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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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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변화 및 적응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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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 여성의 취업증가, 맞벌이 증가와

더불어 식생활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만성질환,

생활습관병이 증가하면서 식생활에 대한 중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노동의 요소 중의 하나인 직업은 시간, 환경적으로 건강에 많

은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에 따라 심리적, 생리적, 행

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병원이라는 조직은 ‘건강’을

다루는 곳이며 환자진료를 위해 24시간 업무가 순환이 되는 특수한

집단이다. 병원의 근로자인 간호사의 교대근무와 밤 근무의 경우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이들은 의료의 발

전과 더불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근무시간의 유형을 가

진다. 현재까지의 많은 간호사 대상 연구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이

라는 환경적 요인과의 관련성 연구가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

호사를 근무시간유형에 따라 포커스그룹을 구성하고 참여자들의 식

생활 관련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자 진행하였다.

간호사의 근무시간유형에 따라 3교대 근무, 진료부 상근, 비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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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상근, 밤 근무 전담 이렇게 네 개의 그룹을 구성하여 포커스그룹

토의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의 일개 상급 종합병원인 ‘삼

성서울병원’을 배경으로 각 그룹의 근무시간유형에 해당하고 간호사

실무 경력 3년 이상, 현 근무지 경력 1년 이상인 간호 실무자를 참

여자로 모집하였다. 총 19명의 참여자가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여 포

커스그룹 토의를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4월 28일에서 5월 10일

이내의 기간에 각 그룹 당 1회씩 모임을 통해 포화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수집된 자료는 주제분석법을 통해 간호사의 근무시간유

형에 따른 식생활 변화와 적응의 경험과 관련된 상황과 맥락을 드

러내는 주제를 도출 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첫 번째 주제는 식생활에 대한 조직 환경의

영향이다. 이 주제에서는 간호사의 식생활과 관련된 병원의 시스템

이나 근무현장의 환경, 직원식당에 대한 접근성, 간호사 조직 내 형

성되어 있는 분위기가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

다. 두 번째 주제는 식생활에 대한 조직 환경 외적인 영향이다. 직

장인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역할갈등과 가정 생활환경이 토의 과정

을 통해 주요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가족의 지지가 긍정적인 식생활

을 하는데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점은 조

직 환경 내, 외의 식생활 과정에 ‘시간’이라는 요인이 전반적으로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주제는 이러한 식생활 변화에

대한 적응과정이다. 이 주제에서는 근무시간유형에 따라 변화하는

식생활과 적응의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의 긍정적 식생

활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에 비해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의 식생

활에서 비롯된 심리적 반응이 토의과정에서 두드러졌다. 주목 할 점

은 연구의 결과 식생활 적응 과정이 참여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결과 뿐 아니라 간호업무와 가정생활의 질과 만족감, 궁극적으로 인

간의 삶의 질과도 관련되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건강증진을 위해 식생활 측면의 건강증진 기

획을 추진 하고자 할 때 지역사회의 현실이 반영된 진단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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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 연구를 통해 간호사의 식생활 적응과정에 대한 현상을 파악

한 결과, 정책 수립에 있어 시간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직

환경 측면에서 간호사의 긍정적인 식생활을 위한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 개인 측면의 접근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이때 식생활과

관련된 병원 시스템 개선과 교육, 홍보를 병행한 복합적인 중재 프

로그램을 제언해 볼 수 있다.

인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조직의 일선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들의 건강은 개인적 측면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건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

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건강증진과 건강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현 상

황에 대한 심도 있고 지속된 연구와 실효성 있는 정책의 실현이 요

구된다.

주요어: 간호사, 근로자, 식생활, 근무시간유형, 시간부족,

포커스그룹, 식생활 적응, 건강증진

학번: 2014-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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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 여성의 취업증가, 맞벌이 증가 등

으로 인해 생활패턴의 편의성, 간편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

와 더불어 식생활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

과체중,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인간의 변화하는 식생활

에 대한 연구와 중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오현미&윤진숙,

2000). 2010년 세계질병부담 연구보고서에서 건강수명을 단축하는

국내의 질병부담 위험요인 1위로 건전하지 못한 식습관을 들었다(문

창진, 2013).1) 식생활은 인간의 사회, 문화, 경제적인 환경과 특성에

의해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시간’은 식생활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이다(Beatty et al, 2013). 인간에게 시간이 주어져야 건강한

식사를 선택하고, 요리하고, 섭취하는 식생활이 이뤄질 수 있다. 직

장인, 여성,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시간적으로 식생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Venn&Strazdins, 2017).

이에 비추어, 현대의 복잡한 사회 속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다

수의 근로자는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현대인들의 시간적인 여건의 차이는 건강의 불

평등을 야기할 수 있어 건강증진, 건강불평등의 해소와 관련하여 현

상에 대한 파악과 중재가 요구된다.

노동의 요소 중의 하나인 직업은 시간, 환경적으로 건강에 많은 영

향을 미친다(박세홍 외, 2009). 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이

1,770시간인 것에 비해 국내의 평균 노동시간이 2,285시간인 것으로

나타나(김혜진 외, 2016)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은 많은 시간을 직장

1) 국내 질병부담 위험요인 순위 1.불건전 식습관 2.술 3.담배 4.고혈압 5.고혈당
출처: 문창진(2013), 건강증진총서;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ation,Global Burden of Disease Profile South Kore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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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내고 근무시간에 따라 하루 일과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유형에 따라 심리적, 생리적, 행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현대사회에 증가를 보이는 시간빈곤과 관련

하여 근로자들의 신체적, 심리적인 건강과 일상생활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선행연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할 수 있다. 이때 시간빈곤

이란 노동과 생존에 필수적인 활동에 대한 시간사용을 고려한 후

충분한 휴식 및 여가시간을 가지지 못하거나 극도의 시간압박을 경

험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할당할 수 없는 경

우를 말한다(박예은 외, 2016).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71.6%가 시간부족을 경험하면서 항상 바쁘고 시간에 쫓긴다고 한다

(신동윤, 2015). 우리는 많은 근로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을 흔히 들어볼 수 있는데 이처럼 생존에 필수가 되는

식생활이 시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이 드러난다. 식생활의 질은 근

로자 개인의 체력관리, 간접적으로 작업심리나 생산성, 안정성에 영

향을 미친다(김민경 외, 2007). 또한 사회적 활동2)의 하나인 식생활

은 직장 내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 간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와 가정의 생활양

식을 결정 한다(Naweed et al, 2017). 그러므로 현대의 근로자들의

식생활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증진을 넘어 업무의 효

율성에 따르는 국가 경제, 직업과 가정생활의 만족감, 인간의 삶의

질과도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는 보건학적인 중요 의제이다.

이 연구는 현대의 근로자들의 모습의 일부를 병원을 바탕으로 병

원 근로자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병원이라는 조

직은 특징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일선에서 다루는 집단으로서 그 조

직 내부 근로자들의 문화나 생활양식, 식생활은 타인의 건강과도 바

로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전문화된 부서들이 모여 다

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특수한 집단이다(김지명&강복희, 2014).

2)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의식적, 무의식적 행위
출처; NAVER,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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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환자진료를 위해 24시간 업무가 순환이 되어야한다. 그러므

로 병원 조직 내의 의료진들의 다양한 근무시간유형을 가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여러 근무시간유형은 근로자들의 생활리듬에 변화를 주

어 환자의 건강을 위해 일을 하지만 정작 본인의 건강을 챙기기 어

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며 사회적인 활동과 가정생활, 업무의 효율성

과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박영우 외, 2013). 특히 ‘밤 근무를 포함

한 교대근무’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이 있어

왔다(전형준 외, 1998).

병원의 간호사는 직접 환자간호를 제공할 뿐 아니라 환자에게 제

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통합되고 조정되도록 행정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이병숙 외, 2015). 이들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근무

시간의 유형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1일 3교대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2교대, 밤 근무 전담을 시행하고 있다(박영우 외, 2013). 낮번 고정

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근직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진료부서 상근

(검사실, 외래, 통원치료센터, 건강검진센터 등), 비 진료부서 상근

(간호행정, 간호교육, 보험심사, 일반 행정, 진료지원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현재까지의 많은 간호사 대상 연구에도 불구하고 병원

간호사의 식생활 및 영양 상태와 관련하여 식습관이 불규칙하며 영

양상의 문제점이 많다는 보고는 있으나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근로

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요소와 관련하여 근무시간이라는

환경적 요인과 식생활의 관련성은 거의 알려진 바 없다(김지명&강

복희, 2014). 그리고 간호사의 근무시간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교

대근무에 대한 것으로 현대사회의 여러 직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실정에 맞는 자료가 부족하다.

오타와 헌장(1986)에서 건강증진은 건강의 형평성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증진 사업, 정책을 펼 때 인구의 건강격차를 감소시

키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와

자원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Moskowitz, 2005). 본 연구의 대상자

인 간호사들의 식생활과 관련하여 이들이 놓여있는 상황과 맥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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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간호사조직 내, 외적으로 건강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사회 근

로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시간’과 관련하여, 다양한 근무시간의

유형에 놓여있는 간호사집단이 식생활의 변화를 어떻게 적응하는지

과정을 질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하고

자 한다. 근무시간유형에 따라 변화하는 식생활의 모습과 적응의 과

정에는 개인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을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근무시간유형에 따른 식생

활에 대한 주요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여 간호사의 건강증진에 이론

적 바탕이 됨을 기대해본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근로자들의 시간에 따른 생활양식 중 식생활의 현상에

대한 고찰로 근무시간유형에 따라 식생활의 모습이 어떤 변화를 겪

게 되고 근로자들이 이를 적응해가는 과정과 습관화의 모습을 간호

사를 통해 질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포커스그룹 토의를 통해 현대

사회의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라

는 요소가 간호사집단의 식생활에는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서 작용

을 하고 있는지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 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간

호사의 긍정적 식생활을 통한 건강증진, 건강 불평등 해소,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상하여 제언 해 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이들이 식생활을 선택해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상황과 맥락에 대한 현실적인 파악이 요구된다(Shanks et al. 2016).

포커스그룹 토의를 통해 얻게 되는 참여자들의 현실적이고 현장감

있는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의 방향성을 얻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알고자 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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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참여자는 근무시간유형에 따라 어떤 식생활의 변화를 경험

하는가.

둘째, 참여자의 근무시간유형에 따른 식생활 변화에 대한 적응과

정은 어떠한가.

셋째, 참여자의 식생활 변화의 경험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상황,

맥락은 무엇인가.

3. 주요 용어 정의

가. 식생활

식생활은 단순히 식품을 섭취하는 행위 뿐 아니라 먹는 것을 선택

하고, 수집하고, 먹는 것과 관련된 행위와 활동을 모두 의미한다(이

인옥&나정기, 2014; NAVER,영양학사전, 1998). 이런 광범위한 의미

로 인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식생활에 대해 식습관과 식행동을 혼

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전적 정의에 따라 식행동은 인간이 식품을

섭취하는 행위의 양식을 의미하고 예를 들어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를 나타낸다. 식습관은 주어진 생활환경에 적응하여 형성된

식행동 양식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거의 의식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뜻하고 있다. 그 특성은 크게는 민족적 특성, 작게

는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식사횟수, 식사시간, 주요 섭취 식품, 메뉴,

조리법, 기호, 식사관 등 식행동 양식이 다양하게 드러남을 의미한

다(NAVER,영양학사전, 1998).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식생활’의 조작적 정의는 인간이 어

떤 식품을 언제 어떻게 섭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식행동과 식습

관의 양상을 강조하기 보다는 근로자들의 식사를 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여 「먹는 것과 관련된 행위와 활동」을 통칭하는 식생활의

사전적 정의에 「인간의 주요 사회적 활동」을 함의한다. 연구에서

알고자하는 식생활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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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먹는 행위의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이다.

연구의 결과를 나타내는 ‘적응’의 개념은 근무시간유형에 따라 시

간적인 여건의 변화, 조직 내, 외적인 식생활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

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상황에 맞춰 일상적으로 식사를 해나가

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인들은 많은 건강관련 정보의 노출, 국민의

지식수준의 증가와 더불어 개인 식생활을 유지할 때 이런 정보를

인식하여 식습관을 형성하고 식생활을 이루어간다. 즉, 주어진 조건

속에서 식사를 할 때 개인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대한 이로움과 해

로움을 판단하게 된다. 이때 ‘긍정적 식생활’과 ‘부정적 식생활’은 참

여자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과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의 차이를 구분하여 정의

하였다.

연구에 앞서 연구자의 식생활과 관련된 정의와 참여자들의 정의의

일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본 연구의 참여자에게서 주요 개념인

‘긍정적 식생활’에 대한 개인의 의미를 질문한 결과 규칙적인 식사,

가정식 위주 식사, 신선식품 섭취, 정서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식사,

골고루 먹는 것, 개인 생활에 맞춰 정해진 때에 원하는 음식을 챙겨

먹는 것, 천천히 먹는 것, 정크 푸드를 섭취하지 않는 것, 과식하지

않는 것, 야식 하지 않는 것을 긍정적인 식생활로 보고 있으며 신체

적, 정신적 건강을 고려하고 개인 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생각

하는 식행동, 식습관을 긍정적인 식생활로 보고 있다. 이는 연구자

의 식생활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연구결과

의 해석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 전반에 이

개념들을 적용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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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무시간유형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형식적 의미의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명령안에 있는 시간의 길이를 지칭한다. 시간의 길이를 측정

하는 기준은 근무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된다(최기덕, 2008).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근무시간유형’은 근로계약에서 관리자와

협의된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의 유형을 조작적 정의

로 두었다.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정의에 따르면 통상적인 주간 근무시간인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또는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인 경우 상근직, 이외의 근무시간유

형은 광의의 교대근무에 포함된다(노대희 외, 2010; 김종우, 2016).

본 연구의 배경인 ‘삼성서울병원’의 간호사는 앞선 통상 근무시간

에 해당하는 상근직 간호사와, 교대 패턴에 따라서 3개의 shift, 2개

의 shift를 두는 경우가 있고 night근무만 전담하는 유형이 있다. 이

는 각 병원의 인력상황과 병상 가동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시

간 등에 따라 다양한 교대의 유형을 가질 수 있다. 국내 150병상 이

상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병동의 경우 98.6%, 수술실은

20.3%가 1일 3교대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우 외,

2013). 교대근무 중 한국의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야간근로'는 오

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밤 근무 전담’은 이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 병원에서 협의

된 밤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근무의 시작과 종료로 하는

근무시간유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간호사

의 주요 근무시간유형인 3교대 근무, 비교적 교대근무 중에서도 일

정한 패턴을 지니는 밤 근무 전담을 대상으로 하여 상근직종과 교

대근무, 교대근무자 내에서의 식생활에 대해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 외 시간의 근무는 연장근무의 의미가 되며 병원의 상근직종이

수행하는 ‘야근’은 교대근무자가 수행하는 야근의 개념과는 차이를

둔다. 상근직종의 규정된 근무시간유형은 본 연구의 상근직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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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로 정해져있으므로 이후의 시간을

연장근무에 포함하는 야근으로 본다. 3교대 근무자는 교대 패턴 중

night shift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근직의 연장근무의 개념과 구분

되는 야근을 수행하는 것이다. 단 교대근무 패턴인 day-eve-night3)

의 정해진 근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제외한 시간의 근로는 초과근

무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식생활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정책현황

식생활은 문화적, 사회적 소산으로 건강상태와 생활의 질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인이다(최정숙 외, 2003).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여성의 취업

증가, 외식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식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고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가 인간의 건강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확

인하고자 하는 연구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이정원(2009)의 연구에

서는 잦은 외식과 아침결식이 영양소 과잉섭취와 불균형을 초래하

여 비만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영양소 과잉섭취와 불

균형이 발생하면서 2015년 비만 유병률은 2005년 대비 1.9% 증가하

였으며(국민건강영양조사, 2015) 식생활과 관련한 생활습관병에 대

해 국내외적으로 비만과 과체중에 집중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식생활의 변화가 만성질환의 유병률 증가와 관련성이 있음

을 밝히고자 식습관, 식행동과 질병 발생의 병태 생리적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시도되어 왔으나 특정 식행동과 습관이 질병을 일

3) 3교대 근무의 교대 패턴.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인계시간기준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음. 단, 병원내의 단위별로 업무협의에 따라 30분 내외의 차이가 있음.
day shift: 7AM-3PM, eve shift: 3PM-11PM, night shift: 11PM-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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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킨다는 보고는 미비하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조사에

근거 연평균 6%씩 증가하고 있는 담석증 중 콜레스테롤 담석의 경

우 비만과의 관련성이 알려지고 있으며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

에서 담석이 호발 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불규칙한 식생활, 고열

량과 고단백, 고지방식사, 단순당의 과다 섭취 및 섬유질 섭취부족

등이 콜레스테롤 담석 발생의 위험인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질병의 발생 기전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김은정 외(2008)가 수

행한 연구에서는 담석증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대조하여 허리

둘레, BMI, 신체활동정도, 식습관에 따른 영양소 섭취 상태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콜레스테롤 담석 유병률

이 높고 비만도의 증가와 고지혈증, 높은 혈당 값이 담석 발병에 관

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 만성 퇴행성 질환인 비만, 당뇨,

고혈압, 암 등의 주요 발병원인으로 식생활을 꼽을 수 있다(오현미&

윤진숙, 2000)는 주장이 꾸준히 있어왔다. 또한 현대의 간단하고 빠

르게 식사를 하고자 하는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각종 기호식품과

가공식품을 비롯한 편의식품 산업이 발달하고 외식이 증가하는 현

상과 더불어 외식행동, 편의식품 선택과 관련된 영향요인 파악에 대

한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이윤정&윤은주, 2013; 권순형, 2003).

