0.001***

Whole grain requires chewing long 3.97±0.73 3.81±0.84   1.69   0.092

Average 3.45±0.64 3.17±0.67   3.73 ＜0.001***

Table 4. Levels of whole grain consumption-related predisposing, reinforcing, and enabling factors by sex.

Category Mean±SD
(times/week) P-value1)

Sex Male (n=150) 11.66±8.67 0.961

Female (n=150) 11.60±11.13

Age group (years) 20∼39 (n=150) 10.11±8.99 0.008**

40∼59 (n=150) 13.15±10.65

Male 20∼39 (n=75)  9.37±7.16 0.001**

40∼59 (n=75) 13.95±9.46

Female 20∼39 (n=75) 10.85±10.51 0.411

40∼59 (n=75) 12.35±11.74
1) By Student t-test
**P＜0.01

Table 3. Intake frequency of whole grain-containing dish by 
sex and age.

나타났으나, 20∼39세 대상자에 비하여 40∼59세 대

상자의 전곡류 음식 섭취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20
∼39세: 10.11±8.99회/주, 40∼59세: 13.15±10.65회/주, 
P＜0.01). 이러한 연령별 전곡류 음식 섭취빈도의 차

이는 남성 대상자 내에서의 유의한 차이에 주로 기인

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20∼39세: 9.37±7.16회/주, 남

성 40∼59세: 13.95±9.46회/주, P＜0.01). 

2. 전곡류 섭취 관련 동기부여, 행동강화, 행동가능 요인의 

비교

1) 성별에 따른 비교

Table 4는 전곡류 섭취 관련 동기부여, 행동강화, 
행동가능 요인의 수준을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것이

다. 동기부여 요인 중 건강ㆍ영양에 대한 긍정적 신

념에서 남ㆍ여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으

로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다’(남: 3.91±0.64, 여: 
3.69±0.84, P＜0.05)와 ‘암을 예방할 수 있다’(남: 3.67 
±0.72, 여: 3.51±0.74, P＜0.05)가 포함되었다. 두 항목 

모두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맛ㆍ

질감에 대한 긍정적 신념은 모든 항목에서 남ㆍ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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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Variable Survey item

Sex

t-value P-value1)Male
(n=150)

Female
(n=150)

Mean±SD

Reinforcing Social support My family members like that I eat whole grain 
foods

 3.85±0.712) 3.49±0.92   3.73 ＜0.001***

My friends like that I eat whole grain foods. 3.45±0.77 3.41±0.80   0.37   0.713

My family members encourage me to eat whole 
grain foods

3.63±0.88 3.28±1.05   3.10   0.002**

My friends encourage me to eat whole grain foods 3.17±0.90 3.12±1.00   0.49   0.627

My family members frequently eat whole grain foods 3.41±0.93 2.96±1.16   3.69 ＜0.001***

My friends frequently eat whole grain foods 2.96±0.81 2.81±0.99   1.41   0.160

Average 3.41±0.65 3.18±0.81   2.71   0.007**

Enabling Accessibility I can frequently access to whole grain foods in 
menus of dining-out restaurants

1.75±0.72 1.55±0.79   2.36 0.019*

I can frequently access to whole grain foods in 
markets

2.32±0.74 2.39±0.93 －0.68 0.494

I can frequently access to whole grain foods in 
home

2.72±0.91 2.38±1.01   3.05 0.003**

I can frequently access to whole grain foods in 
menus of home-delivery restaurants

1.31±0.49 1.20±0.49   1.88 0.061

I can frequently access to whole grain foods in 
bakery shops

1.83±0.70 2.05±0.63 －2.78 0.006**

I can frequently access to whole grain foods in mass 
media

1.85±0.65 2.10±0.78 －2.99 0.003**

Average 1.96±0.41 1.94±0.52   0.39 0.697

Difficulty in cookingㆍ
costㆍtimeㆍselection

Whole grain food is expensive to purchase 3.33±0.87 3.39±0.93 －0.64 0.523

Whole grain food is complex and inconvenient to 
cook

3.02±0.88 3.31±1.02 －2.67 0.008**

Whole grain food is  difficult to be distinguished 
from non-whole grain foods in markets

