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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행동이 그릿과 건강증진행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릿과 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남 2개 간호학과 3학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 180부
를 SPSS 21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그릿의 차이는 성별, 건강관심도, 식사습관, 흡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는 건강상태인식, 건강관심도, 식사습관, 음주, 운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릿과 건강증진행위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릿, 식사습관, 운동은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적인 식사습관, 올바
른 운동 및 그릿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교육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융합, 간호대학생, 건강행위, 그릿, 건강증진행위,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larify relationships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grit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through examining differences in those variabl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behavior. Participants were 3rd-year students of nursing science at 2 colleges in Gyeongnam. 
Data collected from them or 180 questionnaire sheets were analyzing using SPSS 21 Program. The study 
found differences in grit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pectively, 
depending on gender, health interest, eating habit or smoking and on perceived health state, health 
interest, eating habit, alcohol or exercise.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grit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f grit, eating 
habit or exercise on the promotion behavio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various education programs 
or strategies should be created to improve nursing college students’ regular eating habits, accurate 
exercise and grit that influence their health promo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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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생활 습관 변화를 가져오고 건강교육을 

통해 건강한 행동의 변화가 가능하다. 대학 시절은 성인 
초기로 평생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 생활에서 대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의 습관화는 매우 중요하다[1]. 

대학생은 스트레스 수준이 일반인보다 높고[2], 대학
생은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패스트푸드, 알콜 섭취 등 
건강에 좋지 못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다. 간호대학생
의 경우, 개인적 스트레스 외에도 엄격한 교육과정, 많은 
학습량, 실습현장 적응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적절한 수면과 식사, 운동을 통한 건
강증진행위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3].

Sharry  & Timmins [4]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 식이영양, 신체활동, 스트레스 관리의 변수들
이 건강증진행위 향상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한, 간호대학생의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자가간호역량은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 요소로 나타났으며[5], 간호
대학생의 건강한 생활 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강
화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생활뿐만 아니라 미래의 의료인
력으로써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주
장하였다[6]. 

개인이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한다는 것은 개인의 안녕
과 자아실현,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행위를 실천하
고자 하는 인식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개인이 건강
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7]. 즉, 대학생
의 건강증진행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태도와 행동 
특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성공적 태도를 높
이는 특성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특성 요소는 노력, 끈기, 
인내 등으로 이는 개인 강점을 장기간 수행하여 발생 되
는 것과 관련 있으며 대표적으로 높은 성취 결과를 대표
하는 개념인  ‘그릿(Grit)’이 있다[8]. 그릿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에서의 실패, 역경, 좌절에도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
한다[9,10]. 그릿의 하위개념은 ‘꾸준한 노력(Perseverance 
of effort)’과 ‘지속적 관심(Consistency of interest)’으
로 구성하고 있다[11].

그릿과 관련된 국내연구는 매우 초기단계이다[12]. 지
금까지 대학생과 관련된 그릿의 국내연구를 보면 진로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인지적, 행동적, 정서
적 진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릿은 긍정적 진

로 성과와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13]. 
그릿과 관련된 간호대학생의 연구는 소수로 진행되었

으며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릿은 간호대학생
의 대학생활 적응[14], 임상수행능력[15], 심리적 안녕감
[16], 임상실습적응[17]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간호대학생 대상 그릿 연구도 진로에 관한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와 개인
의 높은 성취를 위한 태도의 중요성을 본 연구[1,7]을 통
해 간호대학생의 그릿은 건강증진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예견해 볼 수 있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
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해외연구에서 만성질환
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그릿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18]. 