식생활이 이처럼 인간의 생활과 사회, 문화적 연관성이 큰 것이 선

행연구에서 드러나면서 전 세계 인구에서 증가하고 있는 비만, 과체

중에 대한 중재전략의 하나로 식생활 교육, 영양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영양정책증진센터(center for nutrition policy and

promotion)를 통해 더 좋은 식품을 선택하고 건강하게 먹도록 지원

하기 위한 영양 권장표를 제공하는 ‘myplate’, 맞춤형 영양조언을 하

는 온라인 도구인 ‘superTracker’, ‘Nourish Interactive’와 같은 성장

하는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춰 영양관련 게임, 의료전문가와의 상호

작용을 통한 영양교육을 지원하기도 한다. 영국은 어린이 비만인구

증가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와 보건부

가 협력하여 ‘Food in Schools’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식생활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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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식생활 교육이 가능하도

록 교사들에게 식품과 조리에 대한 기술, 지식을 이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전문적인 지역사회의 요리사에

게 학생들이 요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쿠킹버스’ 사업을 운영하

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교육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탁명구&이지은, 2015).

식생활교육이 전국적, 범국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민건강증진, 환경 생태계 보전, 농어업 및 농어촌의 활

성화를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온라인 ‘바른 식생

활정보 114’를 통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 교육프로그램 홍

보를 하고 있다. 대부분 국내의 국가사업은 생애주기별 접근에서

영, 유아, 학령기에 포커스를 두고 학교 급식에 대한 개선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식생활 연구 동향

국내외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정규직과 비정

규직에 따른 직업의 안정성과 건강상태(박세홍 외, 2009; 최선희 외,

2007; 신순철&김문조, 2007), 교대근무, 장시간노동과 건강(전형준

외, 1998; 김기웅 외, 2012),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성인 여성의 과일이나 야채의 섭취, 패스트푸드의 섭

취 정도를 비교한 Thornton 등(2013)의 연구에서는 상점과의 거리,

고용상태, 거주지 주변 환경, 결혼여부, 고향, 자녀의 나이와 건강한

식생활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관련요인 중 근로환경에 속하는 고

용상태의 경우 대상자의 고용상태가 전일제4), 시간제5) 인지와 대상

4) 정규업무 개시 시각에서 종료 시각까지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동안 근무하는
근로자, 출처;NAVER, 통계표준용어, 전일제(full time)

5) 아르바이트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출처;NAVER, 통계표준용어, 시간제(par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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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근로 여부에 따라 식생활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연구결과 근로자는 출퇴근을 하면서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상점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경제적으로 신선식품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므로 해당 요인은 식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드러났다. 전일제, 시

간제 여부에 따라 경제적 능력, 시간사용에 차이가 있어 식생활과

근로가 서로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연구는 식습관, 식행동의

양상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의 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것이 많다(이경재&김주자, 2008; 이정원, 2009). 국내외로 증가추세

에 있는 비만과 과체중 인구의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대상

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영양교육에 앞서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뚜렷하다. 이에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근로자들이 어떤

종류의 식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는지에 연구의 내용이

집중되어 있다. 근로자의 과체중과 비만에 대한 연구 중 근로환경

의 개선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신체활동의 증가를 이루고자 하는

흐름이 보이며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평가하는 연구나 근로자의 식

생활과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는 양

상이다. 이렇게 근로자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근로환경에 집중하는

것은 Allen 등(2007)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들이 건강한 식생활에 대

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근로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식생활 관련 환경개선에 대한

학계의 집중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식생활 개선, 신체활동 증

진, 스트레스 감소 등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근로환경을 개

선하고자 하는 시도가 대략 10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다(Bandoni

et al, 2010; Engbers et al, 2006; Vyth et al, 2011).

이렇게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식생활, 건강에 대한 현상은

Mazzola 등(2015)의 연구에서 드러나듯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여 개인의 이익이 발생할 뿐 아니라 효과적인 의료비용

절약, 결근 감소,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준다. 미국 뉴욕시의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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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근무지의 정책, 환경적 지원이 근로자의 신체활동, 건

강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심혈관계 질환 screening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지 연구한 문헌에서는 회사의 정책과 환경적 지원이 직원

의 식생활 개선과 삶의 질 증진에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을 하

였다(Brissette et al, 2008). 이처럼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대해 개

인을 둘러싼 조직의 정책적 측면과 조직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근

로환경의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일본의 한 사례에서는 급식을 포함한 직장 내 식생활 환경을 개선

함과 더불어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통합적 중재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식행동, 영양지식, 자아 효능감, 영양섭취, 채소섭취량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김혜진 외(2016)의

연구에서 국내 남성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해 일본의 모델을 적용하

여 개인과 식생활 환경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시도를 하였다. 결과

대사증후군 고위험군의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혈압, 콜레스테롤 등

의 수치가 유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한다. 이 외 독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직장의 카페테리아에서 교육과 환경개선을 통합한 중

재를 펼치고 그 효과를 증명한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Steenhuis et

al, 2004; Geaney et al, 2016).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기반으로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주로 영양교육, 상담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김혜진 외, 2016). 선

행연구들에서는 직장 기반으로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효용

성에 대해 알고자 직장인들의 영양지식의 정도와 식행동, 식습관의

양상, 식생활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가 보인다(박연옥

외, 2002; 김민경 외, 2007).

3. 근무시간유형과 식생활에 대한 연구사례

근로환경 중 근무시간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 한 결과 ‘밤 근

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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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교대근무가 수면과 근로자들의 피로누적, 스트레스, 업무수

행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다수 존재하며 본 연구의 대상인 간호

사 뿐 아니라 상근직 외의 근무시간유형을 가지는 버스운전사, 기관

사, 지하철 노동자에 대한 수면문제, 피로문제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밤 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나 장시간 근무, 또는 교대의 패턴(day-eve-night)이 근로

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경우 건강에 문제를 야기한

다는 주장이 있어왔다(Akerstedt et al, 2017).

버스운전사를 대상으로 한 외국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대근무가

운전사의 수면과 피로, 낮은 생활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교대근무로 인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거나 교대의 패턴

이 휴식을 취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을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되는 split shift6)의 효용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

과 일부에서 부작용이 있으나 대부분의 대상자가 스트레스, 피로,

생활의 만족감에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다(Ihlstrom et al, 2017). 하

지만 이 split shift와 관련하여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Akerstedt 등(2017)의 연구에서는 분할근무 중간에 주어지는 휴식시

간은 근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온전히 개인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들의 시간과 관련된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예로 기관사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포커스

그룹 연구한 Naweed 등(2017)의 문헌에서는 기관사들의 주요 건강

관련 이슈로 수면, 식생활, 정신건강, 근로환경이 드러났으며 그 중

식생활의 주 장애요인으로 교대근무와 장시간 근무에 따른 식사계

획의 불가능,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정보부족, Pub에서 식생활을 해

결하는 생활7)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근무시간유형이 식생활에 영향

6) 분할근무, 휴식시간을 길게 잡아 하루의 노동시간을 둘 이상으로 나누는 것
(Ihlstrom et al, 2017), 예; 9AM-7PM근무에서 9AM-1PM근무 후 휴식, 4PM업
무 복귀 후 4PM-7PM근무(NAVER, 용어사전)

7) Pub에서 식사를 대체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음주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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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드러나지만 두 요인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시간’이라는 요인과 관련하여

개인의 수면, 휴식, 식생활에 있어 근로자들이 주어진 근무시간유형

에 따른 개인 시간여건의 차이, 시간부족 현상과 연관되어 상황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징적으로 근무시간유형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교대근

무로 인해 단순히 건강 영향 뿐 아니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음

으로써 생기는 생활리듬의 잦은 변화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지

장을 준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활동의 하나인

식생활에도 근무시간유형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무시간유형과 식생활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교대근

무, 비 교대근무자의 건강관련 지표와 행위를 비교하는 양상을 보인

다. 오현미&윤진숙(2000)의 연구는 대구 경북지역의 중소기업 산업

체와 기업체 근로자들의 생활습관과 식행동, 영양소섭취량을 설문조

사하고 정기 건강진단 자료의 수치를 활용하여 교대근무에 노출되

는 생산직 근로자들이 사무직 근로자들에 비해 나쁜 식생활 습관으

로 인한 비만과 기타 만성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이경재&김주자(2008)의 연구에서도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여성근로

자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계 증상 및 소화기계 증상을

자주 나타냄을 밝혀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근무시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승림&김수진(2013)의 연구에서는 비

교대 근무 그룹에 비해 교대근무자들이 식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많

이 드러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시간유형이 식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두 개념사이의

구체적 연결고리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무

시간유형에 의해 어떤 상황과 맥락을 바탕으로 식생활의 변화와 적

응과정이 드러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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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사의 근무시간유형과 식생활 연구 사례

대부분의 간호사의 근무시간유형은 밤 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에

집중하여 연구가 이뤄져 왔다. 결과적으로 근무시간유형에 따른 수

면장애, 수면의 질,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의

주제인 간호사의 근무시간유형에 따른 식생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김지명&강복희(2014)의 연구에서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교대근

무라는 근무시간유형이 식행동, 식습관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과를 살펴보자면, 비 교대에 비해 교대

근무자가 하루 3회보다는 2회 식사를 챙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근직 간호사들은 아침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경우는 점

심을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 교대근무 간호사는 식사를 거르는 주요

인으로 ‘생활의 불규칙성’과 ‘시간이 없고 바쁨’을 들고 있다. 이들의

식생활을 점수로 내어 본 결과 교대근무 간호사는 기름진 식사, 잦

은 간식섭취 등 좋지 않은 식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

비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도 간식섭취가 잦고, 생활의 규칙

성이 있지만 아침결식의 정도에 비춰봤을 때 교대근무자의 식생활

과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교

대와 비 교대 간호사 전반에 나쁜 식생활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icholls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는 결식, 식생활

의 불규칙, 불량식품, 간식의 과다섭취, 커피 과다 섭취 등의 식생활

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을 분석한 결

과 긴 근무시간으로 인한 업무과중, 스트레스, 교대근무가 있다. 이

때 교대근무는 다른 직종과의 근무시간의 차이로 정규시간에 문을

여는 상점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신선식품을 섭취하는데 방해

가 된다는 의견이다. 그 외 신선식품이 불량식품에 비해 비싸다는

비용 측면, 동료들의 식생활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환경, 개인적인

지식과 인식, 동기여부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질적 연구를 통해 조

사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사회생태학적 측면에서 분석, 정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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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식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 사례

적응의 과정은 개인마다 경험하는 형태가 다르고 가지는 생각과

감정에 따라 주요 상황과 맥락에 차이가 있으므로 질적 연구로 접

근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의 방법인 포커스그룹 토의는 참여자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할 때 많이 적용된다

(Krueger&Casey, 2009). 또한 특정 중재프로그램에 대해 참여자들

의 평가 의견을 모으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됨을 문헌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국내외의 식생활 관련 질적 연구의 대상자는 대부분 영유아, 학령

기, 노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고 노인인구의 증가율이 상승하면서 국내외에서 모두 노

인의 식생활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진다. 미국의 연구의 경우 노인의

식품선택에 있어 주변 환경의 영향을 중시하였으며 건강음식인 야

채와 과일에 대한 접근성 향상, 사회 커뮤니티의 지원이 필요함을

노인 대상자를 포커스그룹 토의를 통해 조사하였다(Shanks et al,

2016).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장수노인의 식생활 현상에 대해, 주로

식사를 챙기는 양상을 참여자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과 더불

어 조사 연구하였다(김성혁, 2011). 또 다른 식생활 연구의 대상자인

영, 유아, 학령기의 경우 최근 늘어나는 저 연령층의 비만, 과체중에

대한 예방, 중재를 위해 현상을 파악하고자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

들의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주변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

가족, 육아도우미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질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아이들이 식생활을 긍정, 부정적으로 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Vandeweghe et al, 2016). Otten 등(2016)의 연구에서는 유아

에게 식생활 교육을 제공하는 이들을 개인, 그룹 면담을 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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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태학에 근거하여 식생활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이 존재함을

연구하였다. 비록 많은 연구에서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식생활

연구를 하고 있으나 어린이는 부모와 가족, 주 양육자에게 큰 영향

을 받으며 성인기의 건강이 노년기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

했을 때 성인기의 식생활에 대한 연구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

안이라 파악된다. 임신한 여성은 후대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으로 O’Brien 등(2017)의 연구는 과체중 임산부를

대상으로 음식선택과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하였다. 이들에게는 개인 내부의 요인보

다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이 큰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사회생태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영양지원을 하는 미국의 SNAP8)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에 대한 평가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와 같이 포커

스그룹 토의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과 평가에도

다수 활용되고 있다(Tobey et al, 2016; Ko et al, 2016; Oemichen,

2016).

8) 미국의 저소득층에게 영양교육과 더불어, 국가에서 일정 기준을 두고 선정한 건
강식품의 범위 내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직불카드, 쿠폰을 지급(food
stamp program)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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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주요 선행연구 개요

저자 대상 방법 주요 연구 결과

1. 식생활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정책현황

이정원(2009)
20세 이상 

직장인 남성
1883명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외식 빈도와 아침식사 빈도에 따라 
군을 나누고 영양소 섭취량 평가와 

체질량 지수 분석

외식과 아침결식은 BMI, 허리둘레, 영양섭
취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김은정 
외(2008)

2006.12-2007.2
월 사이 

C종합병원에 
담석증으로 

진단된 90명의 
담석군과 

검진센터의 
수검자중 비 

담석군 111명

1. 신체계측 
2. 생화학분석-공복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측정
3. 생태학적 요인 및 식습관, 영양소 

섭취량 설문조사

1.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콜레스테롤 담석  
   유병률이 높음
2. 비만도의 증가와 고지혈증, 높은 혈당 값  
   이 담석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운동 이행도, 식습관과 영양 섭취 상태가  
   발병에 영향을 줌

이윤정, 
윤은주(2013)

부산지역 직장인 
250명 설문조사-1차 자료수집

1. 바쁜 일상이 편의식품 사용의 주요 요인
2. 영양 지식이 높아지면 영양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편의식품의 섭취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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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교육 필요 
 

2.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식생활 연구 동향

Thornton
et al(2013)

18-65세의 
호주여성 1555명 식행동과 관련된 환경 요인 설문조사

1. 고용형태(전일제, 시간제)가 식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드러남

2. 이 외 마트와의 접근성, 거주지 주변의 
환경이 영향요인임

Mazzola
et al(2015)

미국 내 근로자 
97명

mixed methods

설문조사와 개인면담

1. 식생활과 신체활동은 주변 시설에 많은 
영향을 받음

2. 식생활, 신체활동 관련 지원은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여 개인의 
이익이 발생할 뿐 아니라 효과적인 의료
비용 절약, 결근 감소, 매출액 증가에 영
향을 줌

 Brissette 
et al(2008)

832개의 뉴욕시 
사업체의 근로자 

설문조사 시행

근로환경, 영양섭취, 신체활동 정도

1.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사무직종일수록 
건강 식생활, 신체활동에 대한 환경 지
원이 잘 되고 있음

2.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회사차원의 
환경적 지원이 요구됨 

김혜진 
외(2016)

서울 강서구 소재 
사업장 직원

일본의 ‘직원식당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만들기 모형’ 수정 적용 후 

설문조사와 신체계측, 혈액검사 시행

일본의 선행연구와 같이 고위험군의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수축기·이완기혈압, 
HDL-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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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후에 유의적으로 개선

3. 근무시간유형과 식생활에 대한 연구 사례

Ihlstrom
et al(2017)

스웨덴의 4개의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버스운전사
232명

non-split shift 83명, split shift 
146명의 근무시간, 수면, 일과 건강에 

대한 설문조사 시행 

1. split shift를 수행하는 64%의 운전사에
게서 이 근무시간유형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찾을 수 없음

2.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부정적 반응이 나
타날 수 있음

3. split shift에 대한 올바른 상황 파악과 
정책 안정이 필요

Naweed 
et al(2017)

남 호주의 
29명의 기관사

(Victorian,
New 

SouthWales-ba
sed rail 

organizations)

포커스그룹 토의
(From May to June, 2015, five 

semi-structured)

1. 기관사들의 주요 건강관련 이슈 
   수면(부족, 패턴, 피로)과 식생활(습관,   
   계획), 정신건강(불안, 스트레스), 근로환  
   경(근로시간, 교대근무)
2. 장애요인을 조직, 근로 차원으로 생각
3. 식생활 관련 장애요인: 교대근무와 장시  
   간 근무에 따른 식사계획의 불가능, 건강  
   한 식생활에 대한 정보부족, Pub에서 식  
   생활을 해결하는 생활

오현미, 
윤진숙(2000)

대구, 경북지역 
중소기업 산업체 

설문조사 시행- 생활습관, 식행동, 
영양소 섭취량 조사

1. 생산직 근로자(교대근무 군)가 만성퇴행
성 질환 발병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 21 -

및 기업체 
근로자중 정기 

건강검진 자료가 
있는 194명

24시간 회상법

정기적인 건강진단 자료 이용
-신체계측 및 생화학 수치 비교분석

비만의 경우 사무직이 더 높음
2.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의 근무유

형을 고려한 세분화된 교육이 필요

이경재, 
김주자(2008)

국내 40세 이하 
여성근로자- 

사무직과 생산직 
대상

N(1875)

설문을 통한 1차 자료 수집

일반적 특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직종, 교대근무 유무, 사업장 
특성, 근무특성, 근무조건, 심혈관계, 

소화기계 증상

1. 교대근무가 여성근로자의 심혈관계 증상 
및 소화기계 증상과 관련성이 있음

2.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근무
형태에 따른 건강영향을 줄일 수 있는 예
방대책과 보건교육이 필요

이승림, 
김수진(2013)

서울,
 C 커피전문점 

종사자 중 
1일 3조 3교대의 

교대 근무자, 
비교대 사무직 여

성을 선정
N(178)

설문조사 시행

일반적 특성, 신체적 특성, 
건강관련사항, 식행동, 그리고 영양

소 섭취조사에 관한 문항

1. 교대근무 군이 비교대근무자에 비해 재직
기간, 급여수준, 업무 만족도는 낮고, 체
중도 낮으면서 최근 1년 사이에 체중이 
변화 비율은 높게 나타나는 등 식생활과 
관련된 문제 확인 됨

2. 근무유형에 따른 건강증진 대책 도모가 
필요

4. 간호사 근무시간유형과 식생활 연구 사례

김지명, 
강복희(2014)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에 다니면서 
근무를 하고

일반사항, 스트레스, 식습관, 건강행동 
관련 설문조사 시행

1. 교대근무와 같은 부적절한 임상간호환경  
   에서 부적절한 식습관과 식행동을 갖게  
   되는 경향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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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간호사 
200명

2.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신의 건강상  
   태를 지각하는 경우 식행동이 개선되는  
   경향

Nicholls  
et al(2016)

between 
2000–2016.

