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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리전공 남녀학생의 식습관 분석결과 남자평균 연령은 20.4세, 여자 19.8세, 신장은 남자 174.0cm, 여

자 162.6cm, 체중은 남자 71.4kg, 여자 60.3kg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지방율은 남자 20.5%, 여자 30.2%

로 남녀 모두 과체중에 해당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인의 체중에 유의적인 차이로 불만을 나타내

었으며, 남학생의 36.2%, 여학생은 45.1%가 좀 살찐형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남녀 모두 표준형과 좀

마른형이 이상체형이라고 응답하였다. 남학생의 51.5%와 여학생은 35.2%가 아침을 먹지 않고 있었고

점심식사는 남학생은 매일 먹는 비율이 40.7%, 여학생은 매일 27.0%였으며, 저녁식사는 남학생의

54.8%, 여학생은 35.5%만이 매일 먹고 있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식사형태는 밥류를 선호하고 야

식은 남학생 55.7%, 여학생 69.7%로 주 1~2일 먹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못먹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스트레스 시 남학생의 56.%는 평소와 같이 먹는 반면 여학

생의 58.7%는 평소보다 많이 먹고 있었다.

1. 서 론
대학생의 시기는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로 이들의

식생활 행동 및 생활습관은 다음 단계인 성인기에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문화에

대한 적응문제, 교우관계, 진로에 대한 불안감, 고등학교까

지의 수동적이고 의존적 생활방식에서 독립적이고 능동적

생활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등의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정도의 차이는 있

으나 행동양식, 습관, 성격 등이 변하기도 한다[1].

또한 대학생들은 식사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수업 시간

표, 증가된 자유 시간 및 동성 및 이성 친구와의 교제와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불규칙한 식사, 잦은 결식, 외식

과 과식, 부적당한 간식, 과다한 음주와 흡연 등 바람직하

지 못한 식·생활습관에 노출되어 있다[2,3]. 식습관은 개인

의 식생활 방식과 내용을 포함하며 섭취하는 음식의 질이

나 양을 결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체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 질병 양상의

변화, 지능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4]. 또한 스

트레스는 많은 건강행동 중 특히 식행동에 큰 영향을 미

쳐 다양한 식이 섭취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생리

적 변화도 초래하고 있다[5,6]. 대학생 시기는 이전까지의

학교급식이나 가정식의 수동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율적인 식습관을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식습관과 식사

빈도 등을 대학생 중 조리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알아보고 비만정도 및 식습관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올

바른 식습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충남 홍성 소재의 호텔조리외식계열 전문대학 남녀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2011년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신체

계측 및 체성분을 측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조사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학생들이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2.2 연구내용 및 방법

설문조사는 일반사항으로 연령, 키, 체중, 체지방율, 비

만도, 체질량지수(BMI) 등을 조사하였고, 신장과 체중은

신장계와 체중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체성분 측정은

(주)바이오 스페이스의 Inbody 3.0(Bioimpedenc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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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pace, Korea)을 이용하여 체지방률(Percentage of

body fat), 비만도(obesity degree),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2.3 통계분석
본 조사의 수집된 모든 자료는 한글 SPSS ver. 12.0을 이

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비연속변수들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Chi-square test

를 사용하였다. 연속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3. 연구 결과
본 조사는 호텔조리외식계열 남녀 대학생 총 34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표 1에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인 특성을 제시하였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05)의 한국인 체위 기준 설정범위에

서 남자 20～29세의 평균 신장은 173cm, 평균 체중은

65.8kg, 여자 160cm, 56.3kg인데 조사대상자(n=340)의 남

자평균 연령은 20.4세, 여자 19.8세, 신장은 남자 174.0cm,

여자 162.6cm로 평균치보다 다소 컸다. 체중은 남자

71.4kg, 여자 60.3kg으로 평균치보다 많이 나가고 남녀간

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평균 체지방율은 남자 20.5%,

여자 30.2%로 유의적으로 여학생의 체지방율이 높은 경향

이었다. Biospace와 Lee & Nieman(1996)의 체지방율 남

자표준이 10-20%, 여자표준이 18~28%로 남녀 모두 과체

중에 해당되었다.

