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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에서는 고 카페인 에너지음료, 커피, 녹차 등

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섭취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

다. 특히, 집중력 향상과 피로 경감효과 때문에 많은 업

무와 시험 등으로 시간이 부족한 20대의 젊은 층에서 카

페인 음료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1]. 카페인은 

피로를 경감시키고 활발한 신진대사를 유도하여 집중력

을 높이고 졸음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으나 과다 섭취하

면 신경과민, 불면, 피로, 위장장애 등에 좋지 않은 영향

을 미친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빈도가 높아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기 쉽다[2]

  카페인 섭취 시 생긴 부작용을 조사한 연구결과 여러 

부작용 중, 수면장애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3], 대상자의 

72.7%가 불면증을 경험하였고, 카페인 부작용에 대하여 

60.5%의 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며, 46.3%가 늘 

피로함을 호소했다[4]. 반면, 이러한 카페인의 유해성을 

인지하면서도 43.8%는 향후에도 계속 마실 것으로 응답

하였고 그 이유는 잠을 쫒기 위함이 가장 많았다[4]. 수

면의 질의 저하는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졸음, 피로 등을 

초래하며 대인관계와 학업 등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들의 카페인 음료의 

섭취실태를 파악하여 카페인 음료의 과도한 섭취로 인한 

잠재적 건강문제의 가능성과 학습 집중력과 수면의 질과

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간호 대학생들에게 카페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올바른 카페인 음료 섭취

를 장려하여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카페인 음료의 섭취실태

를 파악하여 학습 집중력과 수면의 질과의 관계를 확인

함으로써, 카페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올바

른 카페인 음료 섭취를 장려하여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1) 간호대학생의 카페인 음료섭취실태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카페인 음료섭취실태에 따른 학습 집중

력과 수면의 질의 차이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카페인 음료섭취와 학습 집중력, 수면의 

질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J도 소재의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 249부를 분석하였다. 연구도구는 

카페인 함유 음료의 섭취이유, 신체적 변화, 섭취 빈도, 

위험성 인지정도를 조사하였고 Kim (2006)이 개발한 학

습 집중력 척도를 사용하여 학습집중력을 조사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카페인 음료섭취와 학습 집중력, 수면의 질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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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카페인 음료의 섭취실태를 파악하고, 학습 집중력과 수면의 질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대상자는 한 달 평균 하루 2.45병의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고 있었고 잠을 쫒기 위한 섭취 이유가 집중력이나 학습능

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 수면의 질이 더 낮았고, 하루 2병을 섭취하는 경우가 하루 1병을 섭취하는 경우보다 수면의 질이 

더 낮았다. 수면의 질은 카페인 섭취 이유, 학습 집중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

과를 바탕으로, 잠을 쫓기 위한 카페인 음료 섭취 및 하루 2병 이상의 카페인 음료 섭취는 수면의 질을 저하 시키므로 카페인 

음료 섭취를 자제하고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학습 집중력의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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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sse 등(1989)이 개발한 PSQI(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를 사용하여 수면의 질을 조사하였다. 구

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2015년 6월1일부터 8월 31일까

지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2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Scheffe’s test로 사

후검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표 1. 카페인음료 섭취실태에 따른 학습 집중력과 수

면의 질의 차이

표2. 카페인음료 섭취와 학습 집중력과 수면의 질의 

관계

변인
카페인음
료 섭취 

r(p)

카페인섭취 
이유
r(p)

학습 
집중력

r(p)

수면
의 질
r(p)

카페인 
음료 섭취

1.00

카페인 
섭취 이유

.072 1.00

학습 
집중력

.008 .095 1.00

수면의 질 -.064 .244(<.001) .211(<.001) 1.00

Ⅳ.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잠을 쫓기 위한 카페인 음료 

섭취 및 하루 2병 이상의 카페인 음료 섭취는 수면의 질

을 저하 시키므로 카페인 음료 섭취를 자제하고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학습 집중력의 향상

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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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수면의 질

M±SD t or F p

카페인
섭취 
경로

TV나 잡지, 광고 1.51±0.33

.281 .923

친구를 통해서 1.47±0.34

우연히 1.51±0.36

인터넷 1.57±0.45

기타 1.53±0.37

카페인
섭취 
이유

스트레스 해소a 1.27±0.35

3.889
<.001
e>b

집중력이나 
학습능력향상에 

도움b
1.37±0.23

친구들이 
마시므로c

1.45±0.32

기분이 
좋아지므로 d

1.54±0.38

잠을 쫓기 위해e 1.60±0.35

피로가시기f 1.48±0.41

기타g 1.55±0.34

한달간 
카페인 
섭취량

하루 1병 a 1.46±0.32

3.633
.003
b>a

하루 2병 b 1.73±0.41

하루 3병 c 1.47±0.26

하루 4병 이상 d 1.56±0.30

1~14병 e 1.47±0.36

15~29병 f 1.47±0.27

카페인
섭취로 
인한

시험공
부 

효과

전혀 없다 1.52±0.43

.538 .708

가끔 도움이 된다 1.50±0.32

보통 1.54±0.37

항상 도움이 된다 1.49±0.34

잘 모르겠다 1.43±0.28

카페인 
부작용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1.53±0.52

1.323 .244

늘 피로함 1.51±0.34

불면 1.48±0.29

어지러움 1.65±0.38

두근거림 1.50±0.34

오심, 구토 1.52±0.32

불안, 긴장 1.81±0.52

기타 1.44±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