Of 26 included 
papers, 21 

were qualitative 
and five 

quantitative

체계적 문헌 고찰

CINAHL, MEDLINE,
PROQUEST Health and Medicine, 

ScienceDirect and PsycINFO. 

1. 간호사는 다양한 식생활 문제의 주요인은 
근무시간, 근무지 환경, 사회적 환경 등
과 관련이 있음  

2. 병원 기반 간호사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함

5. 식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 사례

Shanks 
et al.(2016)

rural Montana
communities

포커스그룹 토의 미국 노인의 야채, 과일 접근성에 있어 거주
지 주변 환경적 영향이 크게 작용

Oemichen
et al.(2016)

2 counties with 
high and low 
Supplemental 

Nutrition

포커스그룹 토의

1. SNAP프로그램이 일부 노인에게 효용성
이 떨어짐

2.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나
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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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ce 
Program 
(SNAP) 

participation 
rates

Otten(2016)

Sixteen early 
care and 
education 
providers,

Washington

A qualitative design 

individual, in-person,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사회생태학에 근거하여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개인의 측면 등 다양한 요인이 식생활
에 영향을 주고 있음

Vandewege 
et al.(2016)

6세 이하 유아의 
부모, 가족 내 주 

양육자, 육아 
도우미

포커스그룹 토의 아이들의 식생활에 양육자의 태도, 언어, 식
사 분위기 조성이 주요 영향을 미침

O’Brien
et al.(2017)

임산부 22명, 
pregnancy 
Body Mass 
Index > 25 

kg/m2

개별 심층 면담
1. 임신이 식생활 개선의 주 동기로 작용
2. 식생활 개선을 위해 가족의지지, 사회적 

환경의 역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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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설계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포커스그룹 토의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연구는 치밀하게 계획된 일련의 토론인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여자들의 특정 주제에 대한 인식, 의견, 경험 등을 알아낼

수 있도록 설계된다. 각 그룹은 5-10명의 참여자로 구성되며 미니

포커스 그룹의 경우는 4-6명의 소수로 구성된다. 포커스그룹 토의

를 통한 자료수집 방법은 다양한 참여자를 통해 상황에 대한 넓은

관점을 제공 받을 수 있고 참여자간 표현하는 것의 비슷하거나 다

른 경험의 범위를 관찰하고 숙고할 수 있다. 특히 미니 포커스그룹

은 참여자의 토의 참여율을 높이고 심층적인 자료의 수집에도 도움

을 주므로(Krueger& Casey, 2009)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근무시간유형에 따라 식생활

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되고 이를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지는 습

관의 양상,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맥락, 생각을 파악하

고자 논의가 진행되었다. 전체 연구의 설계는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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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 참여자 선정

포커스그룹 토의의 참여자는 서울의 일개 상급 종합병원인 ‘삼성

서울병원’의 간호사이다. 연구 대상자는 모두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들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이며 3년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현재 부서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는 간

호사이다. 참여자간의 힘의 차이로 인해 포커스그룹 토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상사와 부하관계인 파트장과 실무자의 그룹 참

여를 배제(Krueger&Casey, 2009)하고 본 연구에 실무자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평간호사(실무자)에서 대상자를 선정했다. 참여자는

다음의 포커스그룹의 구성에 맞게 모집하였다. 간호사의 근무시간

유형에 따라 ① 진료부 상근 ② 비 진료부 상근 ③ 3교대 근무 ④

밤 근무 전담 간호사 4개의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참여자 모집을

위해 각 그룹의 조건에 맞는 부서에 모집문건을 직접 전달하여 초

기 대상자를 모집 후 이들의 소개를 통해 눈덩이식표집 하여 참여

자를 확장하였다. 최종 모집된 대상자는 진료부상근 그룹 4명, 비

진료부 상근 그룹 5명, 3교대 근무 그룹 6명, 밤 근무 전담 그룹 4

명으로 총 19명이다. 모든 참여자는 중도에 그만두는 일 없이 연구

에 임하였다.

나. 포커스그룹 토의 진행 절차

포커스그룹 토의는 참여자들의 출퇴근 동선을 고려하여 병원근처

조용한 카페에 있는 작은 회의장소나 병원내의 회의실을 빌려 진행

하였다. 이는 참여자의 분위기 적응을 돕고 바쁜 일상 중에 참여자

들이 좀 더 쉽게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임장소 선정에 있어

연구의 참여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먼저 참여

자에게 연구 목적 및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녹음하며

포커스그룹 토의를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참여자의 업

무, 성별, 연령, 경력, 근무부서 등에 관한 내용은 설문지 작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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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들이 간단하게 차를 한잔 하며 편안

한 대화를 통해 모임의 분위기를 익힌 후 포커스그룹 토의가 실시

되었다. 포커스그룹 토의에 사용되는 질문지는 연구자가

Krueger&Casey(2009)가 제시한 형식을 참고하여 시작, 도입질문,

전환질문, 핵심질문, 마무리 질문을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미리

준비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아래 표[2]는 포커스그룹 토의 시 연

구자가 참여자에게 질문하였던 질문지이다. 포커스그룹 토의는 각

그룹 당 1회 시행되었으며 50-60분가량 소요되었다. 녹음된 자료는

현장성을 잃지 않도록 평균 3일 이내 전사하여 텍스트화 하였으며

녹음내용과 전사본을 대조하여 오타 확인, 비언어적 표현 표기를

거친 후 전사파일을 완성하였다(김동하, 2016).

표[2] 포커스그룹 토의에 사용한 질문지

시작
안녕하세요? 서로의 현재 근무시간과 근무시간에 어떤 변화가 있
었고 또는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도입
일을 시작한 후 근무시간에 의해 생활리듬에 많은 변화를 겪으셨
을 텐데, 그 중 식생활에 대해 고민했던 경험을 떠올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전환
식생활 변화를 적응하면서 가졌던 생각이나 감정을 회상해주세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겪으셨나요?

핵심1
근무시간에 따라 식생활에 어떤 변화를 겪고 적응해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핵심2
 생활 리듬 변화에 적응하기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데, 식생활 변  
 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지 경험  
 담을 이야기해주세요. 

핵심3
 식생활 변화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이나 상황  
 은 어떤지, 반대로 방해가 되었던 환경이나 상황은 무엇인지 구체  
 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핵심4
근무지인 병원의 환경(식당이나 편의점, 근무환경, 주변 사람들 등)
을 떠올려주세요. 귀하의 근무지는 식생활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핵심5
당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결식을 한다거나, 야식, 폭식, 급하게 먹
는 등 질 낮은 식사를 한 경험을 떠올려주세요. 
귀하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나요?

핵심6 귀하가 가지고 있는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떠올려주세요. 식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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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집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텍스트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사용한 ‘주제분석법’은 연구

자가 수집된 자료에서 연구의 목적에 맞는 코드를 찾고 이를 비교,

대조하여 코드간의 관계, 특징,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개념화하고

분류하여 내용을 관통하는 주요 주제를 찾아내는 방법이다(Braun

& Clarke, 2006; 김동하, 2016).

연구자는 주제분석을 위해 6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우선 포커스그

룹 토의를 통해 수집된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고 근무시간유형에

따른 식생활 변화와 적응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다

음 단계로 식생활 변화 양상에 대해 적응하는 과정의 긍정, 부정적

인 방향성, 영향요인과 관련된 모든 의미 단위를 명명하는 개방코딩

과정을 거쳤다. 세 번째로 개방코딩 내용의 비슷하거나 모호한 코드

는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08개의 코드가 남았다. 네 번째, 이 코드

들의 관련성을 비교, 대조하여 범주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하

위범주 16개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이 하위범주를 다시 구조화하

여 8개의 범주와 최종적으로는 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

로 3개의 주제가 이번 연구의 주제인 근무시간유형에 따른 식생활

변화와 적응의 경험을 반영하는지 검토 후 주제를 정교화하기 위해

전사 자료를 다시 확인하며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남경아 외,

변화의 적응경험이 평소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주
거나, 받나요? 

핵심7
식생활 변화에 적응하면서 가진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
니다. 그런 식습관을 가지게 된 구체적인 상황들을 말씀해주세요.

핵심8
식생활 변화를 긍정적 방향으로 적응하기 위해 [누가/무엇이][무엇
을/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마무리

이 연구는 참여자분들의 근무시간유형에 따른 식생활 변화 양상, 
변화를 적응하는 과정 및 영향요인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연구자가 빼먹고 놓친 것이 있는지요? 더 말씀하실 것이 있
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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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런 과정을 통해 얻어낸 각 주제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목적

에 부합하는 논의와 기술을 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진실성 평가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질적 연구 평가 기준인 신뢰성,

전이가능성, 의존성(감사가능성), 확증성을 통해 본 연구가 진실성

이 있는지 평가하였다. 먼저 연구의 목적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서

대상자가 자신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분석 자료와 결과를 대상자가 확인하게 하여 자료의 신뢰성

을 높였다. 참여하지 않은 각 그룹의 2인에게 결과물을 보여주고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내용인지 확인하도록 하여 전이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모든 토의 과정의 기

록을 상세히 하고, 연구 결과에 대해 지도교수의 확인과 자문을 구

하여 감사가능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확증성의 경우 객관성을 의미

하며 토의 과정과 자료 분석에 있어 편견이나 선 이해, 가정에 영

향을 받지 않고 유도질문을 하지 않으며 Krueger와 Casey가 제시

한 포커스그룹 토의의 진행 방법을 준수함으로서 객관성을 확보하

고자 하였다(이병숙 외, 2015; 김동하, 2016).

3. 연구 윤리

연구 참여자 모집 전 참여자 모집 문건, 포커스그룹 토의를 통한

연구의 진행과정, 연구 참여자 설명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연구윤

리 심의 요청을 하였으며 2017년 4월 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최종승인(IRB No.1704/003-013)을 받았다. 그 후 연구의

배경인 ‘삼성서울병원’의 간호부에 연구 진행에 대해 설명하고 허가

절차를 진행하였다. 병원의 허가를 받은 후 참여자 모집을 수행하였

다. 모집된 참여자에게 설명서와 동의서를 통해 연구 윤리를 준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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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 동의서를 수령하였

다. 포커스그룹 토의의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참여자들에게 사

례비를 지급하였다.

IV. 연구결과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삼성서울병원’의 경력 3년 이상, 현재부서 경력 1년 이

상인 간호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포커스그룹 토의를 4월 28일

에서 5월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각 그룹 당 1회씩 실시하였으며,

참여한 인원은 3교대 근무자 6명, 밤 근무 전담 4명, 진료부상근 간

호사 4명, 비 진료부 상근 간호사 5명으로 총 19명이었다. 참여자의

구성은 표[3]와 같다.

표[3] 포커스그룹 토의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성
별

근무유형
나
이

총 경력
(years, 

months)

현 
근무지 
경력

(years, 
months)

근무부서
가구 
구성

FG-A-1 여 3교대 38 15, 0 4, 0
내과 
병동

가족과 
동거

FG-A-2 여 3교대 26 4, 1 4, 1
외과 
병동

자취

FG-A-3 여 3교대 26 4, 2 4, 2
외과 
병동

가족과 
동거

FG-A-4 여 3교대 27 3, 10 3, 10
외과 
병동

가족과 
동거

FG-A-5 여 3교대 29 7, 5 7, 5
외과 
병동

가족과 
동거

FG-A-6 여 3교대 29 6, 11 6, 11
내과 
병동

가족과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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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의 식생활 시스템 상황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병원 직원 식생활의 주요

시스템을 먼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병원의 직원들은 정해진 식

사시간에 직원식당에서 주로 식사를 한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삼

성서울병원’의 직원식당은 본관, 암 병원, 별관에 각 하나씩 존재하

며 아침, 점심, 저녁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동안 식당을

개방한다. 점심시간 배식시간의 경우 별관이 다른 식당에 비해 두

시간 더 길게 운영되고 있다. 병원 내에는 직원식당 외에 푸드 코트

가 본관과 암 병원에 있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

FG-B-1 여 밤 근무 전담 27 4, 5 4, 5
외과 
병동

자취

FG-B-2 여 밤 근무 전담 28 4, 0 4, 0
외과 
병동

가족과 
동거

FG-B-3 여 밤 근무 전담 27 3, 6 3, 6
외과 
병동

자취

FG-B-4 여 밤 근무 전담 31 8, 5 3, 8
외과 
병동

가족과 
동거

FG-C-1 여 진료부 상근 37 14, 0 2, 10 내시경실
가족과 
동거

FG-C-2 여 진료부 상근 35 13, 0 1, 0 외래간호
가족과 
동거

FG-C-3 여 진료부 상근 29 6, 6 2, 0
코디네이

터
자취

FG-C-4 여 진료부 상근 32 9, 0 2, 2
코디네이

터
가족과 
동거

FG-D-1 여
비 진료부 

상근
31 7, 1 5, 1 행정팀

가족과 
동거

FG-D-2 여
비 진료부 

상근
37 11, 8 5, 10 간호부

가족과 
동거

FG-D-3 여
비 진료부 

상근
34 11, 3 1, 5

암 
교육팀

자취

FG-D-4 여
비 진료부 

상근
32 9, 10 2, 1 보험심사

가족과 
동거

FG-D-5 여
비 진료부 

상근
31 8, 1 4, 11 진료지원

가족과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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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용할 수 있다. 밤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야식을 도시락 형식으

로 각 병동에 공급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식생활 시스템 외에 병

원은 직원의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여 시행하고 있

다. 3교대 근무자에게 아침식사 대용으로 각 병동에 빵이나 떡을 공

급한다. 교대근무자 중 evening shift 근무자가 저녁식사 시 직원식

당을 자주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중재로 병동별로 3개 이내로

도시락을 직원식당에 신청하여 병동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간단하게 빵이나 음료를 take out 할 수 있도록 직원식당에

카페를 구성한다거나 별관에 건강식코너를 따로 운영하는 등의 노

력을 보이고 있다.