2.49±1.00 2.53±0.90 －0.42 0.672

Whole grain food is difficult to be distinguished 
from non-whole grain foods in restaurants menus

2.57±1.08 2.75±0.95 －1.53 0.127

Whole grain food is  time-consuming to cook 3.29±0.89 3.26±0.89  0.33 0.745

Average 2.94±0.63 3.05±0.67 －1.47 0.142
1) By Student t-test
2) Mean values are based on 5-point scale (1=disagree very much, 2=disagree, 3=neutral, 4=agree, 5=agree very much)
*P＜0.05, **P＜0.01, ***P＜0.001 

Table 4. Continued.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건강ㆍ영양ㆍ맛ㆍ질감

에 대한 부정적 신념 항목 중 ‘시각적인 면에서 식

욕을 떨어뜨린다’(남: 3.12±1.00, 여: 2.75±0.93, P＜ 

0.01)와 ‘씹을 때 거친 느낌이 들어 식감이 떨어진

다’(남: 3.44±0.98, 여: 3.00±1.01, P＜0.001) 항목에서 

남ㆍ여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두 항목 모두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건강ㆍ영양ㆍ

맛ㆍ질감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전체항목에 대한 

평균점수도 남성(3.45±0.64), 여성(3.17±0.67)으로 남

성이 여성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01). 
행동강화 요인인 사회적 지지에서 남ㆍ여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가족들은 내가 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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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Variable Survey item

Age group

t-value P-value1)20∼39 years
(n=150)

40∼59 years
(n=150)

Mean±SD

Predisposing Positive beliefs on 
healthㆍnutrition 

Whole grain can prevent hypertension  3.77±0.722) 3.82±0.79 －0.53   0.594

Whole grain can be helpful for weight control 
due to high satiety

3.77±0.78 3.77±0.71 0.08   0.938

Whole grain can prevent constipation 3.60±0.88 3.75±0.82 －1.49   0.137

Whole grain can provide various nutrientes 3.91±0.73 3.85±0.76 0.62   0.536

Whole grain can prevent cardiovascular diseases 3.73±0.73 3.90±0.65 －2.16   0.031*

Whole grain can prevent cancers 3.49±0.75 3.69±0.71 －2.30   0.022*

Whole grain can prevent diabetes 3.77±0.72 3.96±0.60 －2.45   0.015*

Average 3.72±0.54 3.82±0.52 －1.59   0.113

Positive beliefs on 
tasteㆍtexture

Whole grain is chewy in a pleasant way 3.91±0.75 3.77±0.74 1.55   0.122

Whole grain is rich in flavor 3.89±0.76 3.85±0.64 0.57   0.567

Average 3.90±0.67 3.81±0.57 1.26   0.209

Negative beliefs on 
healthㆍnutritionㆍ
tasteㆍtexture

Whole grain is not digested well 3.09±0.99 3.32±0.96 －2.07   0.040*

Whole grain decreases my appetite due to its 
visual characteristics

2.71±0.95 3.17±0.96 －4.17 ＜0.001***

Whole grain has a poor texture due to its 
roughness

3.04±1.07 3.40±0.93 －3.11   0.002**

Whole grain requires chewing long 3.81±0.81 3.97±0.75 －1.69   0.092

Average 3.16±0.69 3.46±0.61 －4.01 ＜0.001***

Table 5. Levels of whole grain intake-related predisposing, reinforcing, and enabling factors by age group.

