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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들의 환경친화적 태도, 노출저감화 행동,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지식과 비만의 관련성 연구
김민아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Relationship among Pro-environmental Attitude, Behavior to Decrease Exposure, Knowledge of
Endocrine Disruptors, and Obesity-related Profiles in Nursing Students
Min A Kim
Department of Nursing, Mokpo Catholic University, Mokpo city,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ro-environmental attitude (actual commitment domain, verbal commitment
domain, affect domain), behavior to decreased exposure and knowledge of endocrine disruptors by obesity -related profiles (BMI,
body fat percentage, visceral fat percentage, skeletal muscle mass percentage, waist circumference, waist-hip ratio). Methods: A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with 102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to December, 2015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physical measurements.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Pearson correlation and coefficients with SPSS
18.0. Result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actual commitment domain of pro-environmental attitude and behavior to decreased
exposure level on endocrine disruptor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visceral fat percentage. Actual commitment domain of a pro-environmental attitud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body fat percentage. Pro-environmental attitud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behavior to decreased exposure level on endocrine disruptors and knowledge thereof.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visceral
fat and body fat percentag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actual commitment domain of a pro-environmental attitude. Therefore,
a replication study is recommended to understand the connection between endocrine disruptors and obesity. In addition, developing an education program about endocrine disruptors for nursing students is recommended. In particular, a pro-environmental attitude, especially on actual commitment domain, could be involved as an education program.
Key Words: Endocrine disruptors, Attitude, Behavior, Knowledge, Obesity-related profiles
국문주요어: 내분비계장애물질, 지식, 행동, 태도, 비만

서 론

버금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환경은 간호의 주요 메타패러다임
(metaparadigm) 중 하나이며, Nightingale [3]은 환경학자라고 불리워

1. 연구의 필요성

질 만큼 그 당시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간호에서 다루어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와 일본 원전사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진 주요 환경에 대한 개념은 환자안전과 무균술 등 물리적 환경과

혹서를 경험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

병원환경 또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환경 및 사회심리적 환경

다[1]. Stern [2]에 의하면 향후 10-20년간 환경오염이 세계의 경제 및

이었다. 그러나 멀지않은 미래 인류 최대의 건강증진프로젝트가 될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20세기 초의 세계대전과 경제 불황에

탄소후 사회(post-carbon society)의 탄생을 돕기 위하여 간호사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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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대상자의 건강을 보호할

관련되었다고 보고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환경친화적 행동

책임이 있다[4].

유도는 간호사가 임상과 지역사회에서 교육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내분비계계교란물질 또는 환경호르몬으로도 불리는 내분비계

국내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연구는 위해성 규명[7, 15, 19]과

장애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s; endocrine disrup-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태도조사[20,21], 환경친화적 행동

tors)은 ‘제3의 지구환경문제’로서 여겨지며[5], 국내 여론주도집단

[1,17,22-25]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간호학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위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태도수준에 대한 연

에 대한 연구는 환경 전반에 대한 개념 고찰과 친환경적 건강행위

구결과, 미래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 1위로 선정

개념분석, 환경의식, 친환경행위, 알레르기에 대한 지식과 증상 등

되었다[6]. 내분비계장애물질은 생물체내의 정상적인 내분비계 기

에 관하여 연구되었으나[3, 18-21]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식,

능을 방해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 중에 배출되거나 잔류해 있다

머리를 감을 때 샴푸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컵라면을 조리할 때 전

가 체내로 유입되어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한다고 하여 환경호르몬

자렌지를 이용하지 않는 등 노출저감화 행동 및 환경친화적 태도와

으로 불리기도 한다[7]. 미국 환경보호장치[6]는 ‘생체의 항상성, 생

비만관련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식, 발생 또는 행동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생체 호르몬의 합성, 분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미래의 건강간호제공자인 간호대학

비, 체내수송, 결합, 배설 또는 호르몬 작용 그 자체를 저해하는 성

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태도,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노출

질을 갖는 외인성 물질’로 폭 넓게 정의하고 있다.

