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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lthough the prevalence rate of chronic diseases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an unhealthy diet in Korea, nurses may not
have enough nutritional knowledge to educate their patien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vel of nurses’ nutritional knowledge for
chronic diseases as well as for strokes, and the needs for nurses’ nutritional education. Methods: This research is a descriptive research
conducted from April to August of 2014, on 242 nurses who work with stroke patients, in two tertiary general hospitals in the city of
Seoul, South Korea. Results: The average nutritional knowledge score of our subjects was 19.9± 2.51 (range 12-24). The correct response rate was 83% which was higher than expected. However, many nurses (31-66%) answered incorrectly on items such as ‘Drinking low-fat milk is better than whole milk’, and ‘Seasoning with a large amount of soy sauce instead of salt can reduce sodium consumption’. We also found that nurses who received continuing education regarding nutrition scored higher than those who did not
(p= .020).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nutritional knowledge and the need for nutritional education (r= .034, p= .601). Conclusion: The level of nutritional knowledge of the nurses was relatively low and irrelevant to the completion of nutrition courses during university or duration of experience. Rather, the relevance was higher when the nurse received nutrition-related training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Our results imply that continuous nutritional education is necessary for hospital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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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주요어: 간호사, 영양 지식, 교육 요구도, 만성질환, 뇌졸중

서 론

섭취와 항산화 식품인 채소, 과일 섭취부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
다[2,3]. 고혈압의 경우 발병 초기에는 저염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나

1. 연구의 필요성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고지혈증,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의 발생이 급

[4]. 이러한 만성질환은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과 같은 중

증하고 있다[1]. 이는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과다한 지방질

증질환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우리나라의 고혈압,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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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과 같은 뇌졸중 선행질환의 유병률과 진료비가 증가 추세이며, 뇌
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단일 질환으로는 1위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5].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하
는데 영양과 식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6]. 건강한 식습관은 영양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뇌졸중 관련 영양지식 정도와 영양교육 요
구도 및 그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지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7]. 뇌졸중 재발 위험인자인 비만, 고혈
압,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당은 환자의 식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조

2. 연구 대상

절이 가능하며 위험인자를 잘 조절하면 뇌졸중 재발을 방지할 수

서울시 내 2개의 3차 종합병원 뇌졸중 환자가 입실하는 4개의 과

있으므로[8], 환자가 퇴원 전 뇌졸중 재발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이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

필요하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간호사는 입원기간 동안 환자들에게 정확하고 실제적인 정

표본 크기는 표본 수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

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하는 데 좋은 위치에 있다[9,10]. 그러므로 간

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에 필요한 최소표본의 크기를 구한 결과 유

호사가 뇌졸중 환자의 식습관 변화를 동기화하고 행위 변화를 유

의수준을 .05, 효과크기를 .3, 그리고 통계적 검정력을 .7로 하였을

도하는 영양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지식을 갖춰야 할 것

때 표본 수는 212명이 도출되었다.

이다[9,11].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 간호사의 영양지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9,12,13], 특히 고지혈증과 비만 관련 영양지식

3. 연구 도구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부과정에서 영양과 식이 교육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최종 학력, 근무지, 결혼상

부재하거나, 영양교육 내용이 최근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태, 총 임상 경력, 학부과정에서 영양교과목 수강 여부(예/아니요),

가능성에 기인한다[9]. 또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영양 관련 지속

그리고 학부 졸업 후 영양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예/아니요)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할 가능성도 있다[9,12,14]. 또한 선행연구

를 조사하였다. 뇌졸중 관련 영양지식 정도와 영양교육 요구도는

에서 사용한 영양지식 측정 도구의 난이도가 높아 간호사의 영양

Baek [1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Baek [15]의 도구

지식 정도가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12].

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도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뇌졸중 위험요인인 만성질환 관련
영양지식을 포함하여 뇌졸중 영양지식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연구

구의 난이도와 신뢰도 확인 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도구 수정 절
차는 다음과 같다.