3. 포커스그룹 토의 결과

본 연구는 간호사를 근무시간유형에 따라 포커스그룹화 하여 근무

시간유형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와 적응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토

의 내용을 주제 분석하여 세 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가. 식생활에 대한 조직 환경의 영향

표[4] 주제1의 범주와 하위범주 구조도

theme category subcategory

주제1.
식생활에 대한 

조직 환경의 영향

직원식당에 대한 접근성 
변화

직원식당의 시간적 접근성

직원식당의 공간적 접근성

근무현장의 식생활 환경 
변화

각 근무현장의 식생활 환경

식생활 관련 병원 시스템

식생활 관련 간호사 
조직 내부 분위기

긍정적인 식생활을 
방해하는 간호사 조직의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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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 식당에 대한 접근성 변화

포커스그룹 토의 전반에서 근무시간 내 식생활과 관련하여 ‘직원식

당’에 대한 의견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근무시

간유형은 서로 상이하지만 식생활과 관련하여 구내식당이 근로자들

에게 큰 의미가 있고 식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요소

임을 알 수 있다. 수집된 토의 내용에서 참여자들에게 공감대가 형

성되어 있는 주요 내용의 하나는 같은 병원 조직 내에서 일하는 간

호사들이지만 이들이 가지는 근무시간유형에 따라서 식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직원식당 이라는 시스템이 시간적 공간적인 접근

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근무시간유형에 따

라서 식생활에 대한 여건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근무시간 중에는

직원식당을 이용하는 것을 긍정적인 식생활로 여기고 있다. 병원 내

에서 직원식당 이용을 통해 긍정적인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식사

시간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각 그

룹들은 근무시간유형에 따라 식사시간의 보장여부에 차이를 보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정시간의 근로를 하는 경우 휴식시간이 주

어져야하며 휴식시간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하지만 각 그룹의 간호사들은 주어진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공통적으로 정해지는 법규의 이행에도 차이가 있고 식사시간에 대

해 상근직 그룹과 교대근무 그룹의 양극화가 드러났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3교대 근무와 비 진료부 상근의 경우는 3

교대 근무 간호사는 ‘점심시간, 저녁시간, 야식시간’이라는 보장되는

식사시간이 없고 비 진료부 상근은 식사시간이 보장되면서 직원식

당을 이용하는 접근성의 차이가 생긴다. 3교대 근무 간호사의 경우

직원식당이 개방되는 시간 안에 병동의 근무자끼리 팀을 짜서 교대

식으로 식사를 하러 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그룹은 병동에서 입

수면을 우선시 하는 습관과 
간호사 조직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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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중인 환자의 간호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면서 응급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간호사가 병동에 상주를 해야 하는 근무 환경

에 놓여있다. 외래에서 근무하는 진료부 상근의 경우도 오전진료와

오후진료 사이를 식사시간으로 잠정적으로 정해두면서 진료의 지연

이나 환자상태에 따라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에 3교대 간호사 그룹처럼 교대식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주어진 업

무의 특성이 개인의 휴게시간을 방해할 수는 있으나 현재 이들 그

룹에게서는 정해진 식사시간이 없는 것이 접근성의 장애를 심화시

킨다. 3교대 간호사와 진료부 상근 그룹의 외래팀은 업무가 너무 많

거나 바쁠 때는 보장되는 식사시간이 없다보니 식사보다는 업무를

우선 챙기게 되면서 식사를 거르거나 간단하게 간식, 인스턴트로 허

기를 채우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연차

가 낮은 3교대 근무, 밤 근무 전담 간호사들은 업무가 많거나 바쁠

때 일의 속도 느리고 숙련이 되지 못하여 식사를 포기하게 되는 일

이 많다. “일도 덜했는데 밥을 먹느냐.”식의 눈치를 받는 상황이 생

기기도 한다. 이런 신입 간호사, 저 연차 간호사의 경험들은 현재

간호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참여자 모두에게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팀이 두 개로 나눠져서 교대하듯이 식당 내려가서 먹어야하는데, 갑자기 
같이 먹으러 가기로 한 팀이 못 간다고 하면 저는 기다렸는데 못 먹는 경
우가 생기죠.”   (3교대 간호사, 26세, 현 근무지 경력 4년 1개월)

“식사를 빨리 마치고 돌아오면 그만큼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 속도가 느렸던 신입 때는 식사시간을 줄이거
나 건너뛰고 잔업을 처리하기도 했어요.”

  (진료부 상근, 37세, 현 근무지경력 2년10개월)

대부분의 진료부 상근, 비 진료부 상근직 그룹은 점심시간이 보장

되면서 근무 중에 먹는 점심식사를 거르는 일이 거의 없고 이에 대

한 만족이 드러난다. 하지만 이들 그룹에서는 아침식사에 대한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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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많이 제시되었다. 3교대 근무 간호사 그룹도 day shift 출근시

간이 인계전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오전 6시 30분 정도로 일러 아침

식사를 챙기기 힘든 여건이다. 그러나 아침 식사를 대신하여 병동에

빵이나 떡을 직원복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어 식생활에 도움을 받

는다. 상근직 간호사 그룹의 경우 오전 9시에 정규 근무를 시작하는

다른 직장에 비교하여 오전 8시에 업무를 시작하면서 출근시간 압

박을 느끼고 있다. 진료부 상근직 간호사 그룹에 속해있는 외래팀은

오전 8시에 진료를 개시해야하므로 그 이전에 출근하여 준비를 하

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비 진료부 상근 그룹에 비해 더 큰 출

근 압박을 받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근직종의 출근시간

압박으로 인해 근무 중간에 식사를 챙기는 것을 어려워하는 3교대

근무 간호사 그룹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아침식사에 대한 어려움

이 강조되어 나타났다. 이들 그룹은 아침식사를 챙겨먹는 것을 긍정

적 식생활로 여기고 있었고 아침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 전날 저녁

식사와 점심식사 사이의 공복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오전 시간동안

일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허기를 느끼는 것이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표현하였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3교대 근무와 밤 근무 전담 그룹

의 참여자들에 비해 아침식사를 챙겨먹어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경향을 보였다. 아침식사를 병원식당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이른 출근시간이 직원식당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밤 근무 전담 그룹의 경우는 근무 후 아침식사를 하고 퇴근하기도

하는데, 일이 정리되는 시간과 식당의 개방시간이 맞물리는지에 따

라 접근성이 결정되는 상황이다.

“출근시간이 다른 일반 상근직에 비해 병원이라서 이른 편이잖아요. 집에서 
나서는 시간이 빨라서 먹을거리가 마땅치 않아요. 직원식당을 이용하기에는 
차편이랑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용을 못하는 편이에요.”

  (비 진료부상근, 31세, 현 근무지 경력 5년 1개월)

“아침 식사를 거르고 일을 해보니 배가고파서 과자, 빵 등 간식을 먹게 되
고 오전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급적 아침 식사는 꼭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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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먹기로 마음먹고 되도록 아침에 직원식당에 들러 먹으려고 노력해요.”
 (진료부 상근, 29세, 현 근무지 경력 2년)  

직원식당에 대한 접근성은 공간적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따로 때어 생각할 수는 없고 공간적인 접근성도 시

간에 맞물려 상황이 드러나고 있었다. 비 진료부 상근과 진료부 상

근 그룹은 주어진 식사시간이 있다 보니 직원식당 외에도 병원 내

의 푸드 코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본관, 별관, 암 병원 전체적으로

직원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그러나 공간적으로 직원

식당과 너무 동떨어진 곳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 보장되는 시간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접근성에 방해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경

우 교대근무자들처럼 결식을 하거나 간식이나 인스턴트로 허기를

채우는 식의 식생활보다는 배달음식, 가까운 상업 식당의 이용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나 식생활의 긍정적, 부정적 모습이 복합적으로 드러

나는 양상을 보였다.

“저희는 사무실이 원외에 있어서 아주 덥거나 추운 날은 원내 직원식당까지 
가는 길이 힘들어서 거르거나 밥을 사먹는 일도 종종 있어요.”

  (비 진료부상근, 32세, 현 근무지 경력 2년 1개월)

3교대 근무 간호사는 보장되는 식사 시간이 없고 교대식으로 식사

를 하고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식사를 마치고 병동으로 돌아와야 하

는 상황이 많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이 있는 같은 건물 내의 식당

외에는 갈 수 없는 실정이다. 가끔 입원 환자들의 컨디션이 좋아 여

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교대식으로 식사를 할 때 식사를 간 간호사

의 담당환자를 동료 간호사가 대신 돌봐야하는 상황이므로 시간적

인 압박과 주변의 눈치가 보이고, 공간적으로 떨어져있는 식당은 가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병원의 구조상 식당이 환자 진료를

보는 병동과는 떨어진 위치에 있어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부담이 있고 식후의 업무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식사를 거르거나

질 낮은 식사를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36 -

“지금 직원식당은 모두 한 공간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근직이든 교대근무든 다 거기 모여서 먹어야하는 상황인데 줄이 길 때도 
많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elevator도 느리고, 병원에 3교대 비중이 많을 
텐데 이걸 좀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3교대 간호사, 29세, 현 근무지 경력 7년 5개월)

2) 근무현장의 식생활 환경 변화

근무시간유형에 따라 나누어진 각 그룹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직원식당의 접근성에 차이를 보인다. 병원 조직

내에서 직원식당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간호사들이 식생활을 하게

되는 두 번째 주요 환경은 근무현장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근무현장이란 비 진료부 상근은 사무실, 진료부 상근은 검사실, 외

래, 병동, 3교대 근무와 밤 근무 전담 그룹은 병동을 의미한다. 직원

식당이 병원 조직 내의 근로자들에게 같은 조건을 제공한다면, 사무

실이나 병동의 물리적 환경과 근무현장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병원의 식생활 제도는 각 그룹별로 그 의미와 영향, 효용성에 차이

가 있다.

병동에서 근무하는 3교대 근무 간호사 그룹은 직원식당을 이용하

지 못했을 때 병동내의 간호사실에 비치된 음식으로 간단하게 끼니

를 대신한다. 그러므로 병동에 비치되어 있는 음식의 양과 질에 이

들의 식생활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3교대 근무 간호사

그룹과 밤 근무 전담 그룹에서 식사를 대체하기 위해 라면을 먹고,

갈증 해소를 위해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에 대한 공통된 경험

을 가지고 있었다. 병동의 물리적인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간호사

실에 식사를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구

조화된 식당이 아니고 문 하나로 개폐가 결정되다보니 환기의 문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 환자들이 언제든지 간호사를 부를 수 있는

노출된 구조, 콜벨, 전화, 환자를 직접적으로 응대해야하므로 일정시

간 앉아서 식사를 대체하기 보다는 단시간 안에 마시듯이 먹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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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먹을 수 있는 간식과 음료수 위주로 끼니를 대신하는 상황이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근무 중에는 되도록 직원식당을 이용

하는 것이 식생활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오늘은 식당가서 밥 먹는 게 목표가 되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 병동 냉장고
에 보면 직원복지 차원에서 구내 편의점에서 음료수나 우유를 채워주는데 
탄산음료가 눈앞에 보이니까 더 마시기 쉬워요.”

  (3교대 간호사, 29세, 현 근무지 경력 6년 11개월)

진료부 상근이나 비 진료부 상근 그룹은 비교적 점심식사는 직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출근시간 압박과

아침식사에 대한 의견이 다 빈도 제시되었다. 이른 출근시간으로 아

침을 거르고 직원식당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 사무실이나 검사실, 외

래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대신해야하는데 이때 각 근무현장의 물리

적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각자의 근무현장의 구조가

독립적으로 음식섭취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환자응대를 해야 하

는 개방된 구조로 되어있는 사무실이나 외래, 검사실도 있어 같은

상근직이라는 근무시간유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점에서 차이를 보

였다. 간단하게 섭취하는 음료수나 커피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는

데 3교대 근무 그룹이나 밤 근무에 비해서 상근직종은 신체활동이

적고 근무현장의 물리적인 환경이 개인 컵을 두고 꾸준하게 음료나

커피를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므로 카페인 섭취, 수분섭취의 양상이

교대근무 그룹과 차이를 보였다.

“커피는 꼭 먹죠. 커피양은 교대 때보다 더 늘어난 느낌 이예요. 교대 때는 
후루룩 그냥 먹는 느낌이라면 여기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컵을 옆에 항상 
둘 수 있어서.”  (진료부 상근, 37세, 현 근무지 경력 1년)

그룹 전반에서 커피섭취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앞서 근

무현장의 물리적인 환경 외에도 각 그룹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차이에 의해 특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커피를 통한 카페인 섭

취는 3교대 근무나 밤 근무 전담은 night shift 에 집중되는 반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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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직은 문서작업이 많아 신체활동이 주를 이루는 교대 근무 때보다

섭취량이 늘어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반대로 같은 그룹 내에서

도 이른 출근시간을 염려하여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커피를 먹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불규칙한 교대와 밤 근무, 업무과중의 스트레스

를 커피를 마시면서 해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일부에서는 피

곤함을 억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약을 먹듯 커피를 챙겨먹는

현상도 보였다.

“제가 출근하면서 자주 가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한 시간 정도 
커피 먹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출근해요. 출근 할 때 샷 추가해서 또 마
시고, 일 하다가 간호사실에서 또 커피 내려 마시고 기분 안 좋을 때도 먹
고. 커피라도 먹어서 밤에 버텨요.”
 (밤 근무 전담, 31세, 현 근무지 경력 3년 8개월)

병원에서는 간호사의 식생활 지원을 위해, 자주 직원식당을 이용하

지 못하는 3교대 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evening shift에 도시락을

제공한다. 이런 병원의 노력은 식생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신

청 가능한 개수가 정해져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에 3교대 근

무 간호사 그룹이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고 도시락을 제공 받더라도

업무의 과중이 있거나 같이 먹을 동료가 없거나, 앞서 제시된 병동

의 물리적인 구조로 인해 급하게 먹고, 때를 놓쳐 업무를 마친 후

먹는 등의 식생활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부정적인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night shift를 위해 야식을 제공하

는 제도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밤 근무 중 직원식당에 찾아가

지 않고 병동에서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큰 제도임에

모두 공감하였다. 하지만 메뉴 구성에 있어 다음날 점심식사 메뉴를

야식으로 미리 제공하면서 기름진 음식, 분식, 양식이 대부분을 차

지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장에 가스가

차는 느낌, 갈증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것에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다. 야식이 하루 일과의 주요 식사가 되는 밤 근무 전담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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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중 night shift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의 식생활을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야식 도시락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가 신규 일 때는 힘들 때 많이 못 먹고 했는데, 신청을 하면 eve 때는 
도시락을 올려주는 식으로 제도가 생겨서 그래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
요. night 근무 할 때는 야식을 주는데 그것도 도시락으로. 근데 그건 좀 
부대끼고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밤새우는데 밥을 먹기는 해
야 하니까요”  (3교대 간호사, 29세, 현 근무지 경력 7년 5개월)

“외래에 점심을 못 먹는 경우를 대비해서 김밥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예산도 
정해져있고 필요한 만큼 모두 충족하지는 못 하는 게 현실이에요. 외래에 
인력이 매우 모자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점심을 못 먹는 경우
가 많아요.” (진료부 상근, 35세, 현 근무지 경력 1년)

모든 그룹에서 업무의 과중에 의해 식생활을 긍정적으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데 공감대가 있다. 그리고 업무의 과중과 관련하

여 3교대 간호사 그룹과 진료부 상근 중 외래팀의 경우 간호 인력

의 부족을 하나의 원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충분한 인력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동에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하거나 환자의 진

료를 마치고 식사를 해야 하는 외래팀은 식사시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보고 있다. 간호사가 교대식으로 식사를 하더

라도 교대의 순서를 지켜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탄력

적으로 두거나 인력이 많아 담당환자의 수가 줄고 식사시간을 따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상근직종의

경우는 교대근무 그룹과 비교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노출이 거의 없

기 때문에 추가 근무 형태의 야근에 의한 식생활 장애를 강하게 인

식하고 있었다. 3교대 근무 그룹이나 밤 근무 전담 그룹은 추가 근

무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환자간호와 관련된 사항을 마무리 짓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업무 과중으로 느끼고 스트레스로 받아들이

지는 않았다. 하지만 간호 업무 외의 교육이나 회의, 병원평가 대비

환경점검 등의 상황은 추가근무로 인식하고 식생활 장애로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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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제가 행사 준비하느라 아침부터 점심까지 한자리에만 앉아있는 경우가 있
었는데 그때 컵라면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 업무의 과중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비 진료부상근, 32세, 현 근무지 경력 2년 1개월) 

“식당을 점심때는 누군가와 같이 먹으니까 점심은 꼭 챙기게 되는데 저녁에
야근 할 때는 혼자서 식당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불량식품으로 해
결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상당히 안 좋아 졌어요.” 
 (비 진료부상근, 37세, 현 근무지 경력 5년 10개월)

이렇게 근무시간유형에 따라 각 그룹은 상이한 근무현장의 물리적

인 환경, 업무의 차이, 식생활 관련 병원의 지원 제도에 노출된다.