저감화 행동,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식과 비만관련 특성(체질

내분비장애물질에 속하는 오비소겐(obesogen)은 지질 항상성, 지

량지수, 체지방율, 내장지방율, 근육량, 허리둘레, 허리와 키 비율)의

방 저장, 대사 기준점 변화, 에너지 균형 도는 식욕조절과 포만감에

관계를 파악하여 내분비계장애물질과 비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변화를 주어 지방을 축적하고 비만과 관련 있는 내분비계장애물질

돕고 간호대상자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로 보고되었다[8]. 주로 식품에 포함된 오비소겐의 증가곡선과 비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증가곡선은 유사하게 증가하며, 오비소겐이 포함된 살충제를 과도
하게 투여한 상추의 화학적 칼로리(chemical calories)가 목초를 먹고

2. 연구목적

성장한 소고기보다 높아 체중증가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주창하였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환경친화적 태도, 노출저감화 행동 및

다[9-15]. 동물들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분비계장애물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식과 비만관련 특성(체질량지수, 체지

질과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허리와 키 비율이 관련이 있다고 하였

방율, 내장지방율, 근육량, 허리둘레, 허리와 키 비율)의 관계를 파악

다[10]. 프탈레이트(Phthalate)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

하여 내분비계장애물질과 비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을 위

용하는 화학 첨가제인데, 유전자 후성변조(epigenetic modulation)를

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통해 비만을 일으킬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으며[11], 플라스틱 제
조의 원료로 사용하는 비스페놀 A (Bisphenol A) 또한 쥐 실험연구

1) 대상자의 환경친화적 태도, 노출저감화 행동 및 내분비계장애

에서 적은 양을 출산 전후기에 노출하였을 때 체중증가가 보고 되

물질에 대한 지식 과 비만관련 특성(체질량지수, 체지방율, 내장지

었다[14,15].

방율, 근육량, 허리둘레, 허리와 키 비율)을 파악한다.

Maloney와 Ward [16]는 현재 당면한 생태학적 위기는 기술적 문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환경친화적 태도, 노출저감화 행동 및

제가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서 기인된 위기이므로 환경문제의 해결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식과 비만관련 특성(체질량지수, 체지

방안은 인간의 행동개선에서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먼저 환경

방율, 내장지방율, 근육량, 허리둘레, 허리와 키 비율)을 파악한다.

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느낌, 행동을 이해해야한다고 하였으며 환경

3) 환경친화적 태도, 노출저감화 행동 및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

지식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환경친화적 행동빈도가 더 높다고 하

한 지식과 비만관련 특성(체질량지수, 체지방율, 내장지방율, 근육

였다. 환경친화적 태도는 환경친화적 행동수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량, 허리둘레, 허리와 키 비율)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양한 개인의 내적 역량 중에서 가장 많이 고려되는 변수로서 [17],

연구 방법

환경친화적 행동의 핵심변수로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18]. 우리
나라는 환경부에서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설립하여 환경교
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교단체 환경정책실천협의회를 비롯한 민
간단체에서 일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을 위협하고 비만과
www.bionursingjournal.or.kr

1. 연구설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태도, 노출저감화 행동 및
http://dx.doi.org/10.7586/jkbns.2016.18.3.160

162



김민아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식과 비만관련 특성(체질량지수, 체지

대한 노출저감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Kim과 Kim

방율, 내장지방율, 근육량, 허리둘레, 허리와 키 비율)의 관계를 파악

[2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3이었으며. 본 연구에

하기 위한 단면 조사 연구이다.

서 Cronbach alpha= .75이었다.

2. 연구대상

3)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식(knowledge level of endocrine

연구자의 편의 상 M시에 소재한 M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disruptors)

학생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식은 Kim과 Kim [21]이 개발한 도구

한 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간호학과 3,4학년은 임상실습 기간

를 저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에 있는 학생들에게 연구기간 동안 연구자가 비만관련 특성 측정이

각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에 응답하도록 한 후

현실적으로 어려워 편의상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

옳은 답은 100점을 틀린 답과 ‘잘모르겠다’는 0점을 주어 정답율을

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한 제외기준은 없었다.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78이었다.

