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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analyze nutrition knowledge, dietary self-efficacy and eating habits of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n = 342) according to student's stage of regular breakfast or exercise. Middle

school students had higher nutrition knowledge than primary school students. Total dietary self-efficacy and dietary

habit scores were not different by school year and gender. Nutrition knowledge, dietary self-efficacy and dietary habit

scor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each other. By the stage of regular breakfast, the pre-contemplation stage comprised

13.6%, contemplation 2.1%, preparation 15.7%, action 11.5% and maintenance stage 59.1%. By the stage of regular

exercise, the pre-contemplation stage comprised 20.9%, contemplation 7.3%, preparation 45.6%, action 9.8% and

maintenance stage 16.4%. According to the stage of change, movement from the pre-contemplation and contemplation

to upper stage increased the dietary self-efficacy score. Dietary habit score increased significantly across the five stages

of chang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differences in stages of changes in breakfast intake and regular exercise

and indicate the need for taking these phases of change into account in nutrition education.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3(5) : 653~66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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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청소년기는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시기로 이

때 형성된 식습관, 식태도는 성인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

친다. 청소년기의 잘못된 식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적으로 이어져 평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소년

기에 적절한 영양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Brown 2005).

건강행위에 관한 이론 중 행동변화단계모델(Stage of

Change Model)은 인간의 행위는 한 번에 모두 변화될 수

없고 일련의 단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변화

는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해 시간차원으로 간주

한다. 변화단계는 주로 자각이전(무관심), 자각(숙고), 준

비, 실행(행동), 유지단계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변화단

계는 명확하게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단

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어 연속적이

며 나선형의 진행과정으로 보고 있다(Prochaska & Velicer

1997).

효과적인 영양교육을 위해 과거에는 건강에 필요한 영양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영양교육의 주된 방향이었으

나 단순한 지식전달만으로는 필요한 행동을 유발하는데 한

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중재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

하게 되었다(Schwartz 1975; Brush 1986; Lee 등

2000). 즉, 행동단계별로 행동수정 방법과 전략 등을 다르

게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영양교육이 가능하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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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Di Noia 등 2006; Di Noia 등 2008). 행동변화단계

에 따라 적합한 영양중재 방법이 달라지므로 효율적인 영양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영양교육 대상의 행동변화단계와 식

생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이란 인간 행동 변화의 주요 결정인자로 개인

이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

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이나 기대이다(Bandura 1977;

Bandura 1982; Bandura 1993). 자기효능감은 어떤 활동

을 선택하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쏟으며 장애에 직면했을 때

그 활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는 가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자기 효능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은 낮게 지각하는 사람보다

더욱 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자기효능감은 건강행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건강한 습

관을 가지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과 성취된 습관을 유지하는

인내력에 영향을 준다(Kang 2005).

청소년의 식습관과 영양지식에 관련된 연구(Kim 등 1997;

Kim & Lee 2000; Lee 등 2000; Ro 2000; Seo

2000; Kang 2005)나 식이자기효능감에 관련된 연구(Choi

1998; Kim 2000; Kim 2003; Lee & Ha 2003; Lee

& Yun 2003)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행동변화단계에

따른 영양지식, 식이자기효능감 및 식습관과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중

학생의 아침 식사와 운동 행동변화단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각 변화단계에 따른 영양지식, 식이자기효능감 및 식습관점

수 등의 식행동 차이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

조사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편의 추출 방법으로 선정된 경기도 용인시에 소

재한 S초등학교 5, 6학년 200명과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

재한 K중학교 1, 2학년 200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12월 20일부터 12월 29

일까지이며,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 1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

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내용과 표현을 수정·보완

한 후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 회수한 설문지는 초등학교 154

부, 중학교 188부로 총 342부를 분석하고 통계 처리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일반 사항 15문항, 영양지

식 10문항, 식이자기효능감 18문항, 식습관 10문항, 아침식

사와 운동에 대한 행동변화단계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

항의 신뢰도계수는 영양지식에 대한 문항이 0.658, 식이자

기효능감에 대한 문항이 0.765, 식습관에 대한 문항이 0.700

로 신뢰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영양지식

본 연구의 영양지식 설문지는 Ha(2002)의 영양지식 조

사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영양소의 역할, 열량 섭취와 소모

량, 식품 위생 등의 10가지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영양지식

문항의 점수화 기준은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

여 점수화하였다. 