참여자들의 근무시간유형에 의해 식생활과 관련된 개인 시간활용에

차이 있고 양질의 식사에 대한 접근성이나 긍정적 식생활에 대한

의지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 식생활 관련 간호사 조직 내부 분위기

각 그룹의 근무시간유형에 따라 조직 내에서 식생활 시스템에 대

한 접근성에 차이가 있고 노출되는 근무현장의 환경에도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변화 속에서 참여자들은 그래도 건강을 추구

하고 식생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습관화 하고자 한다. 하지

만 참여자 전반적으로 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포기한 경험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진료부 상근과 비 진료부 상근 그룹에서는

세부적으로는 환경에 따라 식생활에 긍정적, 부정적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교대근무 때에 비해 식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하

였다. 근무시간에 규칙성이 생기면서 일상생활의 시간적 측면이 자

연스럽게 규칙성을 찾았고 식생활도 계획할 수 있었다는 경험에 공

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식사시간이 보장되면서 노력 없이 자연스럽

게 식생활이 긍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3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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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근무를 하면서 가지게 된 식습관이 지속되거나 시간여건이 개선

되어도 개인의 식생활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에는 간호사 조

직 내부에 고착화된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토의 과정에서 네 그룹의 참여자 모두 긍정적인 식생활을 방해하

는 분위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조직 내에는 ‘간호사

는 당연히 식생활이 나쁠 수밖에 없다’는 식의 현실에 수긍하고 개

선을 포기하는 분위기, 식사 관련 주변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경우,

원하지 않는 메뉴나 나쁜 식생활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있다. 특히 3

교대 근무 그룹은 정해진 식사시간이 없고 병동에 간호사가 상주하

도록 교대식으로 식사를 하는 실정인데 이때 식사를 간 팀의 환자

들을 병동에 남아있는 간호사들이 대신 맡아야하는 인력상황에 놓

여 있어 식사 때 동료의 눈치를 보게 된다고 한다. 또는 식사 팀을

구성하여 같이 식사를 먹기로 한 간호사가 업무과중, 업무지연 등으

로 식사를 못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사를 같이 못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식사를 하는 시간에 눈치 싸움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연차가 낮을 때는 선배 간호사의 상황을 살펴야하는 점과 스스로의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식사를 못한 경험이 참여자 모두에게 있으

며 연차가 높은 간호사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식사를 못하는 경

우 혼자서 식사를 챙기는데 어려움이 있고 미안한 감정 때문에 같

이 식사를 못했다는 경험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3교대 근무

간호사 그룹은 단 시간 안에 식사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해야 동료

에게 피해를 덜 준다는 생각이 있고 식사를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

에 허겁지겁 먹게 된다고 한다. 직원식당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병

동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거나 근무 후 간식을 먹는 일이 많으며

병동에 비치된 라면이나 과자, 탄산음료를 자주 섭취하고 있었다.

“근무 특성상 내가 식사를 하는 중간에 다른 팀 간호사가 내 환자를 대신 
봐주는 거라 그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에 식사를 황급히 마치거나 바쁠 
때는 눈치가 보여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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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부 상근, 37세, 현 근무지 경력 2년 10개월)

“저는 원래 밥 먹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사람인데 안 바쁜 날에 식사를 하
러 식당에 내려가면 그래도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밀어 넣듯이 밥을 먹게 
되요.”  (3교대 간호사, 29세, 현 근무지 경력 7년 5개월)

이런 분위기만큼 각 그룹의 간호사들이 공통적으로 면담 과정에서

자주 제시하는 상황은 수면과 관련된 것이었다. 참여자 개개인이 수

면을 식생활보다 우선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밤 근무

전담 간호사의 경우 다른 그룹과 비교하여 생활리듬이 잠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런 개개인의 습관과 생각

이 모여 간호사 조직 전체적으로 수면에 방해가 되거나 반대로 도

움이 되는 것을 판단한 후 식생활에 적용하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수면과 관련된 생각과 행위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간호사 조직 전

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night 전담을 하면서 아침밥은 먹고 싶은데 잠자리가 불편해서 못 먹고, 
점심은 자느라 못 먹고 그렇게 결식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배도 자주 고프
고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밤 근무 전담, 28세, 현 근무지 경력 4년)

“저는 커피 먹으면 밤에 잠을 못자서 예전에는 3교대 때 다음날 day 근무
거나 하면 커피자체를 안 먹었는데 잠을 못자니까, 지금은 매일이 day이기  
때문에 못 먹어요.”  (비 진료부상근, 34세, 현 근무지 경력 1년 5개월)

이렇게 간호사 조직에 완연한 긍정적 식생활을 방해하는 분위기나,

수면과 관련된 생각과 행위는 간호사 조직 내에서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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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생활에 대한 조직 환경 외 영향

표[5] 주제2의 범주와 하위범주 구조도

1) 직장인 여성의 식생활 여건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 조직에서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모집된 참여자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그에 따라 포커스

그룹 토의 과정에서 현대사회의 직장인 여성들이 시간부족 현상과

더불어 겪게 되는 여성의 역할과 현실의 갈등이 식생활의 변화와

적응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하는 엄마’의

경우 엄마의 역할과 직장인의 역할을 병행하면서 체력적인 어려움

과 심리적인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들은 가정 내 식생활에서 인스

턴트나 패스트푸드 등 간편 식품을 선호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며

외식이나 배달음식의 이용이 잦은 상황을 나타냈다. 이런 간편식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행위는 현대사회 직장인들의 전반에서 드러남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이윤정&윤은주, 2013). 본 연구의

참여자 일부는 이런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외식, 배달에 의존하는

식생활이 남편의 생활과 충돌하는 경험이 있다. 이런 충돌의 반복은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식생활이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나

9) 2007년 이후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에서는 가구를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
는 생활단위’로 규정함. 출처; Dau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가구(household)

theme category subcategory

주제2. 
식생활에 대한 

조직 환경 외 영향

직장인 여성의 식생활 여건

직장인 여성의 
역할갈등

식생활에 대한 
가족의 지지

가정 생활환경
주거 환경

가구9)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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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반대로, 오히려 남편이 부정적인 식생활을 동조하여 외

식이나 야식, 배달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부모의 편의성 위주의 식생활이 자녀에게 걸러지는 것 없이

노출되어 가족 전체의 식생활의 모습이 가족의 건강, 후대의 건강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토의를 바탕으로 짐작할 수 있다.

“결혼을 최근에 하면서, 남편이 규칙적인 스타일이라 식생활에 대한 다툼이 
생기고 있어요. 저는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인스턴트, 배달음식, 일 끝나고 
뭔가 사먹고, 한 번에 먹을 때 고칼로리로 먹는데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런 
식생활이 다툼의 원인이 되니까 힘들어요.”

  (3교대 간호사, 27세, 현 근무지 경력 3년 10개월)

이처럼 참여자들은 근무시간유형에 의해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의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식생활을 이뤄간다. 이때 직장인으로서

제한된 시간에서 직장일과 가정일, 개인의 여가를 이뤄야하는 상황

에 시달리면서 간편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은 직장인의 역할,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과 같이 이중의 역

할을 겪고 있는데 기혼여성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

황에서 어머니, 아내로서 가족의 식사를 책임져야한다는 부담과 피

로를 느끼고 있다. 또한 3교대 근무 간호사 그룹이나 밤 근무 전담

그룹의 참여자는 근무시간에 의해 가까운 가족과 식사시간이 맞지

않아 대충 끼니를 챙기거나 결식을 하게 되는 환경에 놓여있고 개

인의 식생활이 가족의 식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연구의 참여자들은 현재 어머니에게서 받고 있는 식생

활과 관련된 지원이나 양질의 양육이 세대를 이어 자신의 자녀에게

미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녀와 남편에 대한 걱정

과 미안함을 자주 표현했다. 미혼의 경우도 차후 결혼에 대해 생각

하면서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어려움과 부담감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다. 이런 생각들은 식생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응해 가고자 동

기를 부여하기도 하였으나 긍정적 식생활의 현실적인 벽으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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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지는 현상을 보였다.

“저는 교대로 다시 근무가 바뀌면서 가족들이랑 밥 먹는 시간도 맞지 않고 
혼자 먹게 되는 경우가 늘었는데, 간편하게 전자레인지 돌려먹는 식품이나 
냉동식품 주로 섭취하고 어쩌다 가족끼리 시간이 맞으면 외식을 주로 하고 
있어요.”  (3교대 간호사, 38세, 현 근무지 경력 4년)

“제가 애도 있고 한데, 우리 애가 저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아직 어린데 
햄버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 보면 미안하고, 그래서 저녁에 과일
이라도 먹여야지 좋은 것 먹여야지 하는 마음에 장을 신선한 걸로 많이 봐
두고 하는데 현실은 그게 상하고 안 먹이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진료부 상근, 35세, 현 근무지 경력 1년)

모든 그룹의 참여자들이 어머니가 식사를 챙겨주거나 반찬을 지원

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드러냈다. 또한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

참여자의 경우 친정어머니가 양육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

과 죄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포커스그룹 토의 전반에서

식생활을 지탱하는 큰 지지자원으로 ‘친정엄마’가 드러났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친정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참여자는 근무

시간유형에 상관없이 양질의 식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며 식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데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표현하였

다. 3교대 근무나 밤 근무 전담 그룹과 같이 교대근무를 하는 참여

자도 자신의 근무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식사시간에 어머니가 직접

식사를 챙겨주거나 간단하게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이 구성되어

있어 원하는 때에 가정식을 섭취할 수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자취나, 결혼 후 새로운 가정을 구성한 참여자의 경

우는 어머니의 반찬이 큰 의미를 가졌다. 어머니가 반찬을 만들어

지원해주면 간단하게라도 집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므로 식

생활에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참여자들

은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의 여건을 식생활보다는 휴식에 더 투자하

거나 앞서 제시되었듯 간편식, 편의식 위주로 식생활을 이뤄가는 모

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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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하루에 밥을 10번도 넘게 
하는 분이세요. 그 열 번 중에 한번은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니까, 챙겨
주시면 먹으면 되니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밤 근무 전담, 31세, 현 근무지 경력 3년 8개월)

다음으로 가족 내에서 ‘남편’의 역할은 지지자, 챙겨야할 사람, 나쁜

식생활을 동조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토론의 전반에 자주 거론되

었다. 긍정적인 식생활을 위해서는 남편이 가사 일을 도와주거나 아

이를 돌봐주는 식으로 부족한 시간을 채워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든 그룹의 기혼 참여자들의 공감대가 있다. 또는 남편의 존

재만으로 아내로서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줘야 하는 역할을 인식하

고 식생활을 긍정적으로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결혼을 하고 그래도 가족을 먹여야하니까 음식을 좀 하게 되는데 집에서 
하면 그래도 사는 것 보다 낫다고 생각하구요. 나는 싫어도 남편 식생활이 
규칙적이고 배달, 외식을 싫어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따라갔던 것 같아
요.”  (3교대 간호사, 29세, 현 근무지 경력 7년 5개월) 

이처럼 ‘친정엄마’와 ‘남편’은 물질적, 심리적으로 식생활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모든 그룹에서 직장인 여성으로서 긍정적인 식생

활을 하고자 할 때 가족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가족의 지지가 미치기 어려운 1인 가구는 식사를 같

이 챙길 사람이 없어 긍정적 식생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대부

분 집에 양질의 음식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이들의 식생활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저는 자취를 해서 집에 먹을 것도 딱히 없어요. 사실 원하는 식사는 아침
에 퇴근해서 샐러드 같은 가볍게 건강하게 먹고 싶은데 아침부터 컵라면 먹
을 때도 많고 즉석밥을 김이랑 먹거나, 먹어야 되서 먹는 느낌이었어요.”   
(밤 근무 전담, 27세, 현 근무지 경력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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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 생활환경

다수의 참여자들이 간호사로서 일을 시작하면서 자취를 하게 되었

다고 한다. 이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독립하여 자취를 하게 되었을

때 과거 학창시절에 비교하여 저질의 식생활을 경험한 것에 공감대

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어머니의 식생활에 대한 지지

적 역할을 받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부정적인 식생활을 경험하면서 개인의 식생활에 대한 부모님의 걱

정에 죄스러움을 가지고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부모님의 안부가 더 좋은 식생활을 하도록 각성을 일으키면서

가족의 지지가 식생활의 적응에 물질적이나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중요 요소임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토의 내용 전반적으로 1

인가구의 식생활의 어려움과 독립하여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 경우,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가구의 구성과 구성원

은 개인의 가까운 곳에서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교대 근무 간호사 그룹은 생활 리듬이 매우 가변적으로, 친정어머

니나 남편처럼 가까운 가족이 밀접하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경우 식

생활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는 모습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밤 근무 전담 그룹은 참여자 전체적으로 식생활에 대한 흥미와 긍

정적인 식생활의 의지가 저하되어 있어 3교대 근무 그룹에 비해 생

활리듬이 일정하더라도 식생활 측면에서 큰 이점이 없는 상황을 보

였다. 상근직종인 진료부와 비 진료부 상근은 이들 교대근무 참여자

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구의 구성 상태에 영향을 덜 받지만 1

인 가구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보다 식생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이 먹을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먹는 경우는 간단한 
것 찾고 음식을 조리해서 먹기가 좀 꺼려지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인스턴
트 찾게 되죠.” (진료부 상근, 37세, 현 근무지 경력 2년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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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의 변화와 시간부족 현상, 일과 가정의 양립의 상황에서

가지는 역할의 갈등 등에 따라 나타난 외식, 배달음식, 간편 식품

섭취의 증가에 대해 거주지 주변의 물리적 환경은 식품의 접근성을

결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간단하게라도 채소나 과일, 유제품 등과 같

은 신선식품을 사 먹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면 긍

정적인 식생활의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지나치게 열량이 높은 음

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야식 배달업체 등으로 거주지 주변의 환경이

구성 되어있다면 부정적인 식생활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다. 진료부 상근과 비 진료부 상근은 퇴근을 하면서 마트나 식당을

이용하여 저녁식사거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3교대 근무

나 밤 근무 전담 그룹은 퇴근시간이 불규칙하고 마트나 식당의 업

무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3교대 근무의 eve shift의 경

우 퇴근시간이 밤 11시에서 자정 가까이 되므로 야식에 대한 접근

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저 얼마 전에 이사했거든요. 예전에는 주변에 맛있는 패스트푸드점 정말 
많았어요. 햄버거나 김밥도 입맛에 맞게 하는 곳이 많아서 그 위주로 먹었
는데, 요즘은 경기도로 이사를 했는데 주변에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식재
료를 사서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비 진료부상근, 37세, 현 근무지 경력 5년 10개월)

다. 식생활 변화의 적응과정

표[6] 주제3의 범주와 하위범주 구조도

theme category subcategory

주제3.
식생활 변화의 적응과정

식생활 변화에 대한 적응 
양상

개인 식생활 변화 
모습

식생활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중요성 인식
식생활에 따른 
건강변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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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생활 변화에 대한 적응 양상

각 개인들은 근무시간유형에 따라 휴무일의 개수, 수면 시간, 생활

의 규칙성 등 서로 다른 식생활 관련 시간 활용의 여지가 생긴다.