• 남·여 간호학과 1,2학년 학생
•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4) 비만관련 특성(obesity-related profiles)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1)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수는 Cohen [26]의 기준에 따라 상관관계

체질량지수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신

분석을 위한 양측검정(two-tailed test), 유의수준 .05, 검정력 .8, 효과

장은 연구자가 직접 동일한 신장계(Anthropometer= -210 Samhwa,

크기를 중간수준(medium) .3로 하여 G*Power 3를 이용하여 계산한

Seoul, Korea)를 이용하여 0.1㎝까지 2번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하

최소 표본크기는 84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였다. 체중은 연구자가 직접 휴대용 정밀 체성분 분석기(Inbody

1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미완성 설문지 5부를 제외한 102

Dial, Biospace Co., Ltd.,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까지 2번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2) 체지방율, 내장지방율 및 근육량 비율(body fat percentage,

1) 환경친화적 태도(pro-environmental attitude)

visceral fat percentage and skeletal muscle mass percentage)

환경친화적 태도는 Kim [27]이 개발한 도구를 저자의 허락을 받

체지방율, 내장지방율 및 근육량 비율은 연구자가 직접 휴대용

아 36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크게 3개 세부영역(subdomains) 즉,

정밀 체성분 분석기를 이용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2번 측정하

구두진술영역(verbal commitment), 활동진술영역(actual commit-

여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이 때 연구대상자에게 최소한 측정 2시간

ment), 정서영역(affect)으로 각 12문항이다. 각 세부영역은 다시 환경

전에는 음식과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운동을 금지하도록 한 상태

일반(general), 환경오염(pollution), 에너지(energy), 수자원(water), 재활

에서 가벼운 복장으로 측정하였다.

용(recycling), 동물보호(animals)의 6개 주제(environmental issues)별로
각각 2개 항목씩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태도

(3)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WC)와 허리둘레

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Kim [2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

신장비(waist height ratio, WHtR)

bach alpha=.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 alpha=.88이었다.

허리둘레는 연구자가 직접 동일한 줄자를 이용하여 골반뼈 상부
와 늑골 뼈 최하부의 사이에 가운데 점에서 허리둘레를 0.1 cm까지

2) 노출저감화 행동(behavior to decrease exposure on

2번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허리둘레 신장비(Waist Height

endocrine disruptors)

Ratio, WHtR)는 허리둘레를 신장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내분비계장애물질 노출저감화 행동 점수는 Kim과 Kim [21]이 개
발한 도구를 저자의 허락을 받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25문항

4. 자료수집  

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은 M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게 한다’ 5점까지 측정한 후 합

Board: IRB)의 심의를 통과한 후(110806-201508-HR-009-01:

산하였다. 노출저감화 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내분비계장애물질에

2015.9.23) 실시하였고,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1월 5일부터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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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까지 였다.

점에 평균 64.79점 이었다(Table 1).

1) M시에 소재한 M대학교 간호학과 1, 2학년 학생 250명에게 게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경친화적 태도는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학

시판에 포스터를 통하여 공고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생, 여학생, 1학년, 직전 학기 학점 3.0 이상인 학생에서 더 높았으나

목적 및 본 연구는 IRB 심의를 통해 이루어짐을 포스터 내용에 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출저감화

함하였다.

행동은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군, 여학

2) 모집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설문의 중도 거부가능, 개인정
보의 보호, 설문소요시간 등에 관하여 사전 설명하였다.

생, 1학년, 직전 학기 학점 3.0 이상인 학생에서 더 높았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분비계장애물질

3)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참여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

에 대한 지식은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

여에 동의한 경우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

는 군의 점수가 경험이 없는 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하였다.

았으며(p = .017), 연령과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식은 통계적으

4) 신장계, 줄자와 휴대용 정밀 체성분 분석기를 이용하여 키, 허

로는 유의하였으나(p = .045) 미약한 정적 관련이 있었다. 2학년 학생

리둘레, 체중, 체지방율, 근육량 및 내장지방율을 측정하였으며 10

의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식 점수가 1학년 지식점수보다 통계

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11)(Table 2).