가 없다. 따라서 환자 간호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만성질환
관련 영양지식을 뇌졸중 관련 영양지식으로 정의하고 간호사의 뇌
졸중 관련 영양지식 정도와 영양교육 요구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1) 뇌
 졸중 관련 영양지식 정도와 영양교육 요구도 측정 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

도구의 내용 타당도는 문항에 대해 전문가 5인(도구 개발자 1인,
2. 연구 목적

영양학 교수 1인, 간호학 전문가 3인)이 평가하였으며, 뇌졸중 관련

본 연구는 병원에서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영양지식 정도 측정 도구의 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95, 뇌졸

뇌졸중 관련 영양지식 정도와 영양교육 요구도 및 그 관련요인을

중 관련 영양교육 요구도 측정 도구의 CVI 는 .98이었다. Baek [15]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개발한 도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도구의 문항들

1) 간호사의 뇌졸중 관련 영양지식 정도와 뇌졸중 관련 영양교육
요구도를 파악한다.
2)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졸중 관련 영양지식 정도와

이 환자에게 직접 교육이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간호사를 대
상으로 뇌졸중 관련 영양지식과 영양교육 요구도를 측정하기에 적
절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뇌졸중 관련 영양교육 요구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간호사의 뇌졸중 관련 영양지식 정도와 영양교육 요구도의 관
계를 파악한다.

2) 뇌졸중 관련 영양지식 정도와 영양교육 요구도 측정 항목에
대한 난이도와 신뢰도 평가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은 도구의 난이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www.bionursingjourn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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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 후, 본 연구가 시작되기 전 1주 동

및 설문 내용의 유출 방지를 위해 설문지는 수거 즉시 연구자가 직

안 서울 시내 1개 3차 종합병원의 뇌졸중 환자가 입실하는 병동에

접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였고, 동의서와 설문지는 시건 장치가 있

근무하는 간호사 중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간호사 16명을 편의 표출

는 연구자의 개인 사무실에 보관하여 연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

하여 시행하였다. 뇌졸중 관련 영양교육 요구도 측정 도구는 Baek

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논문이 발표된 후에 분쇄하여 폐

[15]의 연구에서 3점 척도로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일반

기할 예정이다.

인이 아닌 의료인인 점을 고려하여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
해[16] 4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예비연구에서 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뇌졸중 관련 영양지식 정도 측정도구는 .78, 뇌졸중
관련 영양교육 요구도 측정 도구는 .89였다. 예비연구에서 뇌졸중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
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관련 영양지식 정도는 평균 19.5점으로 81%의 정답률을 보여, 뇌졸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영양교육 관련 특성, 뇌졸중 관련 영

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Baek [15]의 연구 결과(정답률: 79%)와 유사

양지식 정도와 영양교육 요구도는 기술 통계 방법을 이용하

하였다.

여, 빈도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뇌졸중 관련 영양지식 정도 측정 도구는 24문항으로 질문에 대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뇌졸중 관련 영양지식 정도와 영양교

해 맞으면 1점, 틀리거나 모를 경우 0점으로(range 0-24) 총점이 높을

육 요구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 way ANOVA, Chi-

수록 뇌졸중 관련 영양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뇌졸중 관련

square test를 통해서 검정하였다.

영양교육 요구도 측정 도구는 14문항으로 ‘전혀 알고 싶지 않다’ 1점,
‘별로 알고 싶지 않다’ 2점, ‘약간 알고 싶다’ 3점, ‘매우 알고 싶다’ 4점
으로(range 14-56) 총점이 높을수록 영양교육 요구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3) 뇌졸중 관련 영양지식 정도와 영양교육 요구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분석하였다.
(4) 뇌졸중 관련 영양지식과 영양교육 요구도 측정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로 분석하였다.
(5)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로 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 수집