진료부와 비 진료부서의 상근직 그룹의 참여자 전반에서 생활리듬

이 규칙성을 찾고 수면시간이 일정해졌다는 공통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참여자들의 식생활에 있어 자연스럽게 야식이

줄었다는 것에 공통된 경험을 보인다. 상근직종인 두 그룹의 참여자

들은 교대 근무 때는 없었던 연장 근무 형태의 야근을 경험하면서

야근이 새로운 식생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연장근

무인 야근을 소화하면서 직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교대근무를 할 때

보다 더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개인의 여가생활, 휴식, 가족과의 시

간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야근과 관련된 식생활의 상황에 대해 다수의 상근직 그룹의 참여

자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면서 저녁식사를 제대로 챙기기가 곤란

하고, 퇴근 후 폭식을 한 사례, 가족과 저녁 식사시간을 맞출 수 없

어 결식을 한 경험, 야근 중 같이 먹을 동료가 없어 사무실에서 간

단하게 간식이나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듯이 했다는 경험을 들어

볼 수 있었다. 또한 교대근무 때와 달리 평일에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주말에만 쉬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주말에는 밀렸던 피로를 풀

기위해 수면에만 집중하거나, 평일에 만족된 식생활을 하지 못한 것

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주말에 더 좋다는 음식을 찾아먹는

것과 같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들 상근직 그룹의 참여자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과 의지

식생활 적응과정에 따른 
심리 변화

식생활에 따른 심리 
양상

식생활에 대한 의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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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교대 근무, 밤 근무 전담 그룹과 달리 주말의 시간 활용에 대한

의견이 강조되어 나타났다. 이때 어린자녀를 둔 기혼 상근직 여성은

주말에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주말도 평일과 같이 여전히

여유가 없고,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그래서 주말에 외식

을 선택하거나 간단한 조리식품 위주로 가족의 식사를 챙기는 것과

같이 부정적인 식생활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였다. 가

정생활에서 느끼는 전통적 여성역할의 부담과 가족의 식생활에 대

한 고민, 반복되는 부정적인 식생활은 참여자들에게 스트레스 상황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야근 할 때는 제대로 된 식사를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혼자서 근무를 하
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동기화를 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자는 상황이 
아니라서 사무실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사무실에서 컵라면
을 먹는다거나 과자를 먹는다거나 불량하게 먹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체
중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비 진료부상근, 37세, 현 근무지 경력 5년 10개월)

“가장 근본적으로 육아랑 일을 병행하니까 아무래도 몸이 힘들고 식생활을 
대충 챙기게 되죠. 특히 주말에는 친정엄마도 쉬셔야 해서 애들을 온전히 
제가 맡아 보는데 소위 육아출근이라고 하죠. 외식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
요. 피곤하니까 외식하고, 장도 미리 많이 보니까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
까 스트레스 받아요.”
 (진료부 상근, 35세, 현 근무지 경력 1년)

3교대 간호사 그룹에서는 교대근무라는 근무시간유형 자체가 식생

활에 가장 큰 방해요인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불규칙

한 근무시간과 생활리듬에 어려움을 겪고 야식, 폭식, 결식 등이 다

빈도로 발생하면서 식생활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현실 이행을 하지 못했다는 경험을 들을 수 있다. 밤 근무

전담 그룹은 근무 중 먹는 야식이 주요 식사가 되면서 나머지 식사

에 대해서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 먹는 식으로 긍정적인 식생활에

대한 의지가 많이 상실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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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보이는 대로 배 채우려고 대충 먹고 있어서.. 먹는 즐거움이 떨어
지고 질도 떨어지고, 사실 그냥 식욕도 별로 없고 모든 일에 흥미가 떨어
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밤 근무 전담, 27세, 현 근무지 경력 4년 5개월)

근무시간유형에 따라 변화하는 식생활을 적응하는 과정에서 식생

활이 간호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부정적인 식생활의 반복이 두드러지는 3교대 근무 간호사 그룹과

밤 근무 전담 그룹에서 그 경험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두 그룹의 참

여자들은 주로 결식과 야식으로 인해 신체적 증상으로 속 쓰림, 복

부팽만감, 어지러움을 자주 호소한다고 하였다. 이런 증상이 투약을

준비하거나 환자 간호를 위해 신체적으로 업무를 할 때 지장을 준

경험에 대해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움,

소화불량을 경험할 때 개인이 상비한 소화제나 제토제, 위산 억제제

와 같은 약물을 쉽게 먹고 있는 모습도 드러났다. 이는 약물 오용,

남용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참여자들

의 위장관계의 불편감과 통증은 자주 화장실에 들르거나, 약물을 찾

아 먹거나, 업무를 위한 신체활동에 지장을 주어 업무의 속도를 저

해하였다는 경험이 있다. 허기와 동반되는 어지러움이나 머리가 멍

한 느낌은 일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어 투약사고,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진료부와 비 진료부서 상근직 그룹에

서는 아침식사 결식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험을 들을

수 있다. 교대근무 그룹과 달리 비교적 일정한 시간에 수면을 취하

고 있어 밤사이 음식섭취가 없고, 아침식사를 하지 않으면 공복시간

이 길어져 허기짐과 어지러움, 멍한 느낌이 자주 있다고 한다. 이는

일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업무에 대한 의지 저하를 일으키고 있었

다.

“저는 개인적으로 밤에 야식을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가스가 차서 
배가 아프고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속이 안 좋으면 집중도 잘 
안 되서 투약 준비하거나 채혈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가끔 생각과 다른 
약을 집어들 때도 있고 채혈도 실패하는 일이 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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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근무 전담, 27세, 현 근무지 경력 3년 6개월)

모든 참여자에게서 근무시간 유형에 따라 변화하는 식생활의 여건

을 그래도 긍정적인 식생활로 이끌어 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식생활이란 규칙적인 식사,

가정식 위주 식사, 신선식품 섭취, 정서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식사,

골고루 먹는 것, 개인 생활에 맞춰 정해진 때에 원하는 음식을 챙겨

먹는 것, 천천히 먹는 것, 정크 푸드를 섭취하지 않는 것, 과식하지

않는 것처럼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개인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반

응이 일어나는 먹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가능한 아침식사는

꼭 챙겨먹는다던지,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 좋다는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 운동을 병행하며 식단조절을 하거나, 집 밥을 먹기 위해

반찬을 사거나 어머니에게 식생활의 지원을 요청하는 행위, 근무 중

에는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꼭 먹기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모습

을 보였다.

“저는 그래도 과일 같은 것을 일부러 좀 사먹는 습관이 생겼어요. 너무 몸
이 안 좋아 지는 게 느껴지니까요. 쉬는 날도 좋은 거 챙겨먹으려 하구요.”

  (밤 근무 전담, 28세, 현 근무지 경력 4년)

2)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전체 참여자는 식생활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자신의 건강에 주

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간호사라는 직

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건강과 관련된 정보나 질병의 상황을 겪고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교대 근무나 밤 근무 전담 그룹의 참여자의 경우 자신

의 식생활과 관련하여 더부룩함,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등의 위장

불편감을 자주 호소하였다. 다수의 참여자에게서 이러한 불편감으로

인해 약물을 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위장문제와 관련하여 병

원 진료를 보고, 일부 참여자는 CT나 내시경 등의 검사, 시술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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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건강과 관련된 신체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려

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건강의 악화를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식생활이 요구됨을 그룹 전반에

서 공감하고 있다. 진료부 상근과 비 진료부 상근 그룹에서는 위와

같은 소화불량, 속쓰림, 복부 팽만감의 경험이 근무시간유형의 변화

를 통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많다. 생활의 규칙성이 생

기면서 식생활 전반이 개선되었고 이런 생활이 신체적인 건강을 이

루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개인의 건강이 개선된 것

을 경험한 그룹에서는 식생활과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는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건강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최근에 질병을 하나 진단받았거든
요. 예전에는 패스트푸드로 때우고 했는데 그게 몸에 반응이 와서 질병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료부상근, 35세, 현 근무지 경력 1년)

참여자 전반에서 식생활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도움이 되

는 병원 조직의 시스템은 직원식당으로 여기고 있으며 병원 조직

외에서는 가족의 지지가 절실하고, 집밥 위주로 식생활을 할 수 있

는 상황이 될 때 식생활을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응했다고

여기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병원이라 직원식사에 조미료나 화학향신료 사용을 덜 하는 것 같고 영양소 
균형을 생각해서 제공하니까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생
각해요. 건강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다른 회사랑은 이런 점에서 좋지 않
은가 느껴요.”  (비 진료부상근, 31세, 현 근무지 경력 4년 11개월)

3) 식생활 적응과정에 따른 심리변화

참여자들은 근무시간유형이 변화하면서 식생활이 건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경우 심리적 만족을 느낀 경험을 드러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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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진료부 상근이나 비 진료부 상근 그룹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식사시간이 보장되고 생활의 규칙성을 얻으면서 식생

활이 함께 개선되었다 생각한다. 그 결과로 심적인 여유를 얻고 식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근으로 바뀌면서 우선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이 안정적이다, 여유롭다는 
감정이에요. 식사시간을 규칙적으로 계획할 수 있으니 쫓기듯 때우려고 밥
을 먹는다는 감정이 들었던 예전과는 달리, 말 그대로 즐기려고 식사를 하
는 느낌이랄까. 삶의 여유가 생겼어요.”

  (진료부 상근, 37세, 현 근무지 경력 2년 10개월)

하지만 상근직, 3교대 근무, 밤 근무 전담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험에 더 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참여자 전반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기 전의 생활을 그리워하거나 건강의 악화를 경험하면서 지

난 부정적인 식생활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이 보였다. 좋지 못한 식

생활이 반복되면서 이에 싫증을 느껴 식생활을 개선하고자 하지만

여러 요인들에 의해 좌절하고 긍정적인 식생활의 실현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직업적으로 건강을 다루며 건강과 질병

에 대한 지식과 이상적인 건강 식생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

다. 그리고 타인에게 건강 식생활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타인의 건강

을 챙기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괴

리감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 직업 자체가 건강을 다루는 직업인데 오히려 내 스스로가 건강을 못 
챙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3교대 간호사, 26세, 현 근무지 경력 4년 2개월)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부정적인 식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나 신체적

인 불편감을 환자에게 투사하여 짜증을 내는 상황에 대해 그룹 전

반적으로 공감하였다. 참여자 개인이 직접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간호사 조직 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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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작용은 간호 업무 중 이뤄지는 환자 응대에

있어 성의 없이 행동하거나 환자의 건강을 위해 질 좋은 간호를 추

구하기 보다는 주어진 근무 시간을 채우는 것, 투약이나 안전사고만

모면하는 정도로 업무를 하고자 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신체적으로 힘드니까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가 없죠. error만 일으키지 
않고 일하자는 식이고 단순 수동적 간호를 제공해요.” 

  (3교대 간호사, 26세, 현 근무지 경력 4년 1개월) 

“저는 식사 후 둔해지는 것 같아서 근무 때는 식사를 잘 챙기지 않아요. 그
러면 신경이 예민해서 응급상황에는 더 잘 대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 환자 응대는 친절하게하기 힘들고, 저 스스로가 전반적으로 날카로워진 
느낌이 들어서 힘들어요.” (3교대 근무, 27세, 현 근무지 경력 3년 10개월)

조직 외 가정에서 이뤄지는 식생활에 대해서 참여자 전반에 자신

의 식생활이 남편과 자녀에게 악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려하고

미안해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런 우려와 미안한 감정의 반복으로 인

해 오히려 자신의 역할에 부담을 가지고 가족관계와 식생활을 스트

레스로 받아들이는 양상이 크게 드러났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기혼

과 미혼 참여자들은 여성으로서 차후에 임신을 할 경우 현재의 식

생활을 개선 할 수 있을지, 개선하지 못했을 때의 태아의 건강에 대

해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미혼 간호사의 경우 현재의 식생

활을 결혼을 통해 개선하고 남편과 자녀의 식사를 책임질 수 있을

지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3교대 근무 그룹과 밤 근무 전

담은 상근직 그룹의 참여자들에 비해 이와 같은 식생활에 대한 고

민이 더 크게 드러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기혼 참여자의 경우

는 상근직 그룹과 교대근무 그룹에 관계없이 식생활에 있어 시간부

족에 따른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성으로서 가정

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토의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업과 개인의 식생활, 가정생활이 서로 연결되

어 상황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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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있어서 나름 챙긴다고 챙기는데 실력은 부족하고, 친정이랑 시어머
니 반찬 얻어서 먹고, 없으면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어요. 생활은 많이 좋아
졌는데 아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커요. 다른 엄마들처럼 건강식 잘 못 챙겨 
주니까요.”(진료부상근, 32세, 현 근무지 경력 2년 2개월)

모든 그룹의 참여자들이 업무의 과중이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느끼는 만성적인

피곤감은 긍정적인 식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해한다고 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식생활의 반복은 개인의 식생활에 대한

의미 부여에 영향을 주고 또 다시 긍정적 식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

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계속 굶고 대충 먹고 시켜먹고 사 먹는 게 반복되면서 건강은 매우 걱정
이 되고 안타깝지만, 식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 의미 있는 것 같지도 않
아요. 배고픈 것 채우기에 급급한 생활이 유지된다고 봐요. 식생활에 대해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고요.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실이 안 따
라 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3교대 간호사, 29세, 현 근무지 경력 6년 11개월)

밤 근무 전담 간호사 그룹에서는 먹는 즐거움과 흥미에 대한 감소

가 두드러졌으며, 건강을 위해 생활의 규칙성을 보장받고자 선택한

밤 근무 전담이라는 근무시간유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에서 후회스러워 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그래도 밤 근무 전담은 night와 off만 반복이 되니까 규칙적인 것 같아서  
지원을 했거든요. 식생활이 3교대 때는 하루에 한 끼만 겨우 먹고 해서 고
치고 싶었는데, 오히려 잠 때문에 제대로 생활을 못하고 ‘아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밤 근무 전담, 28세, 현 근무지 경력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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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과 정리

주제1. 식생활에 대한 조직 환경의 영향

조직 환경의 측면에서 직원식당의 접근성과 근무현장의 환경, 간호

사 조직 내에 형성되어 있는 긍정적인 식생활을 방해하는 분위기와

수면이 식생활보다 우선이 되는 분위기가 식생활의 적응과정에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선 간호사들은 그룹별로 식사시간이 보장되

고 있는지에 따라 근무시간 중의 식사의 질이 결정되고 있었다. 식

사시간이 상근직 그룹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보장되고 있으나 3교

대 근무, 밤 근무 전담 그룹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식사시간이 유동

적이고, 보장되는 식사시간이 없어 근무자가 교대식으로 식사를 하

러 식당에 찾아가야하는 식이다. 밤 근무 전담의 경우 야식의 병동

지급으로 찾아가는 수고로움은 없지만 같이 일하고 있는 근무자끼

리 식사할 시간을 협의하고 시간을 맞춰야 식사가 가능하다. 근로자

가 식당에 찾아가야하는 직원식당이라는 병원의 시스템의 특성상

간호사간의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의 차이를 일으킨다. 그리고 직원

식당의 제한된 배식시간은 병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실정에 맞지 않다. 직원식당을 다 빈도로 이용하지 못하

는 경우를 대비하여 병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근무자 도시락이나 빵,

음료 지원책은 직원식당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예산

의 제한, 개수의 제한에 의해 현 상황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며 메뉴

에 있어서도 밤 근무 중 고열량, 밀가루 음식 등을 먹게 되면서 긍

정적인 식생활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한다.

직원식당을 제한된 시간 내에 이용하지 못했을 때 병원 내에서 식

생활을 하게 되는 공간은 각 그룹의 근무현장이다. 상근직 참여자들

의 근무현장인 사무실이나 외래, 검사실, 3교대 간호사나 밤 근무

전담 그룹의 근무지인 병동의 물리적 환경도 식생활 변화를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Mazzola 등(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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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ssette 등(2008)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를 이룬다. 또한 사회

적 환경의 일부인 간호사 조직 내의 분위기도 이들의 식생활 변화

에 대한 적응과정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드러났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식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론은 이미 여러 선

행연구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O’Brien et al, 2017; Sonja et al,

2017; Carbonneau et al, 2015). 제한된 시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

고 3교대 근무나 밤 근무 그룹과 같이 정해진 식사시간이 없는 상

황에서 식생활에 대해 같은 동료끼리 눈치를 보거나 식생활 보다는

업무를 더 우선하는 것, 식사를 하더라도 바쁘게 먹고 대충 먹게 되

는 것은 시간부족에 따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간호사조직

내에 식생활 보다는 수면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완연한 상황도 개

인의 시간부족에 따른 현상에서 시작하여 조직 내부 사회적 환경을

구성해 결국 간호사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토의를 통해 알 수 있다.

주제2. 식생활에 대한 조직 환경 외 영향

조직 환경을 벗어난 식생활은 근무시간유형에 따라 개인에게 주어

진 시간여건에 맞춰 출근 전, 후, 쉬는 날의 식사의 질이 결정된다.

진료부 상근과 비 진료부 상근과 같은 상근직 그룹에서는 생활리듬

이 규칙성을 찾으면서 전반적으로 식생활 여건이 교대근무 때 보다

개선됨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야근에 의한 어려움이 있고, 평일

에 연달아 근무를 하고 주어지는 주말이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주말에 폭식을 하거나 휴식을 위해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모습이 드러났다. 하지만 ‘일하는 엄마’의 경우는 주말에 육아

와 가사를 맡아 하게 되면서 주말도 평일과 큰 차이가 없고 식생활

을 긍정적으로 이끌기가 힘들다고 공감하고 있었다. 3교대 근무 그

룹과 밤 근무 전담 그룹의 참여자들은 교대근무 자체가 긍정적인

식생활을 방해한다고 여기고 있다. 근무시간유형의 특성상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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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생활리듬의 변화를 겪고 있고 반복되는 밤 근무로 인해 체

력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그룹에서는 주어진 shift에 따라 그

때그때 식생활을 맞춰가는 어려움이 있음이 드러났다.