5) 언제든지 연구대상자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중단

환경친화적 태도와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노출저감화 행동

할 수 있으며, 이미 작성된 설문지를 요청하면 줄 것이며 자료 분석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p = .039) 미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

에서 제외할 것을 설명하였다.

다. 환경친화적 태도와 태도 세부영역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

6) 본 연구 참여시 선물로 간식(견과류)을 제공하였다.

었다. 환경친화적 태도와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식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만((p = .028) 미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 태도, 내분비
계장애물질에 대한 노출저감화 행동,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
식 및 비만관련 특성(체질량지수, 체지방율, 내장지방율, 근육량, 허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Pro-environmental Attitude, Behavior
to Decrease Exposure Level, Knowledge of Endocrine Disruptors and
(N = 102)
Obesity-related Profiles 
Characteristics

리둘레, 허리와 키 비율)를 서술통계,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

Learning experience of
environmental disrutors

cient를 구하였다.

연구 결과

Sex
Age
Student’s year

Categories
Yes
No
Male
Female

N(%) /Mean ± SD
8 (7.8)
94 (92.2)
10 (9.8)
92 (90.2)
19.40 ± .1.29
72 (70.6)
30 (29.4)
76 (74.5)
26 (25.5)
121.41 ± 15.03
35.75 ± 5.40
40.77 ± 6.01
44.89 ± 6.95
3.25 ± .45

평균 35.75점으로 가장 낮았다. 노출저감화 행동은 5점 만점에 평균

Freshman
Sophomore
GPA in the previous semester Above 3.0
Less than 3.0
Pro-environmental attitude
Total score
Actual commitment
Verbal commitment
Affect
Behavior to decrease
exposure level
Knowledge of endocrine
disruptors
Obesity-related profiles
BMI
Body fat (%)
Visceral fat (%)
Skeletal muscle mass (%)
Waist circumference (cm)
WHtR

3.25점이었다.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식 정답율은 100.00점 만

GPA= Grade Point Average; BMI= body mass index; WHtR= Waist Height Ratio.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7.8%만이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성별은 여학생이 90.2%였고, 평균 연령은 19.4세, 1
학년 70.6%, 2학년 29.4%였으며,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은 3.0이상이
74.5%였다(Table 1).
2. 환경친화적 태도, 노출저감화 행동 및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식

연구대상자의 환경친화적 태도는 180점 만점에 평균 121.41점이
었다. 3개 세부영역은 각각 60점 만점이었는데 정서영역이 평균
44.89로 가장 높았고 구두진술영역 평균 40.77점, 활동진술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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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homore

Freshman

Female

Male

No

Yes

Categories

121.08 ± 15.59

121.53 ± 14.94

120.83 ± 13.72

121.65 ± 15.63

121.41 ± 15.03

122.05 ± 14.49

115.50 ± 19.25

120.97 ± 15.28

126.63 ± 11.15

Mean ± SD

Total score

36.00 ± .5.16

(.192)

35.40 ± 5.76
35.88 ± 5.28

(.896)

36.12 ± 4.92

0.13

35.64 ± 5.64

0.25
(.803)

(.515)

35.75 ± 5.40

33.24 ± .7.08

-1.31
-.07

35.52 ± .5.40

(.309)

Mean ± SD
39.00 ± 5.28

1.02

t/r (p)

(.680)

-.41

(.642)

-.47

(.740)

0.04

(.117)

-1.58

(.076)

1.8

t/r (p)

40.68 ± 6.12

40.92 ± 6.00

40.08 ± 6.72

41.04 ± 5.76

40.77 ± 6.01

41.04 ± 5.64

38.76 ± 9.12

40.80 ± 6.12

41.88 ± .3.84

Mean ± SD

(.834)

0.21

(.467)

0.73

(.274)

-.11

(.276)

-1.09

(.592)

0.54

t/r (p)

Verbal commitment

Pro-environmental attitude
Aactual commitment

44.28 ± 6.96

45.96 ± 6.84

44.64 ± 5.76

45.00 ± 7.44

44.89 ± 6.95

44.40 ± .4.04

43.56 ± 6.60

44.76 ± 7.20

45.72 ± 4.32

Mean ± SD

Affect

(.274)

1.10

(.786)

.27

(.470)

-.07

.508

-.665

(.718)

0.36

t/r (p)

GPA = Grade Point Average.											