2) 식이자기효능감 

식이자기효능감 문항은 Choi(1998)가 Child Dietary

Self-Efficacy Scale과 Eating Self-Efficacy Scale을

수정하여 만든 총 18문항의 식이자기효능감 조사도구를 사

용하였다. 식이자기효능감 문항은 바람직한 식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가에 관한 효능감 5문항,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

할 수 있는 가에 관한 효능감 4문항, 주변환경의 영향을 물

리칠 수 있는가에 관한 효능감 6문항,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서 음식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는가에 관한 효능감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식이자기효능감의 점수화 기준은 ‘그렇다’에 답

한 경우는 2점, ‘잘 모르겠다’에 답한 경우 1점, ‘아니다’에

답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여 점수화하였고, 총 점수범위

는 0~36점이었다.

3) 식습관

식습관 조사는 Song(1986)이 사용한 식습관 조사표를

변형한 Kim & Chun(2003)의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식습

관을 조사하였다. 총 10문항을 3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예(5~7일)’에 답한 경우 2점, ‘가끔(3~4일)’에 답한 경우

1점, ‘아니오(0~2일)’에 답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여 총

점수범위는 0~20점이었다.

4) 행동변화단계

아침식사의 행동변화단계는 매일 아침식사를 먹은 지 6개

월 이상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5단계(유지단계), 매일 아

침은 먹지만 6개월 이내라고 응답한 경우는 4단계(실행단

계), 매일 아침은 먹지 않지만 1개월 이내에 꾸준히 먹을 계

획인 경우 3단계(준비단계)로, 매일 아침식사를 하지 않으

나 1개월 이후에 꾸준히 먹을 계획인 경우는 2단계(자각단

계), 매일 아침식사를 하지 않으며 6개월 이내에 꾸준히 먹

을 계획이 없는 경우는 1단계(자각이전단계)로 구분하였다.

운동실천단계의 경우에도 아침식사단계와 마찬가지로 5단

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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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는 모두 전산 부호화하여 SPSS Package

14.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모든 자료는 빈도와 백분

율 또는 평균 및 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행동변화단계에

따른 그룹별 비교는 χ2-test 또는 one-way ANOVA를

수행하였다. 영양지식, 식이자기효능감과 식습관은 초중등

학교와 성별에 따른 two-way ANOVA를 수행하고, 그 결

과 유의차가 있으면 Duncan's multiple test를 수행하여 개

개 그룹 간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영양지식, 식이자기효능

감과 식습관사이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결 과 
—————————————————————————

1. 일반사항과 신체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전

체 대상자 중 초등학생이 45.0%(154명), 중학생은 55.0%

(188명)을 차지하였고, 남녀비율로는 남학생이 49.1%(168

명), 여학생이 50.9%(174명)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연령층은 41~50세가 80.1%로 대다수를 차지

하였고, 어머니의 경우 41~50세가 50.8%, 40세 이하가

48.3%로 각각 반 정도씩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169명(52.3%), 대졸 이상 135명(41.8%)이었고,

어머니는 고졸인 경우가 209명(65.3%), 대졸 이상이 87명

(27.2%)이었다. 