다수의 직장인여성으로 구성된 간호사 조직의 참여자들인 만큼 이

번 토의에서 조직 환경 외적으로 직장인 여성으로서 개인이 일과

가정을 양립해가는 과정과 식생활 적응 경험이 연결되어 두드러졌

다. 참여자들에게 가족은 물질적, 심리적으로 식생활의 적응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친정엄마’ ‘남편’은 식생활을 이끌어

가는데 긍정적으로 지지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남편의 외식동조나

남편과의 식생활 관련 갈등의 상황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일하는 엄마’의 경우 바쁜 일상 속에서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서 식생활에 대한 편의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외식, 배달음식, 간편 조리식품을 자주 이용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미혼이지만 1인가구로 가족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식생활에 있어 열악함에 노출되어 있다. 업무로 인한

피로와 식사를 챙기는 시간에 대한 압박이 긍정적인 식생활에 대한

의지를 저하시켜 식생활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리고 식사에 대한 접근성의 차원에서 거주지 주변에 있는

마트나 식당의 구성, 배달 시스템의 발전 정도는 식생활의 질을 결

정하는 요인이다. 이처럼 가구의 구성 상태와 거주지 주변의 환경과

같은 개인의 가정 생활환경이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이번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주제3. 식생활 변화의 적응과정

참여자들의 근무시간유형에 따라 식생활의 여건이 변화하고 이를

적응하는 과정이 그룹별로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또한 이런 일련의 식생활 적응과정이 건강의 결과 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결과를 낳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식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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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인 반응은 간호업무의 질과 만족감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역할을 수행하면서 겪

는 신체적 피로와 시간의 압박은 식생활에 있어 편의성, 간편성 추

구를 강화시키는데 이런 현상은 참여자와 상이한 생활패턴을 가진

가족 구성원간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개인에 의해 가족

의 식생활과 건강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우려와 부담감은 스트레스

로 작용하여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감,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간호사로서 건강과 질병에 대해 학문적으로나 실무적

으로 많은 경험을 얻어왔다. 그 결과 건강에 대한 지식과 중요성 인

식이 강화되어 나타났다. 전 그룹에서 스스로의 건강상태에 따라 즉

각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진료를 보고, 특정 검사를 받는 것과

같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긍정적 식생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확

인되었다. 하지만 앞서 드러난 조직 내, 외적인 식생활 장애들로 인

해 현실의 벽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비 진료부 상근직 그룹

과 진료부 상근직의 일부에서 생활리듬이 규칙성을 찾으면서 자연

스럽게 식생활이 긍정적으로 자리 잡아 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

만, 전반적인 의견이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고 중요성을 인식하나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식생활 적응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와

우울은 환자를 직접적으로 응대하고 상호관계를 이루는 간호업무의

특성상 환자와의 유대관계 형성과 치료와 관련된 의사소통에 문제

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식생활이 반복되면서 식생활에 대

해 가지는 의미가 식생활이 별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된다거나, 식생

활이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는 등의 부정적인 모습을 띄게 된다. 이

는 결국 식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간

호사집단의 부정적인 식생활이 악순환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즉 식생활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더불어 간호업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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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가정생활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 결정의 주

요 요인임을 이번 포커스그룹 토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V. 논의

1.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현대사회 다수의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시

간부족 현상’과 ‘시간’의 영향력이 간호사들의 식생활 변화와 적응과

정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원 조직 내부에서 간호사

에게 식사시간이 보장 되는지에 따라서 직원식당에 대한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났고 노출되는 근무현장의 물리적인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에 차이가 있다. 조직 외적으로도 개인에게 주어지는 시간 여건

에 맞춰 식생활을 적응해나가려 노력하고 있으며 시간부족에 의해

가정생활과 식생활의 질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 드러났다. 근무

시간유형이 어떻든 근로자는 직무와 개인생활을 병행하면서 시간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제한된 시간 내에서 가정과 직장의 이

중역할을 감당하고 여가시간을 박탈당함을 물론이며 식사, 수면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시간까지 줄이는 상황(박예은 외, 2016)에

서 식생활을 위해 소모되는 시간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저소득

층 주부를 대상으로 Beatty등(2012)이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실효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이 프로그램의

경우 대상자의 시간에 대한 고찰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의

지원은 있으나 대상자들이 시간이 없어 건강음식에 접근하지 못하

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간호사의 식생활과 관련하여 건강

증진을 이루기 위한 정책의 결정에는 시간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

야 한다는 시사점을 지닌다.

포커스그룹 토의 결과 강조할 점은 간호사들의 근무시간유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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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생활의 환경이 변화하고 이를 적응하는 과정이 단순히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수행과 가정생

활, 사회생활,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과도 연결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간호사와 유사한 근무시간유형을 가지는 기관사를 대상으로

한 Naweed 등(2017)의 연구 결과 기관사들의 근로시간과 교대근무

는 스트레스를 야기,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안전사고와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근무시간유형에 따라 드러

나는 부정적 식생활, 수면문제, 정신건강관련 문제는 기관사 업무

뿐 아니라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왜곡을 일으킨다는 결과는 본 연구

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근로자의 식생활

관련 연구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비만, 당뇨, 심혈관계, 소화기 질환

을 야기하는 식습관과 식행동을 밝히고 이에 대해 중재 하고자 하

는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참여자들의 식생활 변화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정생활

의 모습을 통해 기혼 직장인 여성들의 사회적 환경과 식생활 여건

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엄마’의

식생활 상황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 가정 양립’과 깊은 연관

성을 가진다. 급변하는 사회의 속도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가치, 가

부장적인 문화가 내재된 국내 특성상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 변화속도는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박예은 외, 2016).

본 연구에서도 기혼 직장인 여성으로서의 참여자가 업무 스트레스

나 업무 후 피곤감, 시간부족으로 부정적인 식생활을 선택할 때 친

정어머니나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가족 전체

가 부정적인 식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상

황에서 친정어머니나 남편의 역할은 식생활 변화에 대한 적응과정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어머니와 남편의 식생활 습관이

여성의 식단결정과 식생활 조절의 주요 요인임을 드러낸

Carbonneau등(2015) 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가족의 식생활을 책

임지는 것은 여성이라는 인식이 토의 내용 전반에 드러나면서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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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여성의 역할과 직장인으로서의 현실의 갈등이 보인다. 직장 여

성들의 사회적인 역할과 인식, 시간부족과 더불어 나타나는 부정적

인 식생활의 반복은 개인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 결혼생활의 만족,

자녀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도래하는 인구절벽의 시

대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일이다.

본 연구의 식생활 변화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간호사들의 부정적

심리반응이 두드러졌다. 간호사들은 타인의 건강을 챙기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심리적 괴리감을 경험하고 있

고, 개인의 식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환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투

사하는 방식으로 드러나 간호업무 수행의 심리적 측면에 문제가 생

김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인 결과들은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키

고 간호직에 대한 불만과 회의, 자발적으로 조직에 남아있으려는 욕

구인 조직몰입을 위협한다(이연복&이혜경, 2015). 근로자들의 신체

적, 심리적 건강상태와 업무의 상관관계는 선행연구에서도 꾸준히

주장되어왔다. 이아라(2017)의 연구에서 교대근무 간호사의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면장애, 식생활, 여가활동을 들 수 있

는데 그 중 식생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날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간호사는 삶의 질이 높을수록 간호수행 능력

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간호사의 삶의 질 향상은 곧 간호의 질 향

상과도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근로자의 건강상태, 삶의 질과 업무의 관련성에 대

한 연구는 수면, 피로, 스트레스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근로자의 식

생활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 식생활은 대표적인 사회적 활동이며

인간의 사회, 문화, 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려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

고 그 결과 인간의 건강, 생활의 다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본 연구는 근로자들의 식생활에 집중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

다. 결과적으로 간호사의 식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맥락, 식

생활 중재를 통한 건강증진은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인 건강 뿐 아

니라 심리적 건강, 삶의 질, 보건의료의 질, 간호인력 문제, 일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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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양립과 같은 사회적 이슈와도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에서 이 연구의 시사 하는바가 크다.

2.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고찰

이번 연구는 간호사들의 식생활과 관련된 현상을 파악한 것으로

간호사의 건강증진을 위해 식생활 측면에서 병원조직이나 국가가

건강증진 기획을 추진 하고자 할 때 지역사회의 현실이 반영된 진

단의 과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기획 과정에서 포커스그룹

토의를 통한 심도 있는 현실의 진단은 실효성 있는 건강증진 사업

의 계획과 수행, 정책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간호사들이 긍정적인 식생활을 통해 건강하고 만족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론적인 바탕으로서의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참여자를 병원의 직원인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병원 조직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중

재전략을 펼치거나,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 정책을 펴는 것에 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한다면 산업보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제언

가. 시간에 대한 고려

많은 현대인들이 시간부족에 따른 압박감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

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동일하지

만 시간이 지니는 상대적 가치는 성별, 연령, 가족특성, 직업 등 개

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드러난다(박예은 외, 2016).

근로자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직장일과 개인의 여가 생활, 생존에

필요한 식생활이나 수면을 모두 해내야하는데, 국내의 근로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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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유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낸다. 이처럼 근로자

에게 ‘시간’은 큰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이번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식생활 적응 경험의 전반에 시간이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 한 바 정

책의 결정에 있어 ‘시간’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근무시간유형에 대해 상근직 간호사 그룹은

이른 출근시간과 야근으로 인한 근무시간의 양이 문제가 된다면 3

교대 근무, 밤 근무 전담 그룹은 근무 스케줄을 개인 주도하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

다. 교대근무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는 교대근무가 왜 장시간 근로,

부적절한 휴식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고찰의 하

나로 ‘시간주권’의 개념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시간주권’은 근로

자들이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거나 자신의 생체리듬, 생활리

듬에 맞는 근무주기를 선택할 수 있는 역량과 관련이 있는데 이러

한 시간주권의 확보는 근로자들에게 있어 교대근무에 따른 부작용

을 감소시키고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를 일으킨

다고 본다(김종우, 2016). 현재 상근직종의 잦은 연장근무나 교대근

무의 근무패턴은 관리자의 결정이나 병원의 인력과 업무량만을 고

려하여 수동적으로 따라야 하므로 이에 대해 개인의 계획을 존중하

고, 꼭 필요한 휴무일의 신청과 보장, 연차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앞

서 논의한 시간부족현상에 따르는 식생활문제, 가정생활, 사회생활

에 긍정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간호사 조직은 대표적인 여성 집단으로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이

직 의도에 대해 연구한 결과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이직이 타 병

원으로 이동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많았다. 특히 3교대 근무 간호

사는 토요일, 주말의 근무가 많으므로 양육에 스트레스, 부모역할

부담, 죄책감이 증가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제도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허용되는 육아휴직 정책보다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선호

하는 근무시간과 요일을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근무시간의 자율성

을 원한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에서 드러났다(김분한 외, 201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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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는 이런 시간에 대한 고려를 통해 육아나 집안의 환자 돌

봄 등의 이유로 전일제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들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에서 시행하는 단시간근무와 탄력근무에 대해

일부 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그리고 낮 시간 전담 근무제, 밤 시간

전담 근무제와 더불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출퇴근 시간을 정하

는 Flex-time, 여러 사람이 한사람분의 일을 처리하는

Work-sharing, 일의 시작시간과 끝을 마음대로 정하는 시차출퇴근

제를 도입하여 근무시간유형의 다양성을 두어 간호사의 시간적인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였다(박영우 외, 2013). 본 연구의 결과에

서 드러나는 식생활의 적응과정의 전반에 시간적인 요소가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유형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정책의 실현이 요구된다. 앞선 외국의 사례와 같이 시간에 대한 자

율성과 탄력성 보장에 대한 국내 정책 결정과 제도의 안정을 위해

서는 간호 인력의 상황, 보건의료의 체계, 국내 노동시장의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 조직 환경 측면의 중재접근

Naweed 등(2017)이 기관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기관사

들이 지각하는 주요 건강관련 이슈로 수면(부족, 패턴, 피로)과 식생

활(습관, 계획), 정신건강(불안, 스트레스), 근로환경(근로시간, 교대

근무)을 들고 있다.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위와 같은 건강관련 이슈

가 조직 차원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직에

서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를 개인차원의 문제로만 간주하고 있고, 구

성원 간에 건강관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저하되어 있다.

또한 조직차원에서 기관사들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련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을 연구를 통해 드러내면서 기관사들의 건강증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 환경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도 식생활의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 외적인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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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만 간호사들의 근무시간유형에 의해 식생활의 여건이 변화

하고, 생활의 패턴이 결정되고 있는 만큼, 연구에서 드러난 간호사

들의 식생활 변화와 적응과정을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조직

환경 측면의 중재 접근이 요구된다. 개개인의 가정 생활환경, 가구

구성의 상태, 역할 등은 서로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으므로 참여자

들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노출되는 조직 환경 차원의 접근은 개인적

인 접근보다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1) 병원 식생활 시스템 개선

조직 환경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식생활 시스템의 개선을 제언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참여자들이 조직 내에서 직원식당을 이

용하는 것을 긍정적인 식생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토의

내용 전반에 직원식당에 대한 의견이 다 빈도로 제시되면서 참여자

들의 식생활에 직원식당은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므로 병원의 식생활 시스템 중 직원식당과 관련된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연구의 결과 그룹별 식사시간 보장의 여부와 맞물려 발생하는 직

원식당의 접근성의 불평등에 대한 중재가 요구된다. 병원의 특성상

다양한 근무시간의 유형을 가지는 근로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상근직 위주로 직원식당이 운영되는 것은 근로자들의 식생활에 대

한 불평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원식당

의 배식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원식당들이 각기 같은 시

간에 배식을 하기 보다는 간호사 대상 설문조사나 식당의 시간대별

이용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원하는 배식 시간대와 직원식당 이용 추세를 비교,

분석하여 식당 배식시간을 조정함으로써 간호사들의 긍정적인 식생

활을 지지 할 수 있다. 조사와 정책의 실현을 위해 간호부와 진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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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급식회사의 담당자, 직원식당의 영양사, 조리사, 배식담당 직원

이 유기적으로 협의해야한다. 또한 공간의 문제로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병동 가까운 곳에 간이식당을 운영하거나 현

재 이뤄지고 있는 병동 근무자 도시락 지원의 제도를 예산을 투입

하여 시간적, 양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시락 지원의 경우 야

근을 하는 상근직 간호사 그룹이나 자취를 하는 1인 가구 간호사가

포장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들의 식생활을 긍정적인 방

향으로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는 병원의 급식회사와 간호부, 예산의 지원을 위한 병원의 경리파

트, 직원복지를 담당하는 복리후생과, 간이식당의 가능여부를 조사,

수행하는 건설, 시설파트 등 다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직원식당의 이용이 간호사들에게 긍정적인 식생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실제 직원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양질의 식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외에서는 식품에 대한 labeling10)을 직원들이 이

용하는 카페테리아에 적용하여 조직 환경의 차원에서 직원들의 식

생활을 개선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labeling의 카페테리아 적용

사례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 한 연구의 결과 60%가 근로자들이 긍

정적인 식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Vyth et al,

2011). 이를 병원의 직원식당에 활용하여 직원들이 건강한 음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볼 수 있다.

10)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표시. 국외 사례에서는 쉽게
식별 가능한 전면표시제, 심볼 스티커를 적용함(Vyth et al, 2011).

캐나다,영국,미국
심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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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적인 중재 프로그램 적용

포커스그룹 토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식생활을 긍정적인 방향으

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식생활을 잘 챙기고자 의지를 다져

야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즉 긍정적인 식생활이 가능하도록 근

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뿐 아니라 스스로 긍정적인 식생활을 하고

자하는 의지를 강화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간단하게라도 긍정적

인 식생활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

과 홍보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직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긍정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구성원 간의 분위기를 순화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근로환경의 개선과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는

‘복합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간호사들의 긍정적인 식생활을 위해 요

구된다고 판단된다.

일본에서 진행한 ‘직원식당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만들기 모형’을

활용하여 김혜진 등(2016)은 직장인의 대사증후군을 감소시키기 위

해 다음과 같은 모형(그림[2])을 적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모형

은 근로자를 일반군과 고위험군으로 구분하여 일반군에게는 환경

차원의 중재만을 수행하고 고위험군에게는 영양 상담을 통해 정보

를 제공하였다. 이 연구는 일본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같

은 모형을 적용하여 직장인의 대사증후군 감소라는 결과를 이끌었

다. Geaney 등(2016)의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이와 같은 복합적인 식

생활 중재방법이 환경이나 교육의 방법을 단독으로 시행한 것 보다

더 높은 식생활 개선, 건강증진의 효과가 있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

에서 판단한 간호사들의 식생활 현상의 경우 환경 개선 뿐 아니라

긍정적 식생활에 대한 중요성, 의지와 역량의 강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병행된다면 간호사들의 식생활을 긍정적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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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일본의‘직원식당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만들기 모형’적용

그림 출처- 김혜진 외, 2016

이번 연구를 통해 드러난 참여자들의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적응

의 경험은 신체적인 영향 뿐 아니라 심적으로도 큰 반응을 일으킨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무시간유형에 따르는 식생활의 변화

와 적응과정은 단순히 식생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

적 건강과 더불어 간호업무와 가정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하였다. 간호사 조직 내의 부정적인 식생활의 반복은 간호의 질과

의료의 질, 개인 삶의 질까지 떨어뜨려 건강증진의 장애요인으로 작

용한다. 그러므로 앞선 제언들과 더불어 간호사 조직의 식생활과 관

련된 현 상황을 파악하는 연구의 지속과, 이론적 바탕을 둔 실효성

있는 정책의 제안과 실현이 요구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도 드러나

듯 식생활을 둘러싼 다차원의 상황을 고려한 중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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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참여자의 심도 있는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본 연구를 미니 포커스

그룹으로 진행하였다. 그룹의 작은 규모는 포커스그룹 토의를 진행

하기 위해 참여자를 한 자리에 모으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편

안한 분위기에서 각자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하

지만 특정 부서나 일부의 의견이 확대되어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연구의 내용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데 신중함이 필요하다. 비슷

한 맥락에서, 연구를 진행한 상급 종합병원은 그나마 식생활 시스템

이 잘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에 비해 식생활 여건이 열악한 국

내의 중소 병원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 간호사

집단 전체의 근무시간유형 변화와 식생활 변화, 식생활 적응 경험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연구를 수행한 일개 병원의 상황을 반

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의 고찰에서 현존하는 근로자들

의 식생활과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으며 간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직업의 근로자들의 식생활 관련 사항을 참고하기가 어려워 연구의