류 식품을 먹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남: 3.85 
±0.71, 여: 3.49±0.92, P＜0.001), ‘가족들은 내가 전곡

류 식품을 먹는 것을 권한다’(남: 3.63±0.88, 여: 3.28 
±1.05, P＜0.01), ‘가족들은 전곡류 식품을 자주 먹는다’
(남: 3.41±0.93, 여: 2.96±1.16, P＜0.001)였고, 세 항목 모

두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

의 전체항목에 대한 평균점수도 남성(3.41±0.65)이 여성

(3.18±0.8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행동가능 요인 중 접근가능성 항목에서 ‘식당의 

메뉴에서 전곡류 식품을 자주 접할 수 있다’(남: 
1.75±0.72, 여: 1.55±0.79, P＜0.05)와 ‘집에서 전곡류 

식품을 자주 접할 수 있다’(남: 2.72±0.91, 여: 2.38± 
1.01, P＜0.01) 항목에서 남ㆍ여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두 항목 모두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수준

을 보였다. 반면 ‘제과점에 갔을 때 전곡류 식품을 

자주 접할 수 있다’(남: 1.83±0.70, 여: 2.05±0.63, P＜ 

0.01)와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곡류 식품을 자주 접

할 수 있다’(남: 1.85±0.65, 여: 2.10±0.78, P＜0.01) 항
목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유의수준을 보였다. 
조리ㆍ비용ㆍ시간ㆍ선택에 대한 어려움에서는 ‘전곡

류 식품은 조리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하다’만이 유의

적 차이를 보였고, 남성(3.02±0.88)보다 여성(3.31±1.02)
이 높았다(P＜0.01). 

2) 연령에 따른 비교

Table 5은 전곡류 섭취 관련 요인들의 수준을 연

령군에 따라 비교한 것이다. 동기부여 요인 중 건강ㆍ

영양에 대한 긍정적 신념 항목에서 ‘심혈관계 질환

을 예방할 수 있다’(20∼39세: 3.73±0.73, 40∼59세: 
3.90±0.65, P＜0.05), ‘암을 예방할 수 있다’(20∼39세: 
3.49±0.75, 40∼59세: 3.69±0.71, P＜0.05),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20∼39세: 3.77±0.72, 40∼59세: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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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Variable Survey item

Age group

t-value P-value1)20∼39 years
(n=150)

40∼59 years
(n=150)

Mean±SD

Reinforcing Social support My family members like that I eat whole grain 
foods

 3.75±0.822) 3.59±0.85 1.59   0.114

My friends like that I eat whole grain foods 3.39±0.76 3.47±0.81 －0.81   0.419

My family members encourage me to eat whole 
grain foods

3.49±0.95 3.42±1.01 0.59   0.558

My friends encourage me to eat whole grain foods 3.01±0.85 3.29±1.03 －2.58   0.010*

My family members frequently eat whole grain foods 3.25±1.02 3.11±1.12 1.13   0.258

My friends frequently eat whole grain foods 2.81±0.82 2.97±0.97 －1.54   0.125

Average 3.28±0.67 3.31±0.82 －0.30   0.766

Enabling Accessibility I can frequently access to whole grain foods in 
menus of dining-out restaurants

1.61±0.74 1.69±0.79 －0.98 0.326

I can frequently access to whole grain foods in 
markets

2.34±0.90 2.37±0.79 －0.27 0.785

I can frequently access to whole grain foods in 
home

2.48±0.96 2.62±0.99 －1.24 0.216

I can frequently access to whole grain foods in 
menus of home-delivery restaurants

1.22±0.46 1.29±0.52 －1.17 0.242

I can frequently access to whole grain foods in 
bakery shops

1.95±0.69 1.93±0.65 0.17 0.864

I can frequently access to whole grain foods in mass 
media

1.92±0.73 2.03±0.72 －1.36 0.176

Average 1.92±0.49 1.99±0.44 －1.29 0.197

Difficulty in 
cookingㆍcostㆍtimeㆍ
selection

Whole grain food is expensive to purchase 3.27±0.87 3.45±0.92 －1.80 0.073

Whole grain food is complex and inconvenient to 
cook

3.00±0.96 3.33±0.93 －3.05 0.003**

Whole grain food is difficult to be distinguished 
from non-whole grain foods in markets

2.62±0.92 2.40±0.98 2.01 0.045*

Whole grain food is difficult to be distinguished 
from non-whole grain foods in restaurants menus

2.83±1.03 2.49±0.98 2.92 0.004**

Whole grain food is time-consuming to cook 3.21±0.89 3.35±0.87 －1.37 0.171

Average 2.99±0.69 3.01±0.61 －0.27 0.791
1) By Student t-test
2) Mean values are based on 5-point scale (1=disagree very much, 2=disagree, 3=neutral, 4=agree, 5=agree very much)
*P＜0.05, **P＜0.01, ***P＜0.001

Table 5. Continued.