대상자의 나이와 체격은 Table 2에 나타나 있다. 대상자

의 만 나이는 초등학생은 평균 11.58세, 중학생은 평균

13.62세였다. 평균 신장은 초등학생 남녀가 각각 152.6 cm

와 152.4 cm로 남녀의 신장에 유의차가 없었으나, 중학생

은 남학생이 평균 164.5 cm, 여학생이 평균 158.7cm로 남

학생이 여학생보다 5.8 cm 정도 컸다. 체중은 초등학교 남

녀 학생은 각각 44.6 kg과 41.6 kg, 중학교 남녀 학생은 각

각 52.7 kg과 46.8 kg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무거웠다. 학생들의 평균체질량지수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Total χ²-value

Gender Boys 77 (50.0)1) 91 (48.4) 168 (49.1) 80.86

Girls 77 (50.0)1) 97 (51.6) 174 (50.9)

Father‘s age Under 40 39 (26.0)1) 20 (10.7) 59 (17.5) 16.846***

41 − 50 109 (72.7)1) 161 (86.1) 270 (80.1)

Over 51 2 (81.4)1) 6 (83.2) 8 (82.4)

Mother's age Under 40 84 (57.9)1) 74 (40.7) 158 (48.3) 10.326*

41 − 50 60 (41.4)1) 106 (58.2) 166 (50.8)

Over 51 1 (80.7)1) 2 (81.0) 3 (80.9)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15 (84.2)1) 13 (87.2) 19 (5.9) 13.737**

High school 61 (42.7)1) 108 (60.0) 169 (52.3)

College graduate 76 (53.1)1) 59 (32.8) 135 (41.8)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9 (86.4)1) 15 (88.4) 24 (87.5) 88.77*

High school 82 (58.2)1) 127 (70.9) 209 (65.3)

College graduate 50 (35.5)1) 37 (20.7) 87 (27.2)

1) number (%) 
*: p < 0.05 **: p < 0.01 ***: p < 0.001 by χ²-test

Table 2. Age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2-way ANOVA

Boys Girls Boys Girls

Age 11.57 ± 0.551,2)a 11.58 ± 0.50a 13.64 ± 60.48b 613.59 ± 0.49b A3)***

Height 152.6 ± 8.90a 152.4 ± 8.90a 164.5 ± 67.80c 158.70 ± 5.30b A***, B**

A*B**

Body weight 44.55 ± 9.03b 41.64 ± 7.83a 52.67 ± 11.22c 646.84 ± 6.81b A***, B***

BMI 19.31 ± 2.69b 17.99 ± 2.25a 19.47 ± 63.33b 618.62 ± 2.26ab B***

1) Mean ± SD
2) Different alphabets at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test (p < 0.05)
3) A: effect of school; B: effect of gender; A*B: interaction of school and gender;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 p < 0.05 **:
p < 0.01 ***: p < 0.001 by 2-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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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19.47의 범위로 나타났는데, 성별에 따른 유의차가

있어서 남학생의 체질량지수가 여학생보다 높았다. 

 

2. 영양지식, 식이자기효능감 및 식습관 점수

조사대상자의 영양지식점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각각

6.00점과 6.62점으로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영양지식 점

수가 높았다(Fig. 1). 남녀간의 유의차는 없었으나, 초등학

교에서는 여학생의 영양지식점수가 높은 경향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식이효능감 점수는 Table 3에 나타나 있

다. 바람직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의 효능감에서 초

등학교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효능감이 유의적으로 높았으

나, 증학교에서는 남녀사이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몸에 좋

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가의 효능감에서는 중학생이 초등

학생보다, 그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효능감이 높게 나타

났다. 주변환경의 영향을 물리칠 수 있는 가의 효능감은 초

중등학교와 성별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부정적인 감정 상

태에서 음식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는가의 효능감에서는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효능감의 총 점수

는 36점 만점 중 24.39점(67.8점/100점)으로 초중등학교

와 성별에 따라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초등학교 여학

생에서 약간 높은 경향이었다. 