이는 그릿은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정서와 행동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그들의 건강증진행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동이 그릿과 건강증진행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며 나아가 그릿과 건강증진행위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의 기초자료를 제시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동에 따른 그릿

과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확인한다.
2)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행동에 

따른 그릿,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발견하고 관계를 확인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경남 2개의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을 대

상으로 편의표본 추출을 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행동에 따른 그릿, 건강증진행위 차이 융합 연구 59

설명하였으며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으로 시행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ultiple regression에
서 유의수준(α) .05, 중간크기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변수 10으로 설정하여 표본크기를 산출했을 때 표
본 수가 172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탈락률을 고
려하여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불성실한 응
답을 제외하고 최종 18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

까지 모바일 설문으로 평균 20분 소요되며 대상자의 권
리와 윤리를 보호하기 위해 참여대상자의 익명과 비밀을 
보장함과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
음을 설명하였으며, 참여대상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동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동에 따른 그
릿, 건강증진행위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
후분석은 Scheffe로 하였다. 그릿과 건강증진행위의 상
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였으며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2.4 측정도구
2.4.1 건강행위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3차년도(2018)의 건강설문 조사표(성인)에서 일부 
발췌하여 사용하였다[19]. 키, 몸무게, 건강상태, 건강만
족도, 식사, 음주, 흡연, 운동 등과 관련된 문항을 사용하
였으며 키와 몸무게는 BMI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건강
상태, 식사, 음주, 흡연, 운동상태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회귀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건강만족도는 5점 척도 한 문
항으로 측정하였다.

2.4.2 그릿
그릿의 측정도구는 Lee[20]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인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릿은 5점 Likert로 측정하였
으며 점수가 클수록 그릿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고 그릿의 
하위개념은 지속적 관심, 꾸준한 노력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속적 관심 6문항, 꾸준한 노력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Lee[20]의 연구에서 그릿의 지속적 관심 Cronbach's α 
계수는 .811이였으며 꾸준한 노력 Cronbach's α 계수
는 .702이였고 그릿의 총 Cronbach's α 계수는 제시되
지 않았다. 본 연구의 그릿의 지속적 관심 Cronbach's 
α 계수는 .725이였으며  꾸준한 노력 Cronbach's α 계
수는 .727이였고 그릿의 총 Cronbach's α 계수는 .848
이었다.

2.4.3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위의 측정도구는 Lee[21]의 개발한 도구인 

27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다. 점
수가 클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음을 의미한다. 건강증진
행위 하위개념은 예방적 과정, 보호·유지적 과정, 증진적 
과정으로 구성하였으며 예방적 과정 8문항, 보호·유지적 
과정 11문항, 증진적 과정 8문항이다. Lee[21]의 건강증
진행위 변수는 도구개발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
하였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각 .70이상이었다. 본 
연구의 건강증진행위의 예방적 과정 Cronbach's α 계
수는 .772, 보호·유지적 과정 Cronbach's α 계수는 
.870, 증진적 과정 Cronbach's α 계수는 .818, 건강증
진행위의 총 Cronbach's α 계수는 .917이었다. 

3. 연구결과

3.1 연구변수의 정도
연구변수의 정도를 보면 Table 1과 같다. 그릿 평균

은 3.94±.54이며 그릿의 하위요소인 지속적 관심은 
3.84±.58, 꾸준한 노력은 4.05±.56으로 꾸준한 노력이 
그릿의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다. 건강증진행위는 
3.46±.46이고 건강증진행위의 하위요소인 예방적 과정
은 3.65±.65, 보호·유지적 과정은 3.34±.70, 증진적 과
정 3.39±.69으로 예방적 과정이 가장 높은 값을 보이며 
건강증진행위 평균보다 높았다.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행동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행동은 Table 2와 

같다. 성별은 남자 29명(16.1%), 여자 151명(83.9%)이
며, 연령은 25세 미만 130명(72.2%)으로 가장 많았고 건
강상태 인식은 보통이다 93명(51.7%), 좋다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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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아주 좋다 28명(15.6%), 나쁘다 13명(7.2%)로 
응답하였다. 건강관심도는 보통이 90명(50%), 관심 많음 
44명(24.4%), 관심이 매우 많음 30명(16.7%), 관심이 없
음 16명(8.9%)으로 나타났다. 키와 몸무게를 통해 계산
한 비만도(BMI)를 보면 정상이 111명(61.7%), 저체중 
40명(22.2%), 과체중 24명(13.3%), 비만이 5명(2.8%)으
로 나타났다. 아침식사의 경우 거의 먹지 않음(주 1회) 
55명(30.6%), 때때로 먹음 50명(27.8%), 전혀 먹지 않음 
50명(27.5%), 매일 먹음 25명(13.9%)이며 식사습관은 
하루에 2끼가 94명(52.2%)으로 가장 많았다. 간식은 하
루 1회 83명(46.1%), 거의 안함 55명(30.6%), 하루 2회 
33명(18.3%) 순으로 응답하였다. 음주는 가끔 마심(월 2
회) 89명(49.4%), 흡연은 전혀 피운 적이 없음이 127명
(70.6%), 운동은 거의 안함 90명(50%)으로 가장 많이 응
답하였다.