±0.60, P＜0.05)가 연령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

데 세 항목 모두 20∼39세 그룹보다 40∼59세 그룹

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맛ㆍ질감에 대한 긍정적 신

념은 연령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건강ㆍ

영양ㆍ맛ㆍ질감에 대한 부정적 신념에서 연령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다’(20∼39세: 3.09±0.99, 40∼59세: 3.32±0.96, P＜ 

0.05), ‘시각적인 면에서 식욕을 떨어뜨린다’(20∼39
세: 2.71±0.95, 40∼59세: 3.17±0.96, P＜0.001), ‘씹을 

때 거친 느낌이 들어 식감이 떨어진다’(20∼39세: 



142 | 한국 성인의 전곡류 섭취 관련 요인

Category  Variable

Sex

Male (n=150) Female (n=150)

β-coefficient SE1) t-value P-value2)
β-coefficient SE t-value P-value

Predisposing Positive beliefs on healthㆍnutrition   2.35 1.48   1.59 0.113   4.49 1.69   2.65   0.009**

Positive beliefs on tasteㆍtexture   1.45 1.04   1.40 0.164   2.43 1.50   1.62   0.107

Negative beliefs on 
healthㆍnutritionㆍtasteㆍtexture 

－2.72 1.05 －2.60 0.010*   0.86 1.17   0.74   0.463

Reinforcing Social support   3.53 1.12   3.15 0.002**   2.31 1.24   1.86   0.065

Enabling Accessibility   3.24 1.57   2.07 0.041*   6.42 1.72   3.74 ＜0.001***

Difficulty in cookingㆍcostㆍtimeㆍselection   0.07 1.05   0.06 0.949 －0.06 1.30 －0.04   0.965

Adjusted R2   0.25   0.38
1) Standard error
2) By one sample t-test
*P＜0.05, **P＜0.01, ***P＜0.001

Table 6.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of predisposing, reinforcing, and enabling factors on whole grain intake frequency by sex.

3.04±1.07, 40∼59세: 3.40±0.93, P＜0.01)이고, 세 항

목 모두 20∼39세 그룹보다 40∼59세 그룹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건강ㆍ영양ㆍ맛ㆍ질감에 대한 부정

적 신념의 전체항목에 대한 평균점수도 40∼59세 그

룹(3.46±0.61)이 20∼39세 그룹(3.16±0.69)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01).
행동강화 요인인 사회적 지지에서는 ‘친구들은 

내가 전곡류 식품을 먹는 것을 권한다’(20∼39세: 
3.01±0.85, 40∼59세: 3.29±1.03) 항목에서만 연령 간

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0.05). 
행동가능 요인 중 접근가능성은 연령 간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조리ㆍ비용ㆍ시간ㆍ선택에 

대한 어려움에서 ‘전곡류 식품은 조리과정이 복잡하

고 불편하다’는 20∼39세 그룹(3.00±0.96)보다 40∼59
세 그룹(3.33±0.93)이 유의하게(P＜0.01) 높은 반면 

‘식품을 구매할 때 전곡류 식품을 구별하는 것이 어

렵다’(20∼39세: 2.62±0.92, 40∼59세: 2.40±0.98, P＜ 

0.05)와 ‘식당의 메뉴에서 전곡류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20∼39세: 2.83±1.03, 40∼59세: 2.49± 
0.98, P＜0.01)는 40∼59세 그룹보다 20세∼39세 그

룹이 유의하게 높았다. 