Less than 3.0

GPA in the previous semester Above 3.0

Student’s year

Age

Sex

Experience of education

Characteristics

Table 2. Pro-environmental Attitude, Behavior to Decrease Exposure and Knowledge of Endocrine Disruptors by General Characteristics 

3.29 ± .39

3.23 ± .47

3.22 ± .41

3.26 ± .47

3.25 ± .45

3.27 ± .45

3.08 ± .45

3.24 ± .45

3.36 ± .44

Mean ± SD

(.575)

-.56

(.677)

0.42

(.515)

-.07

(.210)

-1.26

(.479)

.71

t/r (p)

Behavior to
decrease exposure

64.92 ± 14.14

64.75 ± 18.90

71.60 ± 13.55

61.92 ± 18.56

64.79 ± 17.73

64.44 ± 17.64

68.00 ± 19.14

63.57 ± 17.59

79.00 ± 13.14

Mean ± SD

(.965)

-.04

(.011)

-2.58

(.045)

0.2

(.549)

0.6

(.017)

2.42

t/r (p)

Knowledge of
endocrine disruptors

(N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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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3. 비만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비만관련 특성에서 체질량지수는 평균 21.50, 평균

체지방율은 29.9%, 평균 내장 지방율은 8.6%, 평균 근육량은 21.7%

평균 허리둘레는 72.90㎝, 평균 허리둘레와 키 비율은 .45였다(Table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만관련 특성에서 여학생이 체지방율

(p < .001)과 내장지방(p < .001)에서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으며, 남학생은 근육량(p < .001)과 허리둘레(p = .001)에서 여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은 BMI(p = .003), 근육

량(p < .001), 허리둘레(p = .001) 및 허리둘레와 키 비율((p = .001)과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미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년별 체질

량지수(p = .003), 근육량(p = .036), 허리둘레(p < .001) 및 허리둘레와

키 비율(p < .001)은 1학년이 2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Table 4).

4. 환경친화적 태도,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노출저감화 행동

및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식과 비만관련 특성의 상관관계

환경친화적 태도와 비만관련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가 없었다. 태도 세부영역에서 활동진술영역 점수는 체지방율

(p = .007)과 내장지방 점수(p = .016)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미약

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노출저감화 행동은 내장지방 점수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만((p = .038) 경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내

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식과 비만관련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5).

논 의

환경친화적 태도는 자연환경에 대한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심리적 경향성을 말하며, 환경심리학 분야에서 출판된

논문의 반 이상이 이 개념을 다루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다

[28]. 본 연구에서 환경친화적 태도는 내분기계 장애물질에 대한 지

식과 노출저감화 행동과 미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

이 있었으며, 이는 환경태도(environmental attitude)가 우리나라 주

부의 구매행동, 사용행동, 재활용행동, 분리배출행동,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22,23]를 지지하였다. 한편 Keum

[22]은 교육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환경지식은 환경

태도를 매개로 녹색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직접적인 영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여, 간호대학생

들의 환경친화적 태도, 지식과 행동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활용하

여 심도있게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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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among Pro-environmental Attitude, Behavior to Decrease Exposure level and Knowledge of Endocrine Disruptors  (N = 102)
Pro-environmental attitude
Categories

Affect

Behavior to decrease
exposure level

Knowledge of
endocrine
disruptors

r (p)

r (p)

r (p)

r (p)

1.00
.56 ( < .001)
.10 (.324)
.19 (.062)

1.00
.13 (.206)
.17 (.086)

1.00
.00 (.978)

1.00

Total score

Aactual
commitment

Verbal
commitment

r (p)

r (p)