대상자의 식습관점수는 Table 4에 나타나 있다. 대상자의

식습관점수는 20점 만점 중 평균 12.57점(62.9점/100점)

으로 전체 평균 점수에서는 유의차는 없었으나, 개별 문항에

서 초중등학교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균형잡힌 식사

를 하는가, 생선이나 육류를 매일 먹는가, 콩으로 만든 식품

을 매일 먹는가 하는 문항에서는 중학생이 유의적으로 좋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매일 우유를 마시는 가의 문항은 초

등학생들이 유의적으로 점수가 높았고, 매일 달걀을 먹는가

하는 문항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점수가 높았다. 매일

녹황색채소를 먹는가 하는 문항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여학

생이 중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영양지식, 식이자기효능감, 식습관 사이의 상관관계는

Table 5에 나타나 있다. 전체대상자의 영양지식점수는 식이

자기효능감 및 식습관과 각각 0.284와 0.227의 상관관계를

보였고(p < 0.001), 식이자기효능감은 식습관과 0.276

(p < 0.001)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영양지식, 식이효능감 및 식습관 사이의 상관계수가 0.222~

0.397로 모두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여학생

의 경우에는 세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남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3. 규칙적인 아침식사와 운동행동변화단계의 분포

규칙적인 아침식사와 운동행동변화단계의 분포는 Table

6과 Fig. 2에 나타내었다. 규칙적인 아침식사 정도에 따라

행동변화단계를 나누었을 때, 자각이전(Precontemplation)

13.6%, 자각(Contemplation) 2.1%, 준비(Preparation)

13.6%, 실행(Action) 11.5% 그리고 유지단계(Mainte-

nance)가 59.1%로 유지단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

나, 규칙적으로 아침식사를 할 의사가 없는 자각이전과 자각

단계를 합친 비율도 15.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학교와 성별에 따른 아침식사 행동단계의 유의차는 없었다. 

Table 3. Dietary self-efficacy of the students

Score 

rang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Total 2-way 

ANOVABoys Girls Boys Girls

Proper meal habit 0 − 10 96.05 ± 2.241)a3) 97.11 ± 1.91b 96.60 ± 2.50ab 96.29 ± 2.11a 96.50 ± 2.23 A*B2)**

Selection of good food 0 − 98 96.13 ± 1.73a 96.79 ± 1.46ab 96.57 ± 1.67ab 97.22 ± 1.14b 96.70 ± 1.55 A**, B***

Effect of social environment 0 − 12 97.96 ± 2.89 97.85 ± 2.92 97.92 ± 2.72 97.51 ± 2.89 97.80 ± 2.85 NS

Effect of negative feeling 0 − 96 94.56 ± 1.82a 95.22 ± 1.54b 94.97 ± 1.54ab 95.12 ± 1.50b 94.98 ± 1.61 B*

Total 0 − 36 23.25 ± 5.93 25.25 ± 5.03 24.62 ± 6.96 24.41 ± 5.37 24.39 ± 5.91 NS

1) Mean ± SD. 
2)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 p < 0.05, **: p < 0.01, ***: p < 0.001 by 2-way ANOVA; A: effect of school; B: effect of gen-
der; A*B: interaction of school and gender 
3) Different alphabets at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test (p < 0.05)

Fig. 1. Nutrition knowledge score of the students1,2)

1) Nutrition knowledge range: 0 − 10 points. 
2) Effect of school by 2-way ANOVA (p < 0.05).
3)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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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etary habit score of the students

Scor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Total 2-way ANOVA

Boys Girls Boys Girls

Eat breakfast daily? 71.52 ± 0.741) 71.69 ± 0.57 71.51 ± 0.75 71.46 ± 0.74 71.54 ± 0.71 NS2)

Eat proper meal size? 71.60 ± 0.69 71.61 ± 0.65 71.67 ± 0.52 71.65 ± 0.61 71.63 ± 0.62 NS

Eat balanced meal? 70.99 ± 0.763)a 71.03 ± 0.74ab 71.31 ± 0.71c 71.24 ± 0.74bc 71.15 ± 0.74 A**

Eat greenish yellow veg. daily? 70.97 ± 0.72a 71.18 ± 0.69ab 71.25 ± 0.68b 71.16 ± 0.66ab 71.15 ± 0.69 A*B*