3. 전곡류 섭취 관련 동기부여, 행동강화, 행동가능 요인이 

전곡류 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

1) 성별에 따른 분석

Table 6은 전곡류 섭취 관련 동기부여, 행동강화, 
행동가능 요인이 전곡류 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남성에서는 건강ㆍ

영양ㆍ맛ㆍ질감에 대한 부정적 신념(P＜0.05), 사회

적 지지(P＜0.01), 접근가능성(P＜0.05)이 전곡류 섭

취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파악되었

다. 사회적 지지와 건강ㆍ영양ㆍ맛ㆍ질감에 대한 부

정적 신념은 전곡류 섭취빈도에 정적 방향의 영향

을, 반대로 접근가능성 수준은 부적 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에서는 건강ㆍ영

양에 대한 긍정적 신념(P＜0.01), 접근가능성(P＜ 

0.001)이 전곡류 섭취빈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

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2) 연령에 따른 분석

각 연령군으로 나누어 전곡류 섭취빈도에 대한 

동기부여, 행동강화, 행동가능 요인의 영향을 살펴

본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Table 7에 요약하였다. 20
∼39세 그룹은 건강ㆍ영양에 대한 긍정적 신념(P＜ 

0.001), 사회적 지지(P＜0.05)가 전곡류 섭취빈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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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Variable

Age group

20∼39 years (n=150) 40∼59 years (n=150)

β-coefficient SE1) t-value P-value2)
β-coefficient SE t-value P-value

Predisposing Positive beliefs on healthㆍnutrition   5.54 1.42   3.89 ＜0.001***   1.97 1.69   1.16   0.247

Positive beliefs on tasteㆍtexture   1.76 1.05   1.68   0.095   1.08 1.47   0.73   0.464

Negative beliefs on 
healthㆍnutritionㆍtasteㆍtexture

  1.09 0.97   1.13   0.259 －1.69 1.27 －1.33   0.186

Reinforcing Social support   2.95 1.15   2.57   0.011*   2.76 1.19   2.32   0.022*

Enabling Accessibility   2.55 1.35   1.89   0.060   8.59 1.97   4.36 ＜0.001***

Difficulty in cookingㆍcostㆍtimeㆍselection －0.73 0.97 －0.76   0.451   0.07 1.35   0.05   0.961

Adjusted R2   0.32   0.34
1) Standard error
2) By one sample t-test
*P＜0.05, ***P＜0.001

Table 7.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of predisposing, reinforcing, and enabling factors on whole grain intake frequency by age 
group.

Category Variable

Male (n=150)

20∼39 years (n=75) 40∼59 years (n=75)

β-coefficient SE1) t-value P-value2) β-coefficient SE t-value P-value

Predisposing Positive beliefs on healthㆍnutrition   3.08 1.70   1.81 0.074   1.56 2.59   0.60 0.550

Positive beliefs on tasteㆍtexture   1.25 1.17   1.07 0.287 －0.08 2.06 －0.04 0.969

Negative beliefs on 
healthㆍnutritionㆍtasteㆍtexture

－0.25 1.25 －0.20 0.843 －5.65 2.15 －2.63  0.011*

Reinforcing Social support   3.34 1.35   2.48  0.015*   2.49 1.92   1.30 0.199

Enabling Accessibility   2.11 1.61   1.31 0.194   5.64 3.17   1.78 0.080

Difficulty in cookingㆍcostㆍtimeㆍselection   0.63 1.16   0.55 0.585 －0.09 2.00 －0.05 0.963

Adjusted R2    0.249    0.197
1) Standard error
2) By one sample t-test
*P＜0.05

Table 8.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of predisposing, reinforcing, enabling factors on whole grain intake frequency by age 
group in males.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건강ㆍ영양

에 대한 긍정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섭

취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59세 

그룹은 회기분석에 포함된 총 6개의 항목 중 사회

적 지지(P＜0.05), 접근가능성(P＜0.001)이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사회적 지지와 접근

가능성이 높을수록 섭취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분석

Table 8은 남성 대상자 내에서 연령군로 나누어 

전곡류 섭취 관련 동기부여, 행동강화, 행동가능 요

인이 전곡류 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과이다. 남성 20∼39세 그룹은 사회적 지지(P＜ 