서울시 내 2개 3차 종합병원의 뇌졸중 환자가 입실하는 4개 병동

연구 결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전수 조사하였다. 예비조사는 2014년 4월에 이뤄졌으며, 본 연구의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료수집은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이뤄졌다. 설문지를 배부한 대

뇌졸중 환자가 입실하는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전수를 대상

상자는 총 270명이었다. 그중 27명이 설문지 작성을 거부하였고, 불

으로 270부의 설문지를 배부 하고 242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설문

완전하게 작성된 설문지 1부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242명의 대상

응답률은 89%(242/270)였다. 두 병원 간 간호사의 학력(x2 =13.02,

자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해당 부서를 직접

p = .011)을 제외한 일반적 특성은 대상자 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 학

방문하여 설문지 배포 후 작성하도록 하고, 이후 설문지를 수거하

력을 제외하고 두 군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였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7.2 ± 3.87세(range 21-59)였고, 임상경력은
평균 4.0 ± 3.80년(range 0.1-27)이었다. 학부 교과과정에서 영양교과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S대 IRB의 승인을 받은 후

목을 수강한 대상자는 174명(71.9%), 학부 졸업 후 영양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68명(28.1%)이었다(Table 1).

시행하였다(IRB No. E1403/001-004). 또한 해당 부서에 연구의 목적
과 자료 수집 방법을 설명한 후 대상자 접근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2. 뇌졸중 관련 영양지식 정도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참여 동의 시 서면 동의

영양지식 정도는 평균 19.8± 2.51점(range 12-24)이었다. 영양지식

를 받았으며, 서면 동의 전 연구의 목적 및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

문항 중에서 정답률이 80% 미만인 문항은 총 24문항 중 9개였다

보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설문 작성 중에도 연구 참여

(Table 2). 대상자의 나이, 학력, 근무지, 경력, 그리고 학부에서 영양

중단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에 따른 영양지식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대

작성에 대한 보상으로 대상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개인정보

상자의 영양지식 정도는 미혼인 경우, 기혼 간호사에 비해(p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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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영양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간호
사에 비해(p = .020)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Table 3).

3. 뇌졸중 관련 영양교육 요구도

영양교육 요구도는 평균 3.29 ± 0.59(range 1-4)점이었다. 영양교육
요구도 14개 문항 중 요구도가 평균보다 높은 항목은 ‘뇌졸중 환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Nurses
Variables



Categories

Age (year)

Level of education

Units

Marital status

< 27
≥ 27
Associate degree
Bachelor’s degree
≥ Master’s degree
Intensive care unit
Neurological surgery
Neurology
Rehabilitation medicine
Single
Married

Years of experience (year)

Received nutrition education
in college
Received nutrition education
after graduation

<4
≥4
Yes
No
Yes
No

(N= 242)
n (%)
27.2 ± 3.87†
118 (48.8)
124 (51.2)
54 (22.4)
181 (74.7)
7 (2.9)
154 (63.7)
34 (14.0)
30 (12.4)
24 (9.9)
204 (83.9)
38 (15.7)
4.0 ± 3.80†
151 (62.4)
91 (37.6)
174 (71.9)
68 (28.1)
68 (28.1)
174 (71.9)

에게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음식’, ‘현재 복용 중인 약과 관련
하여 조심해야 하는 식품’, ‘영양성분표에서 뇌졸중 환자가 주의해
서 봐야 할 점’, ‘저염식 실천 방법에 대하여’, 그리고 ‘저지방식이 실
천 방법에 대하여’ 였다(Table 4).
대상자의 나이, 학력, 경력, 학부에서 영양교과목을 수강한 경험,
그리고 졸업 후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에 따른 뇌졸중 관련 영양교
육 요구도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영양교육 요구도는 중환자실에 근
무하는 경우(p = .010), 미혼인 경우(p = .00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Table 5).
4. 뇌졸중 관련 영양지식 정도와 영양교육 요구도 간의 상관관계

뇌졸중 관련 영양지식 정도와 영양교육 요구도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영양교육 요구도와 영양지식 정도는 상관관계가 없었
다(r= .034, p = 601).