Variables Category N M±SD Cronbach‘s ⍺

Grit

A 6 3.84±.58 .725

B 6 4.05±.56 .727

Total 12 3.94±.54 .848

HPB

C 8 3.65±.65 .772

D 11 3.34±.70 .870

E 8 3.39±.69 .818

Total 27 3.46±.46 .917

HPB: Heath promotion behavior
A: Consistency of interests
B: Persistence of effort
C: Preventive process
D: Protection and maintenance process
E: Promotion process

Table 1. Variables scores and reliability

3.3 일반적 특성 및 건강행동에 따른 그릿, 건강증진
행위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행동에 따른 그릿과 
건강증진행위 차이는 Table 2와 같다. 먼저 그릿의 차이
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t=-2.103, p=.037), 건강관심
도(F=3.196, p=.025), 식사습관(F=3.343, p=.038), 흡연
(F=5.256, p=.002)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3.98±.54)이 남학생(3.75±.48)
보다 높게 나타났다. 건강관심도는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학생(4.15±.41)으로 가장 높은 점수이며 사후분석에서 

관심이 매우 많음(3.93±.73)으로 응답한 학생이 관심이 
없음(3.76±.53)보다 높게 나타났다. 식사습관은 하루에 
2끼는 먹는다고 응답한 학생(4.04±.52)이 가장 높은 점
수로 나타났다. 흡연습관은 가끔 피운다고 응답한 학생
(4.25±.50)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사후분석에서 가
끔 피운다는 학생(4.25±.50)이 매일 피우고 있다의 학생
(3.61±.66)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상태인
식(F=4.499, p=.005), 건강관심도(F=6.212, p<.001), 식
사습관(F=7.615, p=.001), 음주(F=8.530, p<.001), 운동
(F=7.556,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상태인식의 경우 아주 좋다고 응답한 학생
(3.77±.73)이 나쁘다(3.25±.58)고 응답한 학생보다 건
강증진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심도는 관
심이 매우 많음(3.71±.71), 보통(3.50±.39), 많음
(3.40±.67)으로 응답한 학생이 관심 없음(2.29±.68)으
로 응답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식사습관은 하루 3끼
를 먹음(3.52±.49)과 하루 2끼를 먹음(3.58±.57)으로 
응답한 학생이 불규칙한 식사습관을 가진다고 응답한 학
생(3.20±.6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음주는 가끔 마심
(3.41±.49), 자주 마심(2.97±.76), 전혀 안마심
(3.57±.66)의 학생이 거의 안마심(3.70±.53) 학생과 건
강증진행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안마
심으로 응답한 학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운동은 
매일 운동하는 학생(3.84±.52)이 한달에 가끔
(3.30±.44)으로 응답한 학생과 거의 안함(3.33±.59)으
로 응답한 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3.4 그릿과 건강증진행위 상관관계
그릿과 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 Table 4와 같다. 그릿은 건강증진행위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531, p<.001)가 있
었다. 그릿의 하위개념과 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를 보
면, 그릿의 지속적 관심은 예방적 과정(r=.357, p<.001), 
보호·유지적 과정(r=.506, p<.001), 증진적 과정(r=.493, 
p<.001)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릿의 
꾸준한 노력은 예방적 과정(r=.358, p<.001), 보호·유지
적 과정(r=.444, p<.001), 증진적 과정(r=.426, p<.001)
과 모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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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 Heath behavior Category N %