Eat light colored veg. daily? 71.16 ± 0.78 71.30 ± 0.71 71.34 ± 0.73 71.32 ± 0.65 71.28 ± 0.72 NS

Eat fruit daily? 71.49 ± 0.66 71.51 ± 0.55 71.47 ± 0.64 71.55 ± 0.58 71.50 ± 0.61 NS

Eat egg daily? 71.25 ± 1.31b 70.91 ± 0.61a 70.99 ± 0.67a 70.90 ± 0.64a 71.00 ± 0.85 B*

Eat fish or meat daily? 70.97 ± 0.67a 70.99 ± 0.70a 71.22 ± 0.71b 71.14 ± 0.63ab 71.09 ± 0.68 A**

Eat soy food daily? 71.09 ± 0.67a 71.08 ± 0.64a 71.32 ± 0.68b 71.15 ± 0.71ab 71.17 ± 0.68 A*

Drink milk daily? 71.58 ± 0.64c 71.58 ± 0.68c 71.31 ± 0.80b 71.02 ± 0.85a 71.35 ± 0.79 A***

Total dietary habit 12.52 ± 4.14 12.78 ± 3.31 13.36 ± 3.98 12.57 ± 3.32 12.57 ± 3.70 NS

1) Mean ± SD, Total dietary habit range: 0 − 20 points.
2)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 p < 0.05, **: p < 0.01, ***: p < 0.001 by 2-way ANOVA; A: effect of school; B: effect of gender;
A*B: interaction of school and gender 
3) Different alphabets at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test (p < 0.05)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nutrition knowledge, dietary self-efficacy and dietary habit

Nutrition knowledge Dietary self-efficacy

Ele. Boys Ele. Girls Mid. Boys Mid. Girls Total Ele. Boys Ele. Girls Mid. Boys Mid. Girls Total

Dietary

self-efficacy

0.330** 0.265** 0.302* 0.198 0.284***

Dietary habit 0.302** 0.094 0.222* 0.219* 0.227*** 0.397*** 0.232* 0.316** 0.125 0.276***

Ele. = Elementary school, Mid. = Middle school 
*: p < 0.05, **: p < 0.01, ***: p < 0.001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6. Number of students at each stage of change

Stage of chang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Total χ²-value

Boys Girls Boys Girls

Regular breakfast Precontemplation 11

(16.7)1)
86

(88.6)

88

(11.8)

14

(17.1)

839

(13.6)

10.748

Contemplation 81

(81.5)

81

(81.4)

81

(81.5)

83

(83.7)

886

(82.1)

Preparation 89

(13.6)

88

(11.4)

86

(88.8)

16

(19.5)

839

(13.6)

Action 87

(10.6)

10

(14.3)

87

(10.3)

89

(11.0)

833

(11.5)

Maintenance 38

(57.6)

45

(64.3)

46

(67.6)

40

(48.8)

169

(59.1)

Regular exercise Precontemplation 15

(22.4)

11

(15.9)

15

(22.1)

19

(22.9)

860

(20.9)

31.3062)**

Contemplation 83

(84.5)

10

(14.5)

84

(85.9)

84

(84.8)

821

(87.3)

Preparation 21

(31.3)

36

(52.2)

28

(41.2)

46

(55.4)

131

(45.6)

Action 88

(11.9)

87

(10.1)

85

(87.4)

88

(89.6)

828

(89.8)

Maintenance 20

(29.9)

85

(87.2)

16

(23.5)

86

(87.2)

847

(16.4)

1) number (%) 
2) **: p < 0.01 by χ²-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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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인 운동 행동변화단계의 경우에는 자각이전(20.9%),

자각(7.3%) 준비(45.6%), 실행(9.8%), 유지(16.4%)로

준비단계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남학생

의 경우 5단계(유지단계)가 23.5%와 29.9%로 여학생의

각각 7.2%보다 매우 높았고, 3단계(준비단계)는 여학생이

52.2~55.4%, 남학생은 31.3~41.2%로 여학생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4. 행동변화단계에 따른 영양지식, 식이자기효능감 및