Mean ± SD.		

†

Table 2. Correction-response Rate of Nutrition Knowledge in the Nurses



(N = 242)

Items
1
Stroke recurrence is not related to food.
2
It is better to eat balanced meals from various food items than eating a large amount of certain healthy food items.
3
Nutritional balance can be achieved by eating large meals for lunch and dinner even if you skip breakfast.
4
It is okay not to eat whole-grain foods because they are difficult to chew.
5
If you have diabetes, consuming large amount of honey is good.
6
It is good to drink only a low amount of unsweetened juice because it does contain sugar.
7
It is good to eat chicken with chicken skin.
8
Chicken breast is better than bacon and ribs
9
Grilling of steaming fish or meat is a good cooking method.
10
You should eat more egg yolks than egg whites.
11
Animal meat (beef, pork, chicken, etc.) should not be eaten.
12
Soy products (soy milk, tofu) are good for stroke prevention.
13
It is good to eat lightly boiled or raw vegetables.
14
It is good to eat a large quantity of vegetables.
15
Nuts should be avoided.
16
Foods with high cholesterol should not be eaten.
17
Vegetable oils (sesame oil, soybean oil, perilla oil) are good to eat.
18
Drinking low-fat milk is better than whole milk.
19
Fruits prevent stroke recurrence due to its antioxidant contents.
20
Eating high-fiber foods such as algae, vegetables, and fruits reduces cholesterol level in body.
21
A high salt diet increases stroke susceptibility.
22
It is better to eat the solid ingredients than drinking the broth of a soup.
23
Seasoning with a large amount of soy sauce instead of salt can reduce sodium consumption.
24
Bread and noodle do not contain salt.
Total score†

Correct answer

n (%)

No
Yes
No
No
No
Yes
No
Yes
Yes
No
No
Yes
Yes
Yes
No
No
Yes
Yes
Yes
Yes
Yes
Yes
No
No

181 (74.8)
238 (98.8)
227 (93.8)
236 (97.5)
224 (92.6)
192 (79.3)
175 (72.3)
193 (79.8)
211 (87.2)
206 (85.1)
198 (81.8)
197 (81.4)
221 (91.3)
192 (79.3)
228 (94.2)
228 (90.1)
205 (84.7)
167 (69.0)
177 (73.1)
189 (78.1)
196 (81.0)
226 (93.4)
81 (33.5)
235 (97.1)
19.8 ± 2.51

Mean ± 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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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숙희· 최스미· 백지현 외 2인

논 의

기인한다. 둘째, 영양 관련 구체적인 수치나 성분을 묻지 않아 지식
정도가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과 뇌졸중 관련 영양

선행 연구와 비교해서 졸업 후 영양 관련 지속교육 참여 기회를 많

지식과 영양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뇌졸중

이 가진 것에 기인할 수도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28.1%가 졸업 후

관련 영양지식 정도는 평균 19.9점으로 83%의 정답률을 보였다. 간

영양 관련 교육 경험이 있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14-16%만이 영양

호사의 뇌졸중 관련 영양지식 정도를 조사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직

관련 지속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12,13] 본 연구자의 주장을 뒷

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본 연구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영양

받침한다.

지식을 측정한 선행연구 결과(정답률: 58.4-66%)보다 높았다

본 연구 결과 간호사의 영양지식 정도가 뇌졸중 환자의 영양지

[9,12,13]. 선행연구에 비해서 본 연구의 영양지식 점수가 높게 측정

식 정도(평균 19점)를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된 이유는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가 환자의 식이상담에 바

은 예상치 못한 결과이다[15]. 선행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정기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환자를 위한 도구로 난이도가 낮았을 가능성에

로 외래를 방문하는 건강관리 이행도와 식이지식 수준이 높은 환

Table 3. Differences in Level of Nutrition Knowledg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 242)

Variables

Categories

Mean ± SD

t/F

p

Age (year)