체중 및 체형에 관한 인식은 표 2에서와 같이 본인의

체중은 남학생의 49.1% 불만, 20.2% 매우 불만이라고 하

였으며, 여학생의 44.3% 불만, 37.7% 매우 불만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본인의 체중에 유의적인 차이로 불만을 나

타내었다. 체형에 대한 인식에서는 남학생의 36.2%가 좀

살찐형, 22.5%가 표준, 22.0%는 좀 마른형이라고 인식하

고 있었으며, 여학생은 45.1%가 좀 살찐형, 22.6%는 표준,

18. 2%가 좀 마른형으로 남녀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

내었다. 이상체형은 남녀 모두 표준형과 좀 마른형이 이상

체형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남 녀 Total t value p value

나이 20.4±0.1 19.8±0.1 20.2±0.8 4.395 .000

키 174.0±0.4 162.6±0.5 169.9±0.4 17.810 .000

체중 71.4±1.1 60.3±0.9 67.4±0.8 7.763 .000

복부비만율 .84±0.0 .83±0.0 0.84±0.0 1.316 .189

체지방율 20.5±0.5 30.2±0.6 24.0±0.4 -13.281 .000

비만도 107.8±1.5 108.6±1.6 108.1±1.1 -.326 .745

BMI 23.5±0.3 22.8±0.3 23.3±0.2 1.669 .096

[표 2] 체중 및 체형에 관한 인식
남 녀 Total p value

체중만족

매우 불만 44(20.2) 46(37.7) 90(26.5)

.003

불만 107(49.1) 54(44.3) 161(47.4)

보통 40(18.3) 16(13.1) 56(16.5)

만족 24(11.0) 6(4.9) 30(8.8)

매우 만족 3(1.4) 0(0.0) 3(0.9)

Total 218(100.0) 122(100.0) 340(100.0)

체형인식

매우 마른형 17(7.8) 1(0.8) 18(5.3)

.002

좀 마른형 48(22.0) 14(11.5) 62(18.2)

표준 49(22.5) 28(23.0) 77(22.6)

좀 살찐형 79(36.2) 55(45.1) 134(39.4)

매우 살찐형 25(11.5) 24(19.7) 49(14.4)

Total 218(100.0) 122(100.0) 340(100.0)

이상체형

매우 마른형 6(2.8) 3(2.5) 9(2.7)

.596

좀 마른형 58(26.7) 35(28.7) 93(27.4)

표준 129(59.4) 65(53.3) 194(57.2)

좀 살찐형 23(10.6) 19(15.6) 42(12.4)

매우 살찐형 1(0.5) 0(0.0) 1(0.3)

Total 217(100.0) 122(100.0) 33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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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점심, 저녁의 식사 빈도에 있어서는 표 3에서와

같이 아침식사는 남학생의 51.5%가 먹지 않았으며, 일주

일에 1~2회 먹는 경우가 29.2%로 아침을 거의 먹지 않았

다. 여학생은 35.2%가 먹지 않았으며, 일주일에 1~2회

22.1%, 3~4회 21.3%로 남녀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점심식사 빈도는 남학생은 매일 먹는 비율이 40.7%, 일주

일에 3~4회 30.1%, 5~6회 19.0%, 1~2회 7.9%, 먹지않음

2.3%순이었으며 여학생은 일주일에 3~4회 35.2%, 5~6회

27.9%, 매일 27.0%, 1~2회 9.8%순으로 남녀간의 유의적인

차이로 남학생이 매일 먹는다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저

녁식사 빈도는 남학생의 54.8%가 매일 먹는다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35.5%만이 매일 먹는다고 응답하여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

식사형태에 따른 분류는 표4에서와 같이 아침의 형태는

남학생 73.1%, 여학생 88.2%가 밥류를 먹고 있었으며, 점

심도 남학생 78.9%, 여학생 70.8%가 밥류를, 남학생

12.4%, 여학생 21.7%가 라면을 먹고 있었다. 저녁도 남학

생 88.3%, 여학생 83.8%가 밥류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아침, 점심, 저녁을 대부분 밥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야식은 남학생 55.7%, 여학생 69.7%로 주 1~2

일 먹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남학생 25.6%, 여학생

14.8%는 주 3~4일 먹는다고 응답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

였다.