식습관 점수 

규칙적인 아침식사와 운동 행동변화단계에 따라 영양지

식, 식이자기효능감, 식습관 점수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7

과 Fig. 3에 나타내었다. 먼저 규칙적인 아침식사 단계에 따

라 살펴보면, 대상자의 영양지식 점수는 아침식사 행동변화

단계별로 유의차가 없었고, 식이자기효능감 점수도 유의차

는 없었지만 자각단계에서 준비단계로 변화할 때 점수가 많

이 증가하였다. 식습관점수는 행동변화단계가 올라갈수록 증

가하여 5단계는 1과 2단계보다 식습관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규칙적인 운동 행동변화단계에 따라 살펴보면, 영양지식

점수는 아침식사 단계와 마찬가지로 차이가 없었다. 식이자

기효능감의 경우 자각 이전단계가 그 이후의 단계들보다 유

의적으로 효능감 점수가 낮았다. 식습관 점수는 자각이전 또

는 자각단계의 대상자들이 그보다 위 단계의 대상자들보다

점수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Fig. 2. Distribution (%) of students by the stage of change in each school and gender
PC = Pre-contemplation, C = Contemplation, P = Preparation, A = Action, M = Maintenance.

Fig. 3. The score of nutrition knowledge, dietary self-efficacy and dietary habit according to the stage of regular breakfast and
regular exercise
PC = Pre-contemplation, C = Contemplation, P = Preparation, A = Action, M = Maintenance.
Range of nutrition knowledge: 0 − 10 points; dietary self-efficacy: 0 − 36 points; dietary habit: 0 − 20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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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찰
—————————————————————————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

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대상자들의 평균 신장과 체중을

2007년에 개정된 한국인 소아발육기준치(대한소아과학회)

와 비교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11~12세 남녀 신장과 체중

기준치는 각각 145.26 cm와 40.30 kg, 146.71 cm와

39.24 kg으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신장은 기준치보다

4~5% 정도 더 크고, 체중은 6~10% 정도 더 무거웠다. 중

학생의 경우에는 13~14세 남녀 기준치가 각각 159.03 cm

와 50.66 kg, 156.60 cm와 47.84 kg으로 본 연구 대상자

의 경우 남학생은 신장과 체중이 기준치보다 3~4% 정도 높

았으나,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에는 평균 신장은 기준치의

101.3%였으나, 체중은 97.9%로 기준치보다 약간 적게 나

타났다. 

식이자기효능감은 건강행위의 변화와 지속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로 생각하고 있다. Lee & Ha(2003)의 연구에

서 중학교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식이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식이효능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기효능감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므로, 일반적인 자기 효능보다 특정상황에서의

특정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Gu 등 1994). 본 연구에서는 식이효능감 점수를

모두 더한 총 식이효능감은 각 군 간에 유의차가 없었으나,

특정상황별로 식이효능감을 살펴볼 때, 몸에 좋은 음식을 선

택할 수 있는 가와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음식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는가를 묻는 효능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

의적으로 효능감이 높았다.

식이자기효능감 문항은 비만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요인 조

사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본 연구와 같은 조사도구를 사용한

Choi(199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만군과

정상군의 식이자기효능감을 비교하였을 때 비만 아동의 식

이자기효능감이 낮다고 보고한 바 있고, Lee & Ha(2003)

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식이효능감을 조사하였을 때 비만도

가 높을수록 식이효능감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Kim

(2000)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비만도에 따라 식이 효능

감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식습관은 식생활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습성을 의미한다.