결과와 다른 사례의 비교를 통한 결과의 의미 있는 해석에 어려움

이 따랐다. 본 연구 이후의 연구에서는 국내 간호사 집단 전체의 건

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병원에서 간호사를 모집하여 여러 병원 환경

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적으로 근로자들의 식생

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식생활과 질병의 관련성에만

집중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식생활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자 모집 과정에서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아 참

여자 전체가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식생활 적응 과정에서

직장인 여성의 상황이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식생활은 성별로

차이를 보이고,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남자 간호사의 비율도 증가하

고 있는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성 비율을 고려하여 대상

자를 모집해야할 것이다. 간호사들의 식생활 현상을 정확하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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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모집된 두 성별의 간호사의 식생활과 관련된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생기는 상황과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번 포커스그룹 토의 결과를 분석하여 병원의 간호사 그룹 전반

에서 부정적인 식생활에 대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

구의 진료부 상근과 비 진료부 상근 그룹의 참여자는 모두 3교대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교대에서 상근으로 이동하면서 시간여건이나

근무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대부분 3교대 근무 시절의 어

려웠던 경험이 현재의 개선된 점 보다 더 강조되어 나타나는 특징

을 보였다. 그 결과로 연구의 방향이 긍정적 측면의 변화보다는 부

정적 측면의 결과에 집중되어 나왔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또

한 연구에 사용한 질문지의 항목에 처음 근무시간유형이 변화했을

때를 회상하도록 하고 있어 이런 점이 더 두드러졌을 가능성이 있

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질문지 문항에 대한 더욱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그동안 선행연구나 언론보도에서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다루는 것을 쉽게 접해볼 수 있었다. 간호사 집단의 식생활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은 이미 수차례 제시되어 왔으나 정작 간호사들

의 식생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간호사

식생활 문제들은 간호사 인력문제나 간호업무의 과중 등으로 원인

을 짐작할 뿐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에서 간

호사들이 시간이 없다, 바쁘다 등의 이유로 식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포기하는 상황이 드러나더라도 무엇 때문에 부정적인 식생활

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부족했다. 그 결과 현상에

대한 해결 없이 부정적인 식생활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간호사 건강

의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의 간호사 연구의 대상

자 다수가 교대근무 간호사로 한정 되어있어 보건의료의 급변과 더

불어 간호사들이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

다. 그 결과 병원 조직차원이나 국가적으로 이들의 실상에 맞는 정

책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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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에 여러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근무시간유형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의 실정에 맞게 그룹을

구성하여 포커스그룹 토의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근

무시간유형에 따라 어떤 식생활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를 어떤 방식

으로 대처하고 습관화 하는지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효성 있는 정책결정에 필요

한 현실적인 이론적 바탕을 생성 했다는 것과, 현재 간호사 집단이

겪고 있는 식생활 문제에 대한 의제를 형성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

다.

VI. 결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근로자들은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에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니며 살아간다. 본 연구는 의료의 발전과 더불어 여

러 역할을 소화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식생활 모습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하였다. 현대사회에 간호사가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며 노출되고

있는 여러 근무시간유형에 따라서 식생활이 변화하고 이를 적응, 일

상화 해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상황과 맥락을 알아

보고자 포커스그룹 토의를 시행하였다. 경험과 인식은 양적 연구로

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단적인 자료만 도출 될 수 있

으므로 이번 연구를 포커스그룹 토의를 통해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

험을 들어본 것은 연구의 방법 면에서 적합했다고 본다. 이번 연구

의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식행동과 식습관의 양상을 파악하거

나 제한된 설문지 항목 속에서 특정 질병의 요인이 되는 식행동, 식

습관을 밝히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간호사들이 놓여있는 환경과 더

불어 나타나는 식생활의 모습과 이를 둘러싼 상황과 맥락을 구체적

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질적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간호사들의 근무시간유형에 따른 식생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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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과정에 대한 조직 환경 내, 외적 영향과 적응 과정이라는 세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 째, 조직 환경 내적으로 참여자들은 근

무시간유형에 따라 식사시간 보장에 차이를 보였고 이 차이는 병원

에서 직원 식생활을 책임지는 주요 시스템인 직원식당에 대한 접근

성에 영향을 미쳤다. 직원식당을 제한된 시간 내에 이용하지 못한

간호사의 경우 근무현장인 사무실이나 병동, 외래, 검사실 등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근무현장의 물리적인 환경이나

업무특성 등 식생활의 여건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과정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간호사 조직 내 형성되어 있는 식생활과 관련된

분위기는 사회적 환경으로서 참여자들의 식생활 변화와 적응 과정

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 째, 조직 환경 외적으로도 근무시간유형에 따라 개인에게 주어

진 시간의 여건에 맞춰 식생활을 하고 있으며 식생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식생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긍정적인 식생활이 무엇

인지에 대해 이해를 하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

조직 환경을 벗어나 개인 차원의 식생활에 대해 가장 작은 사회라

고 볼 수 있는 가정과 관련된 상황들이 두드러졌다. 특히 직장인 여

성으로서 가지는 전통적 여성의 역할과 직장인의 역할이 갈등을 겪

고 있고, 시간부족에 시달리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조직 내, 외적 식생활 전반에 시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가구의 구성 상태나 거주지 주변 환경과 같

은 생활환경이 개인의 식생활 적응과정에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그

리고 이런 현대의 직장 여성이 식생활을 긍정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서는 가까운 가족 특히 친정어머니, 남편의 지지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의 근무시간유형에 따른 다양한 식생활 변화

의 모습과 적응과정을 확인 할 수 있다. 식생활은 신체적 건강, 정

신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식생활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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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심리적 반응으로 식생활을 만족스럽게 하게 된 경우와 만족

스럽지 못한 경우 식생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여 조직 내

의 사회적 환경을 형성하고 다시 식생활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목 할 점은 식생활의 적응과정이 신체적, 정신

적 반응과 함께 간호 업무의 질, 가정생활의 모습에 까지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의 근무시간유형에 따른

식생활의 현상이 보건의료의 안전성, 간호인력 문제, 일 가정 양립

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인간의 삶의 질과 연결된다는 것을 시사한

다. 이는 기존 근로자들의 식생활 관련 연구와 차별성이 있으며 건

강증진을 위해 식생활을 연구하는 것에 가치가 있음을 드러낸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간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조직 환경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제언할 수 있다. 이때 조직 환경 측면에서는

‘복합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미 국내외에서 이

런 복합적 중재 프로그램이 하나의 방법으로 접근한 중재안보다 효

과가 있음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즉, 간호사

들의 식생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병원 내 시

스템의 개선과 환경의 구성, 긍정적인 식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강화와 역량의 강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가 병행되어 이

뤄져야 할 것이다. 추후 본 연구의 결과와 제언을 활용하고, 간호사

의 식생활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간호사의 건강증진을 위

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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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포커스그룹 토의 코드 북

theme category subcategory code code 설명

주제1.
식생활에 대한 

조직 환경의 영향

근무현장의 식생활 환경 
변화

간호사 식생활과 
관련된 병원 

시스템

간호인력 부족

병동 구비된 질 낮은 음식
교대 근무, 밤 근무 전담 

–라면, 탄산음료

병원 식사지원책
도시락지원, 아침 빵,떡, 

외래 김밥신청
나이트 야식 메뉴개선 필요

병원시스템 상근직 맞춤
시간,공간이 상근직 

우선이라는 의견 

각 근무현장의  
식생활 환경

하는 일의 종류와 카페인섭취
사무업무, 신체활동 업무에 

따른 섭취량 차이

근무현장 물리적 환경
공간분리, 전자레인지, 개인 

컵 사용여부, 환자응대

하는 일의 종류와 신체활동
신체활동의 정도에 따라 

식사량 조절
야근의 어려움, 고충 상근직종 다수 

교대에 따른 리듬변화고충

같이 먹을 동료의 유무
상근직, 동료의 유무와 

식사의 질이 상이함
교대자 직원식당 사용 어려움 시간, 공간적, 업무량 등

근무연차와 일의 능숙도 모두에게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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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식당에 대한 접근성 
변화

직원식당의 
시간적 접근성

잦은 응급상황 교대근무, 밤 근무
식사시간 보장 필요 모든 그룹 공감대

식사시간 개념 교대근무 개념 없음
병원식당시간과 출근시간 상근직 아침식사 관련

시간적 차이와 제약 직원식당 배식시간
시간적인 여유와 식사 질 식사시간 보장에 따름
상근생활의 규칙성 보장

근무 중 점심시간 보장
시간 보장의 유,무의 차이,

상근직 시간 보장됨
이른 출근시간과 아침식사 상근직

교대식의 식사팀 구성 교대근무, 외래
업무과중, 바쁨 모든 그룹 공감대

공간적 접근성 직원식당의 거리문제 교대근무, 원외 사무실
여러 식당 사용 가능 여부 상근직 접근 가능

식생활 관련 간호사 
조직 내부 분위기

긍정적인 
식생활을 

방해하는 간호사 
조직의 분위기

식사관련 다른 동료 눈치, 미안함
교대로 식사가면 다른 팀 

환자 대신 봐줘야함

교육실에서 대충 먹기
급할 때 병동에 있는 음식 

대충 먹는 것 습관화
잦은 배달이용 교대근무

근무 중 간단히 먹자는 분위기
좋지 않은 식사를 부추김 야식때 라면 먹기

식사속도 빠름 같이 급하게 먹게 됨
바쁘면 안 먹는 분위기

간호사는 당연히 식생활이 나쁘다는 
인식

원하지 않는 메뉴 수긍
피자나 배달음식 원하지 

않아도 같이 먹자하면 어쩔 
수 없음

억지스런 식사자리 모임, 회식, 근무 중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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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category subcategory code code 설명

주제2. 
식생활에 대한 

조직 환경 외 영향

직장인 여성의 식생활 
여건

직장인 여성의 
역할갈등

일, 가정양립의 신체적 피곤감

요리를 못함
엄마와 아내로서 역량 

부족이라 생각
남편과의 식생활 충돌

남편의 외식, 야식 동조
부모님에 대한 죄스러움, 스트레스 긍, 부정적 영향

결혼 후 식생활 정립의 고민
가족의 식생활을 

책임져야한다는 생각
결혼 후 가족식사를 챙기는 의무 긍정, 부정적 영향

식비의 경제적 부담 외식 증가에 따름

식생활에 대한 
가족의 지지

엄마의 식사지원
친정엄마의 육아지원

남편의 가사도움
부모님 안부로 인한 각성

가정 생활 환경
주거 환경 집근처 식당, 마트 접근성

집에 구비된 음식

가구 구성 같이 먹을 가족의 유무와 식사 질
1인 가구(자취생)의 식생활 어려움이 많이 드러남

수면을 우선시 
하는 습관과 
간호사 조직 

분위기

수면이 식사보다 우선
수면부족과 관련된 의욕감소 밤 근무 전담 두드러짐

커피의 수면방해와 기피
수면의 양과 질에 따른 식사 유무

식사에 따른 수면의 질
식사 후 수면 시 속이 

더부룩해서 결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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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category subcategory code code 설명

주제3.
식생활 변화의 

적응과정

식생활 변화에 대한 
적응 양상

개인 식생활 변화 
모습

늘어난 휴무와 음주빈도 밤 근무 전담
3교대 때 습관 지속 상근직

야식횟수 감소 상근직

식사의 계획성, 규칙성
근무유형에 따라 식사계획 
가능성과 규칙성 보장에 

차이가 있음
간식과 인스턴트

식사 거른 후 폭식
결식과 대충 먹기

허기 채우기
끼니 때를 놓침

보상심시로 식사 챙김
야식의 주식화 밤 근무 전담

가족과의 식사시간
가족과 같이 먹는지에 따라 

식사 질 다름

간호 업무의 질 
업무 지연

일의 정확도 영향
의지 저하

식생활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

하루에 한 끼는 챙기기

아침식사 챙기기

반찬구매와 집밥 집밥에 대한 긍정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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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먹는 식사 챙기기
엄마에게 식사 부탁

배달음식 자제
불량식품 줄이기

운동을 병행한 다이어트

별 노력 필요 없음
친정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쉬는 날 좋은 음식 챙기기 보상심리 작용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중요성 인식

식생활에 따른 
건강변화 경험

식생활 개선 후 몸 상태
식생활에 따라 몸 상태 

다르게 느낌
소화불량과 위장문제의 경험 교대근무, 밤 근무 전담
나쁜 식습관에 따른 질병경험 위장문제 진단
나쁜 식생활 반복과 건강염려

위장문제의 개선 상근직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과 의지

병원식당은 건강식
집 밥은 건강음식

끼니를 제대로 챙겨먹는 것 개선의지
아침식사 잘 챙기기 개선의지

체중조절을 위한 식습관 개선
나이 듦과 식생활 개선 필요

위장질병경험에 따른 식생활 개선

식생활 적응과정에 따른 
심리 변화

식생활에 따른 
심리 양상

지난 식생활에 대한 그리움, 후회

학창시절, 엄마가 챙겨주던 
집 밥에 대한 그리움,

상근직-3교대 때의 식생활 
후회

안 좋은 식생활의 반복과 싫증

가치관 실현의 어려움
건강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실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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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직업의식과 본인 건강간의 괴리
건강을 다루지만 자신의 

건강은 챙기지 못함

상근직 전환 시 기대와 실망
생활의 규칙성에 따른 

식생활 개선에 대한 기대, 
실망

간호업무 방해
자신의 힘든 감정 투사

질적 간호수행 의지 저하
밤 근무 전담 선택에 대한 후회 현재 생활의 어려움과 관련

먹는 즐거움 감소 3교대, 밤 근무 전담

업무 후 피곤감
긍정적 식생활 의지 

감소요인
남편과 자녀에 대한 생각 미안함, 건강우려

식생활과 임신 임신시의 식생활 걱정
안정감, 여유로움 상근직의 식생활 만족

피곤감과 커피 모든 그룹의 커피의존 현상 
식생활에 대한 

의미 변화

스트레스 푸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

즐기는 것 상근직



Abstract

Changes in Dietary Life and

Adaptation Experiences

according to Working Time

Type of Nurses
A Case Study of Nurses at a role of tertiary

hospital in Seoul

Choi Jin Ju

Major in Health Policy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th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diet with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increased

employment of women, and increased incomes. As chronic

diseases and lifestyle-related diseases increase worldwide, there

is a need for intervention for dietary habits. Occupation, one of

the elements of labor, has a great impact on health in terms of

time and environment. Workers are subject to many

psychological,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changes according to

working hours. Especially, the hospital organization is a plac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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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 with 'health' and is a special group that circulates 24 hours

a day for patient care.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that

nurses working shifts and night shifts in hospitals are adversely

affecting their health. They have different types of working hours

while performing various jobs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care. In spite of many nursing researches to date, there is little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time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nurse 's focus group on the working time type and the

context of the participants' dietary habits.

Based on the type of working hours of the nurses, we

organized four groups of Three shift nurses, a full-time nurse, a

non-nursing full-time nurse, and a night duty worker. A nursing

practitioner who worked for more than 3 years in the nursing

practice and more than 1 year in the current workplace was

recruited as a participant in the background of 'Samsung Medical

Center', a senior general hospital in Seoul. A total of 19

participants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nd conducted a

focus group discussion. During the data collection period, from

April 28th to May 10th, we were able to obtain saturated data

through meetings once per group.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ubject analysis method to reveal the context in the

experience of adaptation and dietary change according to nurse 's

working style.

The first subject revealed through research is the influence of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on the diet. In this topic,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system of the nurse's eating habits, the

environment of the workplace, accessibility to the staff cafeteria,

and the atmosphere formed within the nursing organization ar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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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ing the diet. The second theme is the external influences on

the diet. Role Conflicts and Family Life Environment as Worker

Women were identified through discussion process. It can also be

seen that family support plays an important role in positive

eating habits. The singularity is that the 'time' factor is

generally influencing the dietary process in and outside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The final topic is the adaptation

process to these dietary changes. In this topic, you can identify

patterns of eating habits and adaptation that vary with type of

working time. The psychological reactions resulting from the

dietary habits of the participants who could not keep up with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positive eating habits of the

participants were remarkable in the discussion proces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process of adaptation to diet is related

not only to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consequences of

the participants, but also to the quality and satisfaction of

nursing work and family life, and ultimately to the quality of life

in huma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nutritional health

promotion plan for nurses' health promotion. As a result of

studying the phenomenon of the adaptation process of the nurses

through the research, time consideration should be preceded in

the policy formulation, and it is more effective to try the

intervention for the positive diet of the nurse in terms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 than the personal aspect approach . At

this time, it is suggested that a complex intervention program

combining the improvement of the hospital system related with

the diet,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The health of nurses who provide medical services at the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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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of a hospital organization that is responsible for human

health can affect the health of the patient as well as the

individual aspect and is an important issue in deciding the

quality of health care.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health

promotion and health inequality,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in -

depth and sustained research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realization of effective policies.

Keywords: Nurse, Worker, Diet, Working time type, Time poor,

Focus group, Diet adaptation, Health promotion

Student Number: 2014-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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