0.05)가, 40∼59세 그룹은 건강ㆍ영양ㆍ맛ㆍ질감에 

대한 부정적 신념(P＜0.05)이 전곡류 섭취빈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파악되었다. 통계적인 

유의성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건강ㆍ영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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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Variable

Female (n=150)

20∼39 years (n=75) 40∼59 years (n=75)

β-coefficient SE1) t-value P-value2)
β-coefficient SE t-value P-value

Predisposing Positive beliefs on healthㆍnutrition 7.36 2.43   3.03 0.003** 2.88 2.37 1.21 0.229

Positive beliefs on tasteㆍtexture 2.65 1.94   1.37 0.177 0.86 2.41 0.36 0.724

Negative beliefs on 
healthㆍnutritionㆍtasteㆍtexture

1.95 1.50   1.30 0.198   －0.02 1.79 －0.01 0.992

Reinforcing Social support 2.57 1.92   1.34 0.186 2.51 1.68 1.49 0.142

Enabling Accessibility 2.33 2.35   0.99 0.326 9.97 2.64 3.77  ＜0.001***

Difficulty in cookingㆍcostㆍtimeㆍselection   －1.50 1.64 －0.91 0.364 1.07 2.05 0.52 0.603

Adjusted R2 0.348  0.453
1) Standard error
2) By one sample t-test
**P＜0.01, ***P＜0.001

Table 9.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of predisposing, reinforcing, and enabling factors on whole grain intake frequency by age 
group in females.

긍정적 신념은 20∼39세 그룹에서, 접근가능성은 40
∼59세 그룹에서 전곡류 섭취빈도에 영향력을 미치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대상자 내에서 연령군으로 나누어 전곡류 

섭취 관련 요인이 전곡류 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Table 9에 제시하였다. 
여성 20∼39세 그룹에서  건강ㆍ영양에 대한 긍정적 

신념(P＜0.01)이, 40∼59세 그룹에서는 접근가능성(P
＜0.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30
∼49세는 건강 및 영양에 대한 긍적적인 신념이 높

을수록, 40∼59세는 접근가능성이 높을수록 전곡류 

섭취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는 20∼59세의 경기ㆍ서울지역 거주하는 

일반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전곡류 섭취 관련 요

인과 주요 전곡류 식품의 섭취빈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사회적 요인에 따라 전

곡류 섭취 관련 동기부여, 행동강화, 행동가능 요인

의 수준을 비교하고, 이들 요인들이 전곡류 섭취빈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

하여 한국 성인의 전곡류 섭취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략과 나아가 보건 정책적 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남ㆍ여 간 전곡류 섭취 관련 요인의 비교에 있어

서 남성이 건강ㆍ영양ㆍ맛ㆍ질감에 대한 부정적 신

념과 사회적 지지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사회적 지지 항목 중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한하여 여성에 비하여 남성의 수준이 높았

는데, 이는 가정에서 남성은 건강에 좋은 식품 섭취

에 대한 조언을 여성으로부터 듣게 되는 입장이고, 
여성은 주로 조언을 하는 입장인 경우가 흔하기 때

문이라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아

프리카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과일과 채소 섭취 관

련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행동 강화 요인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Watters 등 2007). 행동가능 요인에 속하

는 접근성 수준의 비교 결과 남ㆍ여간 다른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식당과 집에서

의 접근성을 높게 인식하였고, 여성은 제과점과 대

중매체를 통한 접근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이는 성

별에 따라 전곡류 식품을 접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경로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식당에서 흰쌀밥 대신 전곡류가 첨가된 밥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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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남성의 전곡류 섭취

빈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여성의 경우

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섭취빈도 증가에 유

용한 전략이라 사료된다. 
연령 간의 비교에서는 40∼59세 그룹이 동기부여 

요인 중 건강ㆍ영양에 대한 긍정적 신념과 건강ㆍ

영양ㆍ맛ㆍ질감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20∼39세 그

룹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at-
ters 등(2009)은 지방섭취관련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