1.00
.49 ( < .001)
.45 ( < .001)
.30 (.002)
.19 (.065)

Pro-environmental attitude

Total score
1.00
Actual commitment .77 ( < .001)
Verbal commitment .84 ( < .001)
Affect
.85 ( < .001)
Behavior to decrease exposure level
.20 (.039)
Knowledge of endocrine disruptors
.22 (.028)

경친화적 태도 점수는 평균 121.41점으로 Kim [27]이 같은 도구로 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향후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등학교 5학년에 실시한 결과보다 높았으며 하위 영역별 점수 각각

내분비계장애물질 교육프로그램 내용 구성과 교육시 강조할 사항

또한 약간씩 높았다. 본 연구에서 6개 주제(environmental issues)별

으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Keum [22]는 행동을 크게 구매행동,

환경친화적 태도 점수는 에너지(energy)가 가장 높았으며, 재활용

사용행동, 처분행동으로 구분하여 구매행동은 환경을 의식하거나

(recycling), 수자원(water), 동물보호(animals) 순이었으며, 환경오염

환경친화적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 사용행동은 제품을 절약형 리

(pollution)과 환경일반(general)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낮았다. 환경

필제품을 사용하거나 일회용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이 환경

친화적 태도의 문항별 점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을 의식한 제품을 사용하는 행동, 마지막으로 처분행동은 보존지

방의 전구를 끈 적이 있다’, ‘오염된 물 때문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

향적이며 분리수거나 자원의 대활용에 적극 참여하는 행동으로 더

한 사진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열심히 참여 한

욱 세분하여 측정하였는데, 향후 두 도구를 비교하는 연구도 의미

다’ 순 이었다. ‘친구들에게 환경문제와 관련된 편지를 쓴다’가 가장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낮았는데 이는 비현실적인 문항을 수정, 보완하지 못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노출저감화 행동은 비만관련 특성 지표 중에서 내장지방 점수와
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p = .038)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노

환경친화적 태도 세부영역 중에서 활동진술영역 점수는 비만관

출저감화 행동 전체 25문항 중에서 주로 식생활과 관련된 항목 중 4

련 특성 지표 중에서 체지방율(p = .007)과 내장지방 점수(p = .016)

개가 특히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개 식생활과

와 미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활동진

관련된 노출저감화행동 전체 점수와 내장지방과 관계를 추가 분석

술영역 중에서도 특히 ‘재활용을 위해서 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미약한 정적 상관관계(p = .038)가

열심히 하고 있다’ 항목과 체지방율( p = .006)과 내장지방 점수

있었다. 내장지방은 특히 ‘컵라면을 조리할 때 전자렌지에 넣고 가

(p = .024)와 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열 한다’( p = .008), ‘과일과 채소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는다

이는 재활용을 실천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신체를 움직이는 것과 관

‘(p = .014), ’바나나, 오렌지 같이 외국에서 수입된 과일을 즐겨 먹는

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성별에 따라 체지방율과 내장지방의 점

다‘( p = .044) 와 ’스티로폼 용기에 담긴 컵라면을 즐겨 먹는다

수는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비교하

‘(p = .034)라는 4개 문항과 통계적으로 유의지만 미약한 정적 상관

며, 또한 내장지방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컴퓨터단층촬영

관계가 있었다. Thayer 등[9]은 동물들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

(Computerized Tomography, CT)나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

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과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허리와 키 비율이

nance Imaging, MRI) 같은 방사선학적 검사를 시행하는 심도있는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향후 Koh [29]의 연구와 같은 방

후속 연구를 통하여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법 즉, 혈액에서 납, 수은, 카드뮴 농도를 측정하거나, 소변에서 비스

내분비계장애물질 노출저감화 행동은 환경친화적 태도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25개 문항별 노출저감화 행동은

페놀 A, 요중 프탈레이트 대사체 3종 그리고 요중 코티닌 을 등을 측
정하여 비만관련 특성과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헤어제품(왁스, 스프레이, 무스)을 자주 사용한다’가 가장 높아 헤

환경적 지식은 환경에 대한 과학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과

어제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시 섬유유연

환경보호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나 개인이 환경보호를 위하여 실

제를 자주 사용한다’는 가장 낮아 여전히 섬유유연제는 많이 사용

천할 수 있는 행동 및 그 행동을 수행하는 절차나 방법상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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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 = Grade Point Average; BMI = body mass index; WHtR = Waist Height Ratio.											