식습관은 시대와 문화의 여러 환경적인 배경에 따라 오랫동

안에 걸쳐 형성되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지만, 생활양식이

바뀌면 식습관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초등

학생과 중학생의 평균 식습관점수는 100점 만점에 62.9점

이었는데, Kim & Kim(2007)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

구와 같은 조사도구를 사용하였을 때 식습관점수가 62.7점

이어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같거나 유사

한 조사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식습관을 조사한 연구

(Song 1986; Kim 1995; Kim & Chun 2003)에서는

평균 점수가 42~29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와 중학교에서는 가정교육과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이 어

느 정도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있지만 대학생이 되어서

는 오히려 독립적인 생활양식과 함께 식생활의 균형이 깨어

져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 가에서는 중학생이 초

등학생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매일 우유를 마시는 가의 문항

의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 유의적으로 좋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단체로 우유 급식을 하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결과에서도 중학생의 우유

섭취량은 초등학생에 미치지 못하여 우유 1일 섭취량이 하

Table 7. Nutrition knowledge, dietary self-efficacy and dietary habit score according to stage of change

Stage of change Nutrition knowledge Dietary self-efficacy Dietary habit

Regular breakfast Precontemplation 6.26 ± 2.601) 22.97 ± 6.38 10.72 ± 4.34a2)

Contemplation 6.17 ± 2.04 22.17 ± 7.81 10.33 ± 2.25a

Preparation 6.13 ± 2.15 25.46 ± 4.77 12.21 ± 3.28ab

Action 5.88 ± 2.25 24.15 ± 4.93 12.27 ± 3.64ab

Maintenance 6.64 ± 2.14 25.08 ± 5.74 13.95 ± 2.95b

Regular exercise Precontemplation 5.85 ± 2.47 21.17 ± 5.64a 11.68 ± 3.72a

Contemplation 6.14 ± 2.20 25.19 ± 4.24b 11.81 ± 4.25ab

Preparation 6.79 ± 1.86 25.76 ± 4.82b 13.32 ± 2.78bc

Action 6.43 ± 2.73 25.29 ± 5.54b 13.57 ± 3.89c

Maintanance 6.30 ± 2.43 24.64 ± 5.70b 13.40 ± 3.99bc

1) Mean ± SD
2) Different alphabets at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one-way ANOVA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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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반 컵(100 ml)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민영양조

사로 본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영양권장량에 대한 칼슘의

섭취비율은 55%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중학생의 우유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Jin(2002)은 정상체중과 과체중 중학생의 경우 영양지식

과 식생활태도 사이에 0.17~0.29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식

생활태도와 식습관 사이에도 0.19~0.24의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이지만, 영양지식과 식습관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영양지식점수와 식이자기효능감 및 식습관 사

이의 상관계수가 0.227~0.284로 일관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더 뚜렷

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Kwon & Oh (2003)는 여대생과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식습관, 결식, 가공식품 섭취, 골고루 먹기 및 유제

품에 대한 식행동 변화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조사하였는

데, 실행 유지 단계가 42.6~54.9%, 고려 단계가 27.6~

37.5%, 고려전 단계가 15.1~21.7%의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Oh 등(2004)이 정형외과 환자 또는 건강검진센타를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행동 변화단계를 살펴보았을 때

에는 규칙적인 식사와 가공식품 섭취, 채소 섭취 단계의 경

우 실행과 유지 단계에 속한 사람들이 82.9~86.1%로 높게

나타났으나, 지방섭취 제한의 경우에는 실행과 유지단계에

속한 사람들이 65%로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대장암 환

자들의 경우 대조군보다 지방섭취 제한과 과일 채소 섭취에

서 실행과 유지 단계의 비율이 낮고 고려 단계의 비율이 높

다고 하였다.

Kim(1999)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

사에서 아침식사의 규칙성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도 영향

을 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

생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아침식사와 운동 행동변화 단계를

살펴보았는데, 아침식사의 경우에는 실행과 유지 단계가

70.6%, 고려와 준비단계가 15.7%, 자각 전 단계가 13.6%

로 실행과 유지 단계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으나. 자각 전 단

계도 13.6%나 차지하여 이들을 위한 별도의 영양교육이 필

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 편, 규칙적인 운동 단계의 경우에

는 실행 및 유지가 26.2%, 자각 및 준비가 52.9%, 자각 이

전이 20.9%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대상이 매우 적게 나

타났다. 