< 27
≥ 27
Associate degree
Bachelor’s degree
≥ Master’s degree
Intensive care unit
General wards†
Single
Married
<4
≥4
Yes
No
Yes
No

19.97 ± 2.45
19.81 ± 2.58
19.89 ± 2.52
19.92 ± 2.52
19.14 ± 2.11
19.97 ± 2.52
19.74 ± 2.48
19.74 ± 2.61
20.71 ± 1.64
19.83 ± 2.56
19.99 ± 2.42
20.07 ± 2.37
19.43 ± 2.79
20.49 ± 2.62
19.66 ± 2.43

0.52

.603

0.32

.727

-0.70

.484

3.01

.003

-0.48

.629

1.80

.073

2.33

.020

Level of education

Units
Marital status
Years of experience
Received nutrition education in curriculum
Received nutrition education after graduation

General wards include neurological surgery, neurology, and rehabilitation medicine wards.						

†

Table 4. Score of Nutrition Educational Needs

(N= 242)

Items

Mean ± SD

1
Foods that are encouraged or discouraged for stroke patients
2
Food recipes for stroke patients
3
Foods to be careful due to possible interactions with prescribed medications
4
Foods to avoid when dining out
5
How to read the nutrition facts when purchasing food items
6
Nutrition fact items to be considered especially for stroke patients
7
Meat selections for stroke patients and the cooking methods
8
Fish selections for stroke patients and the cooking methods
9
Vegetable selections for stroke patients and the cooking methods
10
Soy selections for stroke patients and the cooking methods
11
Fruit selections for stroke patients and the cooking methods
12
Dairy product selections for stroke patients and the cooking methods
13
Instructions on low-salt diet
14
Instructions on low-fat diet
Total mean†
Total score†

3.38 ± 0.57
3.14 ± 0.65
3.60 ± 0.53
3.18 ± 0.65
3.29 ± 0.67
3.38 ± 0.58
3.23 ± 0.55
3.19 ± 0.56
3.20 ± 0.55
3.20 ± 0.55
3.20 ± 0.55
3.20 ± 0.56
3.46 ± 0.62
3.42 ± 0.61
3.29 ± 0.59
42.60 ± 5.88

Mean ± 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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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라고는 하나 간호사가 환자와 비슷한 수준의 영양지식을 갖

성 식이섬유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는 사실을 잘 모르

추고 있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세부 항목 분석 결과

고 있었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9,12,17]. ‘닭고기는 껍

‘무가당 주스에도 당분이 있으므로 적게 먹는 것이 좋다.’ 문항과 ‘채

질까지 먹는 것이 좋다.’, ‘삼겹살, 갈비보다 닭 가슴살이 더 좋다.’, ‘우

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 문항의 정답률은 선행연구보다 낮았다

유는 저지방 우유를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해조류, 과일, 채소와

[15]. 또한‘먹는 음식과 뇌졸중은 관련이 없다.’ 문항의 정답률은

같이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감소한다.’ 문항

74.8%로 간호사의 경우 음식-질병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의 정답률은 각각 72.3%, 79.8%, 69%, 78.1%였다. 지방 섭취와 관련된

으로 보인다. 더불어 ‘항산화 식품인 과일은 뇌졸중 재발을 막는다.’

영양지식 점수가 낮은 것은 간호대학의 영양교과 과정이 한국의 식

문항의 정답률은 78%로 간호사는 최근의 영양 정보에 대한 지식도

생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9]. 전

부족한 것으로 보여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영양교육을

통적인 한국 음식은 쌀, 야채, 김치와 같이 대사질환과 심혈관 질환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간호사 대상

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식품들로 구성되어[19,20], 지방 섭취와

의 지속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비만은 한국에서 주요한 건강문제가 아니었다[9]. 그러나 최

본 연구 결과 간호사의 영양지식 정도는 졸업 후 영양 관련 교육

근 전통 한국 식단이 서구식 식단으로 부분 전환되어 한국인의 동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졸업 후 영양 관련 교육을 받은 경