.44 ± .04
.47 ± .04
.44 ± .04
.46 ± .05
71.20 ± 7.14
76.97 ± 7.32
72.20 ± 7.30
74.92 ± 8.33
21.17 ± 3.52
22.89 ± 4.16
21.72 ± 3.76
21.55 ± 3.92
8.33 ± 2.48
9.37 ± 3.12
8.42 ± 2.54
9.27 ± 3.12
29.45 ± 8.27
3.99 ± 8.24
29.35 ± 8.26
31.52 ± 8.15
20.95 ± 2.58
22.82 ± 3.38
21.30 ± 2.66
22.09 ± 3.67
Freshman
Sophomore
GPA in the previous semester Above 3.0
Less than 3.0
Student’s year

Age

Sex

Yes
No
Male
Female

22.44 ± 2.62
21.42 ± 2.98
21.90 ± 3.39
21.46 ± 2.92
21.50 ± 2.95

.94
(.352)
.44
(.659)
.32
(.001)
-3.02
(.003)
-1.18
(.240)

3.50 ± 6.41
29.85 ± 8.41
19.33 ± 7.50
31.05 ± 7.50
29.90 ± 8.24

.21
(.833)
-47.69
( < .001)
.021
(.834)
.86
(.392)
-1.16
(.249)

9.25 ± 2.25
8.59 ± 2.75
5.80 ± 3.46
8.95 ± 2.45
8.64 ± 2.71

.66
(.508)
-3.7
( < .001)
.079
(.431)
-1.77
(.079)
-1.38
(.169)

23.13 ± 5.05
21.56 ± 3.66
29.71 ± 3.79
2.81 ± 2.57
21.68 ± 3.78

1.13
(.262)
9.90
( < .001)
.42
( < .001)
-2.13
(.036)
.19
(.847)

73.75 ± 6.68
72.82 ± 7.73
8.12 ± 8.54
72.11 ± 7.14
72.90 ± 7.63

.33
(.743)
3.30
(.001)
.40
( < .001)
-3.70
( < .001)
-1.58
(.117)

.45 ± .04
.45 ± .04
.46 ± .04
.45 ± .04
.45 ± .04

.14
(.898)
1.06
(.291)
.35
( < .001)
-3.77
( < .001)
-1.96
(.053)

(procedural knowledge),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행동대

Experience of education

WHtR

Mean ± SD
t/r (p)

Waist circumference (cm)

Mean ± SD
t/r (p)

Skeletal muscle mass (%)

Mean ± SD
t/r (p)

Visceral fat (%)

Mean ± SD
t/r (p)

Body fat (%)

Mean ± SD
t/r (p)

BMI

Mean ± SD

Categories
Characteristics

Table 4. Obesity-related profil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김민아

t/r (p)