한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동기부여 수준이 달라짐

을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부 상통하였다. 행
동가능 요인에 속하는 조리ㆍ비용ㆍ시간ㆍ선택에 

대한 어려움 수준의 비교 결과 연령 간 다른 양상

이 관찰되었는데, 40∼59세 그룹은 조리과정이 복잡

하고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높았고, 20∼39세 

그룹은 식품을 구매할 때나 식당의 메뉴에서 전곡

류 식품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우

가 높았다. 이는 중년층의 경우 전곡류 식품 조리 

및 섭취의 경험으로부터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될 

기회가 젊은 층보다 많았으며, 젊은 연령의 경우 일

상 속에서 전곡류 식품을 접할 기회가 낮았던 것이 

원인이라 추정된다. 전곡류 식품 선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정부차원의 ‘전곡류 식품 라벨부착 프로

그램’의 실행이 효과적인 방안이라 사료된다. 이미 외

국에서는 전곡류 섭취 증진을 위해 과학ㆍ조리 전문

가와 ‘미국 전곡류 협회(The Whole Grains Council)’ 
단체에 의해 ‘전곡류 스탬프(The Whole Grain Stamp)’
가 실행되고 있다(The Whole Grains Council 2011). 

전곡류 섭취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영양교육 시 

목표 집단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남, 녀 

대상자를 각각 연령군으로 나누어 전곡류 섭취빈도

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성별

로만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남자그룹에서 건강ㆍ영양ㆍ

맛ㆍ질감에 대한 부정적 신념, 사회적 지지, 접근가

능성이 전곡류 섭취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지만, 연령그룹으로 세분화해서 분

석한 결과 20∼39세 그룹은 사회적 지지(P＜0.05)요

인이, 40∼59세 그룹은 건강ㆍ영양ㆍ맛ㆍ질감에 대

한 부정적 신념(P＜0.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비교적 젊은 성인 남성들은 가

족 및 주변인의 영향력이 전곡류 섭취에 상대적으

로 중요한 반면, 중년 이후 남성의 경우 전곡류 섭

취와 관련한 심리적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것이 의

미있는 영향력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 대

상자를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건강ㆍ

영양에 대한 긍정적 신념, 접근가능성 등이 전곡류 

섭취빈도와 유의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여성 대상자를 연령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20
∼39세 그룹은 건강ㆍ영양에 대한 긍정적 신념(P＜ 

0.01)이, 40∼59세 그룹은 접근가능성 요인(P＜0.001)
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실제 전곡류 섭취증진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계획 시 대상 집단의 성별과 연령을 통합

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된 교육전략을 계획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젊은 성

인 남성에서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제

시되었으므로 가족단위 또는 직장동료 단위의 교육 

시행이 매력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Lacey (2007)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곡류 식품

을 구매ㆍ조리ㆍ시식해 보는 활동을 통해 전곡류 

식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젊은 성인 여성에 있어서 조리실

습을 통한 교육이 효과적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

겠다. 또한 중년 여성의 경우 접근성을 높일 수 있

도록 전곡류 시장의 확대와 메뉴개발에 대한 정책

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곡류 섭취관련 요인파악을 

위한 설문지는 PRECEDE-PROCEED Model은(Green 
& Kreuter 2005)에 기초하여 동기부여, 행동강화, 행
동가능 요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PRECEDE-PRO-
CEED Model은 식행동 관련 심리사회적 요인 측정

을 실행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용된 바 있다. 
Chang 등(2004)은 PRECEDE-PROCEED Model의 동

기부여 요인, 행동강화 요인, 행동가능 요인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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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저소득 엄마의 지방섭취 행동과 관련된 요인

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Watters 등

(2007)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ㆍ여 658명을 대상으

로 동기부여, 행동강화, 행동가능 요인에 기초하여 

과일 및 채소 섭취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을 조

사하였다. 동기부여 요인과 행동강화 요인이 과일ㆍ채

소 소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동기부

여 요인에서의 가장 큰 연관성을 보고하였다. 지방 

섭취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

도 동기부여 요인이 가장 큰 연관성을 보였으며, 행
동강화 요인 및 행동가능 요인의 관련성도 보고하

였다(Watters & Satia 2009).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몇 가지 제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조사 대상자가 편의집단으로 