McDonell 등(1998) 등은 호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지방섭취제한의 행동변화단계에 따라 영양지식은 변

화 단계에 따라 별 차이가 없었고, 식이지방 섭취량과 지방

섭취를 낮추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인과 이득 요인 점수는 행

동 단계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

구에서도 영양지식은 행동변화단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Oh 등(2000; 2001)은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방

섭취 제한 행동 단계에 따라 자아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았

는데, 지방 섭취제한 행동을 유지하고 실행하는 단계의 사람

들의 자아효능감이 자각과 자각 이전단계의 사람들보다 높

았다고 보고하였다. 한 편, 외국의 여러 연구에서 운동행동

단계와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운동행동단

계가 높을수록 운동에 대한 자기효능감도 높아진다고 보고

하였다(Marcus 등 1992; Nigg & Courneya 1998;

Berry 등 2005). 본 연구에서는 아침식사와 운동행동단계

에 따른 식이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운동

행동 단계가 자각 이전인 경우에는 다른 단계들보다 식이자

기효능감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학생들의 식습관 점수는 아

침식사와 운동의 행동변화단계가 높을수록 식습관점수도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아침식사와 운

동의 행동단계를 살펴보고, 행동단계가 자각 또는 자각이전

단계인 경우에는 식이자기효능감을 올리는 영양교육을 실시

하면 이들의 식습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일부 지역 초등학교 5,

6학년생(154명)과 중학교 1, 2학년(188명)을 대상으로 아

침식사의 규칙성과 규칙적인 운동습관의 행동변화단계 실태

를 파악하고, 각 변화단계에서의 영양지식, 식이자기효능감

및 식습관 점수 등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영양지식점수는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높았으며, 남

녀 간에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식이자기효능감의 총

점수는 초중등학교와 성별에 따라 유의차가 나지 않았으나

초등학교 여학생에서 약간 높은 경향이었다. 식습관 점수는

총점에서는 유의차는 없었으나, 개별 문항에 따라 초중등학

교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전체 대상자들의 영양지식

점수, 식이자기효능감 및 식습관 점수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2) 규칙적인 아침식사 정도에 따라 행동변화단계를 나누

었을 때, 자각이전 13.6%, 자각 2.1%, 준비 13.6%, 실행

11.5% 그리고 유지단계가 59.1%로 유지 단계가 가장 많았

다. 규칙적인 운동 행동변화단계의 경우에는 자각이전 20.9%,

자각 7.3%, 준비 45.6%, 실행 9.8%, 유지단계가 16.4%로

준비단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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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침식사 행동변화단계에 따라 대상자의 영양지식 점

수는 유의차가 없었고, 식이자기효능감 점수도 유의차는 없

었지만 자각단계에서 준비단계로 변화할 때 점수가 많이 증

가하였다. 식습관점수는 행동변화단계가 올라갈수록 증가하

여 유지단계는 자각 이전과 자각 단계보다 식습관 점수가 유

의적으로 높았다. 

4) 운동 행동변화단계에 따라 영양지식 점수는 아침식사

단계와 마찬가지로 차이가 없었다. 식이자기효능감의 경우

자각 이전단계가 그 이후의 단계들보다 유의적으로 효능감

점수가 낮았다. 식습관 점수는 자각이전 또는 자각단계의 대

상자들이 그보다 위 단계의 대상자들보다 점수가 유의적으

로 낮았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운동보다 더 잘

인지하고 실천하고 있었고, 식행동과 운동의 변화단계에서

자각이전 또는 자각단계에 속한 대상자들의 식이자기효능감

과 식습관 점수가 다른 단계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따라서

행동변화단계가 낮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기효능감을 올리

는 효율적인 영양교육의 제공을 통해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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