결식 및 식품섭취 경향은 표5에서와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 남녀 모두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남학생은 52.5%인 반면 여학생은 75.6%로 유의

적으로 여학생이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응

답하였다. 또한 남학생의 23.5%, 여학생 10.1%가 귀찮아

서 식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 간식을 먹는 횟수는 남학생

38.8%가 하루에 2회, 36.1%는 1회, 36.1%는 거의 간식을

먹지 않고 있었으며 여학생은 44.3%가 하루에 1회, 28.7%

가 2회, 22.1%는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남녀간의 유의

적인 차이가 있었다. 스트레스 시 남학생의 56.%는 평소

와 같이 먹는 반면 여학생의 58.7%는 평소보다 많이 먹고

있어 여학생이 스트레스 시 유의적으로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리상태와 스트레스는 식사변화

와 유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7], 심리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부족하거나 과도한 양의 식품섭취가 나타날 수 있

다.

[표 3]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빈도
남 녀 Total p value

아침식사 빈도

먹지않음 113(51.6) 43(35.2) 156(45.7)

0.000

일주일에1-2회 64(29.2) 27(22.1) 91(26.7)

일주일에3-4회 21(9.6) 26(21.3) 47(13.8)

일주일에5-6회 9(4.1) 11(9.0) 20(5.9)

매일 12(5.5) 15(12.3) 27(7.9)

Total 219(100.0) 122(100.0) 341(100.0)

점심식사 빈도

먹지않음 5(2.3) 0(0.0) 5(1.5)

0.030

일주일에1-2회 17(7.9) 12(9.8) 29(8.6)

일주일에3-4회 65(30.1) 43(35.2) 108(32.0)

일주일에5-6회 41(19.0) 34(27.9) 75(22.2)

매일 88(40.7) 33(27.0) 121(35.8)

Total 216(100.0) 122(100.0) 338(100.0)

저녁식사 빈도

먹지않음 2(0.9) 1(0.8) 3(0.9)

0.006

일주일에1-2회 7(3.2) 11(9.1) 18(5.3)

일주일에3-4회 32(14.7) 27(22.3) 59(17.5)

일주일에5-6회 57(26.3) 39(32.2) 96(28.4)

매일 119(54.8) 43(35.5) 162(47.9)

Total 217(100.0) 121(100.0) 33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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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식사 형태에 따른 분류
남 녀 Total p value

아침형태

밥류 133(73.1) 90(88.2) 223(78.5)

0.54

빵류 17(9.3) 2(2.0) 19(6.7)

시리얼 17(9.3) 4(3.9) 21(7.4)

라면류 4(2.2) 1(1.0) 5(1.8)

죽류 1(0.5) 1(1.0) 2(0.7)

기타 10(5.5) 4(3.9) 14(4.9)

Total 182(100.0) 102(100.0) 284(100.0)

점심형태

밥류 165(78.9) 85(70.8) 250(76.0)

0.143

빵류 9(4.3) 7(5.8) 16(4.9)

시리얼 1(0.5) 0(0.0) 1(0.3)

라면류 26(12.4) 26(21.7) 52(15.8)

기타 8(3.8) 2(1.7) 10(3.0)

Total 209(100.0) 120(100.0) 329(100.0)

저녁형태

밥류 188(88.3) 98(83.8) 286(86.7)

0.454

빵류 1(0.5) 0(0.0) 1(0.3)

씨리얼 1(0.5) 2(1.7) 3(0.9)

라면류 11(5.2) 6(5.1) 17(5.2)