Grit Heath promotion behavior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Gender Male 29 16.1 3.75 ±.48 -2.103
(.037)

3.39 ±.61 -.756
(.451)

Female 151 83.9 3.98 ±.54 3.48 ±.58
Age

(year)
<25 130 72.2 3.98 ±.56 2.007

(.115)
3.52 ±.58 1.473

(.224)25-29 39 21.7 3.78 ±.47 3.35 ±.63
30-39 6 3.3 4.23 ±.28 3.25 ±.39

>40 5 2.8 3.90 ±.47 3.20 ±.25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good a 28 15.6 4.05 ±.54 1.464
(.226)

3.77 ±.73 4.499
(.005)
a>dGood b 46 25.6 4.00 ±.47 3.54 ±.59

Usually c 93 51.7 3.91 ±.51 3.36 ±.44
Not good d 13 7.2 3.71 ±.85 3.25 ±.58

Health interest Very many a 30 16.7 3.92 ±.73 3.196
(.025)
a>d

3.71 ±.71 6.212
(<.00l)
abc>d Many b 44 24.4 4.15 ±.41 3.40 ±.67

Usually c 90 50.0 3.89 ±.50 3.50 ±.39

Not many d 16 8.9 3.76 ±.53 2.92 ±.68

BMI
Underweight(<19) 40 22.2 4.10 ±.43 1.828

(.144)
3.57 ±.59 1.402

(.244)
Normal(20-24) 111 61.7 3.90 ±.56 3.41 ±.61

Overweight(25-29) 24 13.3 3.91 ±.54 3.57 ±.47

Obesity(>30) 5 2.8 3.94 ±.54 3.18 ±.38
Breakfast Seldom (1/week) 55 30.6 3.94 ±.51 .502

(.682)
3.39 ±.70 1.387

(.248)Seldom (2-3/week) 50 27.8 4.02 ±.53 3.48 ±.53
Every day 25 13.9 3.88 ±.51 3.67 ±.55

None 50 27.8 3.90 ±.54 3.42 ±.51
Eating habits 3/day a 35 19.4 3.89 ±.45 3.343

(.038)
3.52 ±.49 7.615

(.001)
a,b>c2/day b 94 52.2 4.04 ±.52 3.58 ±.57

Irregular c 51 28.3 3.80 ±.54 3.20 ±.60
Snack None 55 30.6 3.93 ±.57 .879

(.453)
3.51 ±.61 .603

(.614)1/day 83 46.1 3.97 ±.53 3.49 ±.55
2/day 33 18.3 3.85 ±.34 3.37 ±.68
>3/day 9 5.0 4.16 ±.34 3.32 ±.31

Alcohol Seldom(2/month) a 89 49.4 3.91 ±.47 .960
(.413)

3.41 ±.49 8.530
(<.001)
a,b,d>cSeldom(<1/month) b 46 25.6 4.06 ±.59 3.70 ±.53

Frequently(>1/week) c 19 10.6 3.88 ±.52 2.97 ±.76
No d 26 14.4 3.89 ±.66 3.57 ±.66

Smoking Sometimes a 12 6.7 4.25 ±.50 5.256
(.002)
a>d

3.54 ±.55 2.481
(.063)Past:yes, Now:no b 14 7.8 3.95 ±.47 3.24 ±.62

No c 127 70.6 3.98 ±.49 3.52 ±.52
Everyday d 27 15.0 3.61 ±.66 3.25 ±.79

Exercise Everyday a 19 10.6 3.89 ±.56 1.975
(.119)

3.84 ±.52 7.556
(<.001)
a>c,dSometimes a week b 41 22.8 4.12 ±.46 3.69 ±.56

Sometimes a month c 30 16.7 3.92 ±.40 3.30 ±.44
No d 90 50.0 3.88 ±.59 3.33 ±.59

Table 2. Differences of study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ath behavior
(N=180)