물성 지방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고, 전분 탄수화물의 섭취량은 감

험이 없는 대상자는 졸업 후 영양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보

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운동량 또한 감소하여 한국의 비만 인구가

다 영양지식이 낮아 선행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12,13]. 이러한

빠르게 증가하였다[21]. 비만은 고혈압, 뇌혈관질환 및 심혈관질환

차이는 선행연구에서 대상자의 대부분이 졸업 후 영양 관련 교육을

과 같은 만성질환의 주요한 위험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기인할 수 있다[12]. 또한 영양지식 점수

할 것으로 사료된다[9].

는 결혼 유무와 관련이 있었다. 미혼인 경우 영양지식 점수가 낮았

본 연구 결과 간호사는 식이 실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다. 이는 미혼인 경우 기혼에 비해 나이가 적고(t= 8.53, p < .001) 경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고염식이 습관이 뇌졸중의 위

이 낮은(t= 8.56, p < .001) 것에 기인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나이와

험요인임을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저염식이 실천 방법에 대한 지식

경력은 영양지식과 관련이 없었다. 단,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양지식

이 부족하였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뇌졸중에 걸리기 쉽다.’ 문항의

을 측정한 선행연구 결과 기혼이 미혼에 비해 영양지식이 높았고, 결

정답률이 81%인 것과 비교하여 ‘조리 시 소금 대신 간장을 많이 넣

혼상태는 영양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독립 변수였다[17,18].

으면 소금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 문항의 정답률은 33.5%로, 가장

이 점이 본 연구 결과를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답률이 낮은 문항이었다. 이는 소금 섭취와 질병의 연관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낮은 영양지식 문항을 살펴본 결과 간호사

서 알고 있는 것에 비하여, 실제 저염식을 실천하기 위한 음식 선택

는 지방 섭취와 관련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지식이 낮았고, 수용

에 대한 지식이 낮았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17]. Parmenter 등

Table 5. Differences in Score of Nutrition Educational Need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 242)

Variables

Categories

Mean ± SD

t/F

p

Age (year)

< 27
≥ 27
Associate degree
Bachelor’s degree
≥ Master’s degree
Intensive care unit
General wards†
Single
Married
<4
≥4
Yes
No
Yes
No

42.20 ± 5.63
43.12 ± 6.09
42.92 ± 5.09
42.40 ± 6.07
47.70 ± 4.75
41.92 ± 5.62
44.02 ± 6.11
42.06 ± 5.57
45.92 ± 6.42
42.40 ± 5.75
45.62 ± 6.55
42.22 ± 5.82
43.82 ± 5.91
42.92 ± 5.75
42.55 ± 5.99

-1.20

.232

4.55

.103

2.60

.010

3.46

.001

-0.93

.356

-1.89

.060

0.42

.677

Level of education

Units
Marital status
Years of experience
Received nutrition education in curriculum
Received nutrition education after graduation

General wards include neurological surgery, neurology, and rehabilitation medicine war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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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84%가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심장질환

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외식을 한다 하더라도 노

에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응답자의 1/3은 다양한 식품들 중

인의 경우 주로 선호하는 외식형태는 한식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에서 어떤 식품의 소금 함유량이 많고 적은지 구별하지 못했다. 최

[26]. Baek [15]의 연구에서도 뇌졸중 환자들이 외식을 자주 하지 않

근 고혈압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특히 관심받고 있는 부

았고, 외식 시 주의할 점에 대한 교육 요구도 또한 낮은 편이었다. 그

분이 식이이다[22]. 이에 반하여 한국인의 소금 섭취량은 여전히 권

러나 외식을 통한 지방 섭취량이 가정식이나 급식에서 섭취하는 양

장량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고혈압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

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27], 증가하고 있는 서구식 식생활

로[21],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저염식 실천 방법에 대한 교

형태의 외식산업 속에서 외식메뉴 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

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므로[28]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뇌졸중 관련 영양교육 요구도는 평균 3.29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 번째로 본 연구는 서울시 내 2개 3차