떡류 1(0.5) 0(0.0) 1(0.3)

죽류 1(0.5) 0(0.0) 1(0.3)

기타 10(4.7) 11(9.4) 21(6.4)

Total 213(100.0) 117(100.0) 330(100.0)

야식

전혀 안먹음 25(11.4) 17(13.9) 42(12.3)

0.008

주1-2일 122(55.7) 85(69.7) 207(60.7)

주3-4일 56(25.6) 18(14.8) 74(21.7)

5일이상 먹음 16(7.3) 2(1.6) 18(5.3)

Total 219(100.0) 122(100.0) 341(100.0)

[표 5] 결식 및 식품섭취 경향
남 녀 Total p value

결식이유

시간부족 114(52.5) 90(75.6) 204(60.7)

0.001

식욕이 없어서 12(5.5) 5(4.2) 17(5.1)

귀찮아서 51(23.5) 12(10.1) 63(18.8)

소화가 않되서 2(0.9) 3(2.5) 5(1.5)

습관이 되서 26(12.0) 7(5.9) 33(9.8)

체중감량위해 3(1.4) 1(0.8) 4(1.2)

기타 9(4.1) 1(0.8) 10(3.0)

Total 217(100.0) 119(100.0) 336(100.0)

간식횟수

거의먹지않음/일 79(36.1) 27(22.1) 106(31.1)

0.015

1회/일 79(36.1) 54(44.3) 139(40.8)

2회/일 85(38.8) 35(28.7) 74(21.7)

3회이상/일 16(7.3) 6(4.9) 22(6.5)

Total 219(100.0) 122(100.0) 341(100.0)

스트레스 시

식품섭취

평소보다 많이먹음 53(24.5) 71(58.7) 124(36.8)

0.000
평소와 같음 121(56.0) 33(27.3) 154(45.7)

평소보다 적게먹음 42(19.4) 17(14.0) 59(17.5)

Total 216(100.0) 121(100.0) 33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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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요약
조리전공 남녀학생의 식습관 분석결과 남자평균 연령은

20.4세, 여자 19.8세, 신장은 남자 174.0cm, 여자 162.6cm,

체중은 남자 71.4kg, 여자 60.3kg으로 남녀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평균 체지방율은 남자 20.5%, 여자 30.2%

로 남녀 모두 과체중에 해당되었다. 본인의 체중은 남학생

의 49.1% 불만, 20.2% 매우 불만이라고 하였으며, 여학생

의 44.3% 불만, 37.7% 매우 불만으로 많은수의 학생들이

본인의 체중에 유의적인 차이로 불만을 나타내었다. 체형

에 대한 인식에서는 남학생의 36.2%가 좀 살찐형, 22.5%

가 표준, 22.0%는 좀 마른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

학생은 45.1%가 좀 살찐형, 22.6%는 표준, 18. 2%가 좀

마른형으로 남녀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상체

형은 남녀 모두 표준형과 좀 마른형이 이상체형이라고 응

답하였다. 아침식사는 남학생의 51.5%가 먹지 않았으며,

여학생은 35.2%가 먹지 않아 남녀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점심식사는 남학생은 매일 먹는 비율이 40.7%, 여

학생은 매일 27.0%로 남녀간의 유의적인 차이로 남학생이

매일 먹는다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저녁식사 빈도는 남

학생의 54.8%가 매일 먹는다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35.5%만이 매일 먹는다고 응답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

다. 식사형태는 아침, 점심, 저녁을 대부분 밥류를 선호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야식은 남학생 55.7%, 여학생

69.7%로 주 1~2일 먹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남학생

25.6%, 여학생 14.8%는 주 3~4일 먹는다고 응답하여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다.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

어서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간식을 먹는 횟수

는 남학생 38.8%가 하루에 2회 여학생은 44.3%가 하루에

1회 먹는다고 응답하여 남녀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스트레스 시 남학생의 56.%는 평소와 같이 먹는 반면 여

학생의 58.7%는 평소보다 많이 먹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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