Grit Heath promotion behavior 

Grit 1

Heath promotion behavior r=.531
(p<.001) 1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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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t HPB

A
r(p)

B
r(p)

C
 r(p)

D
r(p)

E
r(p)

Grit
A 1

B .778
(p<.001) 1

HPB

C .357
(p<.001) 

.358
(p<.001) 1

D .506
(p<.001) 

.444
(p<.001) 

.575
(p<.001) 1

E .493
(p<.001) 

.426
(p<.001) 

.473
(p<.001) 

.792
(p<.001) 1

 HPB: Heath promotion behavior
 A: Consistency of interests
 B: Persistence of effort
 C: Preventive process
 D: Protection and maintenance process
 E: Promotion process

Table 4. Correlations among sub-variables

3.5 건강증진행위의 영향 요인 
건강증진행위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010 .301 3.351 .001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Ref: Not good) .104 .077 .087 1.346 .180

Usually
(Ref: Not good) -.039 .141 -.017 -.274 .784

Health interest .081 .042 .121 1.939 .054

Eating 
habits

3/Day
(Ref: Irregular) .217 .105 .147 2.071 .040

2/Day
(Ref: Irregular) .224 .084 .191 2.680 .008

Alcohol 
(Ref: No) -.114 .105 -.068 -1.086 .279

Smoking
 (Ref: No) -.063 .105 -.038 -.598 .550

Exercise
(Ref: No) .357 .118 .188 3.033 .003

Grit .517 .069 .474 7.452 <.001

 R²= .401, Adj. R²= .369, F=12.656, p<.001
 Ref: Reference

Table 5. Variables affecting heath promotion behavior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행동에 따른 건강증진행
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인 건강상태인식(기준변
수: 나쁨), 식사습관(기준변수: 불규칙), 음주(기준변수: 
음주하지 않음), 흡연(기준변수: 흡연하지 않음), 운동(기
준변수: 운동하지 않음)을 더미변수로 전환 후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이들 변수와 그릿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으

며 건강증진행위를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산팽창지수(VIF)는 1.10∼1.46, 공차는 

.69∼.92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은 것
으로 보여진다.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그릿(β=.474, p<.001), 식사습관이 하루 2끼(β
=.191, p=.008), 식사습관이 하루 3끼(β=.147, p=.040), 
운동(β=.188, p=.003)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변인이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40.1%
로 나타났다(F=12.656,  p<.001). 