모집되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20
∼59세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령적인 

측면에서도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전곡류 섭취수준

을 간단한 간이섭취조사지를 사용하여 정확한 섭취

량을 측정하기에는 부족하였다. 하지만 Lee(2011)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옥수수ㆍ현미밥ㆍ차조밥ㆍ기타 

잡곡밥ㆍ시리얼 등 5가지 식품이 한국 성인의 전곡

류 섭취량 중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한 바, 일정 수준 이상의 타당성은 확보하였으리라 

사료된다. 
현재 한국인의 전곡류 섭취 수준은 건강증진을 

위한 권장 수준에 크게 못 미치므로, 전곡류 섭취수

준을 증가시키기 위해 청소년, 노인 등 다른 연령에 

대한 일관된 맥락의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하겠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곡류 섭취증진

을 위한 영양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의미있는 후속 연구 중 

하나라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인의 전곡류 섭취 증진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인구사회적 요인에 따라 동기

부여, 행동강화, 행동가능 요인이 어떠한 차이를 보

이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전곡류 섭취빈도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서

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 남녀 300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전곡류 섭취 관련 요인의 비교에서 

건강ㆍ영양ㆍ맛ㆍ질감 부정적 신념 항목(P＜0.001), 
사회적 지지(P＜0.01)가 여성에 비하여 남성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2. 연령에 따른 전곡류 섭취 관련 요인의 비교에서 

건강ㆍ영양 긍정적 신념의 일부 항목(P＜0.05)과 

건강ㆍ영양ㆍ맛ㆍ질감 부정적 신념(P＜0.001)은 

40∼59세 그룹이 높았고, 조리ㆍ비용ㆍ시간ㆍ선

택 어려움 항목 중 ‘전곡류 식품 구매 시 구별 

어려움’(P＜0.05)과 ‘식당 메뉴에서의 구별 어려

움’(P＜0.01) 문항은 20∼39세 그룹이 높게 나타

났다. 
3. 성별에 따라 전곡류 섭취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은 건강ㆍ영양ㆍ맛ㆍ질감 부정적 신

념(P＜0.05), 사회적 지지(P＜0.01), 접근가능성(P
＜0.05)이 전곡류 섭취빈도와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고, 여성은 건강ㆍ영양 긍정적 신념(P＜0.01), 
접근가능성(P＜0.001)이 섭취빈도와 유의한 영향

력을 보였다.
4. 연령에 따라 전곡류 섭취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0∼39세 그룹은 건강ㆍ영양 긍정적 신념

(P＜0.001), 사회적 지지(P＜0.05)가 전곡류 섭취

빈도와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고, 40∼59세 그룹

은 사회적 지지(P＜0.05), 접근가능성(P＜0.001)이 

섭취빈도와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5. 성별에 따라 연령그룹으로 나누어 전곡류 섭취빈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남성 20
세∼39세 그룹은 사회적 지지(P＜0.05)가, 40∼59
세 그룹은 건강ㆍ영양ㆍ맛ㆍ질감에 대한 부정적 

신념(P＜0.05)이, 여성의 경우 20∼39세 그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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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ㆍ영양에 대한 긍정적 신념(P＜0.01)이, 40∼
59세 그룹은 접근가능성 요인(P＜0.001)에서 유의

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다양한 전곡류 섭취 관련 동기

부여, 행동강화, 행동가능 요인들이 전곡류 섭취와 

연관성을 가지는 것을 제시함에 따라, 전곡류 섭취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PRECEDE-PRO-
CEED Model에 기초한 동기부여 요인, 행동강화 요

인, 행동가능 요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리

라 사료된다. 성별, 연령에 따라 전곡류 섭취와 유

의한 연관성을 가지는 요인들의 조합이 다양하므로, 
목표 집단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연령에 대한 같은 맥락의 후속연구와 전곡

류 섭취증진 영양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평가 

연구 등이 향후 이어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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