(N=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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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중 더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지식(effectiveness knowledge)등을 포함한다[30]. 본 연구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
식은 환경친화적 태도와 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p = .028) 정
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노출저감화 행동과 관련이 없었다. 지식-태
도-행동 이론(Knowledge-Attitude-Behavior, KAB)과 합리적 행동 이
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이론에 의하면 지식은 행동과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실증적인 연구
결과는 이를 지지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Keum [22]의 결과
와 일치하였으나, Park과 Lee [24]의 결과와는 상반되었으며 다른 선
행연구들에서도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복 연구를 통
하여 지식과 행동의 관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식 정답율은 Kim과 Kim [21]이 같은
도구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문항별
지식 정답율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1회용 식기는 환경호르몬
이 나오므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컵라면을 전자렌지
에 넣고 끓이는 것은 환경호르몬이 나와 좋지 않다’에 대한 지식 점
수가 높았다. ‘환경호르몬은 동물의 지방조직에 저장되기 쉽다’, ‘환
경호르몬은 쉽게 분해되고 불안정한 특징이 있다’, ‘환경호르몬의
영향으로 수컷이 암컷으로 변할 수 있다’는 지식 점수는 낮았으며
이 또한 Kim과 Kim [2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 결과는 향후 내분
비계장애물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구성에서 강조하여야 할 내용
을 찾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
는 7.8%로 Kim과 Kim [21]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0년 전에 실시한 연구에서 31.7%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았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중소도시에서 중, 고등학교
를 졸업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며, 이 결과로서 내분비계장애물
질에 대한 교육이 대도시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특히 중소도시에 위치한 중고등학생들과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
규 교육과정 내에서 또는 비교과과정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을 강
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지
식 점수는 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 이는 Park과 Lee [24]에서 환경강연 참여와 TV, 라디오, 신문, 잡
지, 서적, 홍보물, 소비자정보원 등을 통한 환경교육경험이 풍부할
수록 소비자는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후
속연구에서 교육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살펴볼 필
요가 있겠다.
http://dx.doi.org/10.7586/jkbns.2016.18.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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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들의 환경친화적 태도, 노출저감화 행동,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지식과 비만의 관련성 연구

Table 5. Correlation among Pro-environmental Attitude, Behavior to Decrease Exposure Level, Knowledge of Endocrine Disruptors and Obesity-related Profiles 
(N= 102)
Categories
Pro-environmental
attitude

Total score
Actual ommitment
Verbal commitment
Affect

Behavior to decrease
exposure level
Knowledge of
endocrine disruptors

BMI

Body fat (%)

r (p)

r (p)

Visceral fat (%) Skeletal muscle mass (%) Waist circumference (cm)
r (p)

r (p)

r (p)

WHtR
r (p)

-.04
(.667)
.17
(.093)
-.12
(.251)
-.12
(.214)
.13
(.194)
-.01
(.920)

.18
(.074)
.26
(.007)
.10
(.328)
.09
(.347)
.17
(.096)
-.13
(.203)

.05
(.605)
.24
(.016)
.01
(.958)
-.08
(.440)
.21
(.038)
-.07
(.505)

-.15
(.128)
-.07
(.493)
-.16
(.107)
-.14
(.173)
-.01
(.912)
.17
(.083)

-.07
(.499)
.10
(.301)
-.14
(.176)
-.11
(.272)
.15
(.14)
.06
(.576)

-.01
(.899)
.17
(.092)
-.09
(.351)
-.08
(.441)
.14
(.156)
-.03
(.802)

BMI = body mass index; WHtR = Waist Height Ratio.

본 연구는 간호학에서 환경과 관련된 주제로 다루었던 선행연구

리와 키 비율, 체지방율, 근육량)를 확인하여 본 결과, 비만관련 특

와는 차별화하여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식, 노출저감화 행동

성 지표 중에서 내장지방 점수는 노출저감화 행동과 환경친화적 태

및 환경친화적 태도와 비만관련 특성의 관계를 검증하여 내장지방

도 세부영역 중에서 활동진술영역 점수와 체지방율은 환경친화적

과 노출저감화 행동, 환경친화적 태도의 하위 영역인 활동진술영역

태도 세부영역 중에서 활동진술영역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미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

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환경친화적 태도는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

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를 일 개 대

한 지식 및 노출저감화 행동과 미약하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학의 간호대학생 만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힘들

보였다. 이는 비만관련 특성 지표에서 내장지방과 체지방율이 내분

고, 직접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생리학적 지표로서 측정하지 못

비계장애물질 노출저감화 행동 및 환경친화적 태도의 관련 가능성

한 점,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전과 후를 직접

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간호실무, 연구, 교육 및 정책 설정에서 활

비교하지 않고, 과거 경험을 회상하여 측정한 점, 비교적 정상 체중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에 속한 대상자, 또한 1-2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나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힘들었던 점 등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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