즉, 간호대학생의 그릿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
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불규칙한 식사습관보다 하루 2
끼, 3끼를 섭취하는 학생과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보다 
운동을 하는 학생이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
을 확인하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행동이 
그릿과 건강증진행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그릿과 건강증진행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
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 선행연구는 
다수가 진행되었지만 그릿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
로 본 연구에서는 그릿과 건강증진행위의 차이와 관계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그릿 평균은 3.94±.54이며 그릿의 
하위요소인 지속적 관심은 3.84±.58, 꾸준한 노력은 
4.05±.56으로 나타나 꾸준한 노력은 그릿의 총 평균보
다 높은 점수를 보인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와 비교해보면, Lee와 Park[14]의 연구에서 그릿 평
균은 3.31±.31이며 그릿의 하위요소인 지속적 관심은 
3.27±.50, 꾸준한 노력은 3.36±.53으로 나타났으며 
Cho와 Yun[15]의 연구에서 그릿 평균은 3.19±.48이며 
그릿의 하위요소인 지속적 관심은 3.12±.60, 꾸준한 노
력은 3.22±.64으로 나타나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건강증진행위는 평균은 3.46±.46이고 건강증진행위
의 하위요소인 예방적 과정은 3.65±.65, 보호·유지적 과
정은 3.34±.70, 증진적 과정 3.39±.69으로 예방적 과
정이 가장 높고 건강증진행위의 평균보다 높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행동이 
그릿에 차이가 있는 특성을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관심도는 보통으로 응답한 학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지만 관심이 매우 많음으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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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이 관심이 없음보다 높게 나타났다. 식사습관은 
하루에 2끼는 먹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흡연습관은 가끔 피운다고 응답한 학생이 매일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행동이 건강증진행
위의 차이를 보면, 건강상태 인식의 경우 아주 좋다고 응
답한 학생이 나쁘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건강증진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심도는 관심이 매우 많
음, 보통, 관심이 많음으로 응답한 학생이 관심 없음으로 
응답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식사습관은 하루 3끼를 
먹음과 하루 2끼를 먹음으로 응답한 학생이 불규칙한 식
사습관을 가진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음주
는 가끔 마심, 자주 마심, 전혀 안마심의 학생이 거의 안
마심 학생과 건강증진행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운동 습관은 매일 운동하는 학생이 한달에 가끔으로 
응답한 학생과 거의 안함으로 응답한 학생보다 높은 점
수를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그릿에 대한 차이 연구가 없어 직접 비
교가 어렵지만 유사한 연구결과와 비교를 해보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운동은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차이 변수였으며, 운동은 주 3∼4회 한다고 응답
한 학생이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 둘 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22]. 또한,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
위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경우가 보통보다 평균
이 유의하게 높았으며[7],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식사습관은 그릿과 건강증진행위에 유의
한 차이 변수로 나타났는데 불규칙한 식사습관을 가지는 
학생보다 2끼 이상을 규칙적으로 먹는 학생이 높으며, 3
끼 섭취보다는 2끼를 섭취하는 학생들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규칙적인 습관은 자연스럽게 그릿과 
건강증진행위에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대학생의 경우 하루 3끼 식습관으로 모두 챙겨 
먹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보통 2끼를 먹는 패턴으로 보
인다. 그러나 간호대학생 연구[23]에서는 하루 2끼 
59.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식사습관과 건강증진
행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는 차
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건강증진행위의 관
계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건강증진행위에 
그릿, 식사습관이 하루 2끼, 운동, 식사습관이 하루 3끼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행동
계획수립은 정해진 시간 혹은 정해진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겠다는 약속과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략과 강화 요건들을 규명하는 것이라 하였으며[23], 간
호대학생의 자아효능감은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요인[22]으로 나타나 이는 긍정적 태도 변화를 일
으키는 개인의 특성 요인 관점인 그릿과 유사한 맥락으
로 해석해 본다면 본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의 운동 유무는 운동을 하는 집단이 운동
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건강증진행위의 점수가 높게 나
타났으며[24],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당 운동량에서 ‘안 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 3～4회’
인 경우, ‘주 5 이상’인 경우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나[25], 이는 본 연구와도 유사한 결
과이다.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는 건강상태의 인식과 건
강관심도를 높이는 것과 식사 시간의 규칙적 습관은 그
릿과 건강증진행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간호대
학생의 건강상태 인식과 건강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며 건강증진행위를 높여줄 
수 있는 운동과 관련된 유익한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
이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의식적으로 규칙적인 식
습관, 좋은 운동 습관을 갖게 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인 그릿을 강화할 수 있는 건강 프
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향후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의 확인이 
재차 요구된다.

본 연구는 경남 2개 대학의 3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지
역과 대상이 제한적이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과 
대상을 넓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릿
과 건강증진행위의 관계 연구를 하였으나 선행연구가 부
족하여 논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도
구는 2017년 한국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로 향후 연구에서 이 도구를 사용한 
연구와 결과 비교를 통해 풍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행동이 
그릿과 건강증진행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며 
나아가 그릿과 건강증진행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대상은 경남 2개 간호학과 3학년 학생 200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불성실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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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제외하고 최종 18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릿의 차이를 보면 성
별, 건강관심도, 식사습관, 흡연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보면 건강상태인식, 건강관심도, 
식사습관, 음주, 운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그릿과 건강증진행위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릿, 식사습관, 운동은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정(+)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는 자신의 건강관
리뿐만 아니라 미래 간호사로서 타인의 건강행위를 높여 
줄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로써 건강 행동 
인식에 대한 중요성 고취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건강증
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적인 식사습관, 올바른 운
동, 그릿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교육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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