± 0.59점으로, 모든 항목의 평균 점수가 ‘알고 싶다.’ 이상으로 영양교

종합병원의 뇌졸중 환자가 입실하는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육 요구도가 높았다. 또한 영양교육 요구도와 지식 정도는 상관관계

대상으로 시행되어, 전체 간호사에게 확대하여 일반화하는데 어려

가 없어 연구자의 예상과 달랐다. 이는 아마도 영양교육 요구도 항목

움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개 병원 뇌졸중 관련 병동 근무 간호

별 점수 차이가 크지 않고, 영양지식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측정

사 전수를 대상으로 하여 신뢰성과 정확성을 최대화하였다.

된 것에 기인할 수 있다. 반면 뇌졸중 관련 영양교육 요구도는 대상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양지식 측정도구는 뇌졸중 환

자의 근무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반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자를 대상으로 한 영양 지식 측정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의 난이도

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영양교육 요구도가 높았다. 이

가 낮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간

는 일반 병동의 간호사가 중환자실 간호사에 비하여 환자 및 보호

호사의 영양지식 측정 도구는 도구 자체가 상세하고 길며, 몇 가지

자와 직접 상호작용할 기회가 많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질문은 답변하기 위해 상당히 집중해야 할 정도로 까다롭고, 생화

뇌졸중 관련 영양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현재 복용

학과 식품조성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도 포함하고 있었다. 또

중인 약과 관련하여 조심해야 하는 식품’이었다. 약과 관련된 식이

한 본 도구는 직접 환자에게 영양교육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

지식 문항이 없어서 간호사의 관련 지식 정도를 예측할 수 없으나

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가 간호사의 영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약과 관련된 항목에

양지식을 측정하는 데 더 적절할 가능성이 있다.

서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16,23]. 이는 뇌졸중 환자들이 평소
복용하는 약의 종류가 많고, 약을 복용하여 뇌졸중을 치유하고자

결 론

하기 때문일 가능성 있다[24]. 간호사는 업무 중 환자의 교육이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하며, 의사에 비해서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본 연구 결과 간호사의 만성질환을 포함한 뇌졸중 관련 영양지

때문에[24] 환자들의 교육 요구도가 높은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것

식 정도는 졸업 후 영양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높았다. 또한 간

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사들도 약과 관련된 음식에 대한 교육

호사의 영양지식 정도가 뇌졸중 환자와 비슷한 수준이며 상대적으

요구도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로 영양지식 정도가 낮았던 문항도 있어 간호사의 영양지식 향상

두 번째로 교육요구도가 높았던 항목은 본 연구에서 영양지식이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간호사의 영양교육 요구도는 높아 최

상대적으로 낮았던 구체적인 지방 섭취방법 및 저염식이 실천 방법

근 식이 경향을 반영해서 임상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

과 관련 있는 항목인 ‘저염식이 실천 방법에 대하여’와 ‘저지방식이 실

양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천 방법에 대하여’였다. 이는 간호사가 지식 정도가 낮은 경우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알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25].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
구에서는 급성기 환자 간호에 참여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

반면 뇌졸중 관련 영양교육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항목으

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해 영양관리가 중요한 재가

로는 구체적인 식품과 관련된 ‘뇌졸중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요리

뇌졸중 환자를 간호하는 지역사회 또는 다양한 환경에 있는 간호사

법’과 ‘외식 시 주의할 점’이었다. 이는 병원에 입원한 뇌졸중 환자나

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뇌졸중 관련 영양지식

보호자가 간호사에게 잘 묻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

정도와 영양교육 요구도를 반영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 2012년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외식섭취빈도는 ‘주 5-6회’로 응

추후 중재연구를 통한 교육의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답한 경우가 25.8%로 가장 많았으나, 65세 이상의 경우 37.5%는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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