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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ometric Measurements of the Upper and Lower Body Balance and Exercise 
Habit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in Some Parts of the Gyeo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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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anthropometric parameters and related habits in female college 
students. Mean age, height, and body weight of the subjects in total (n=212) were 20.7 yrs, 161.8 cm, 
and 53.5 kg, respectively. Anthropometric parameters were measured by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Mean degree of obesity, body mass index (BMI), and waist-hip ratio (WHR) were 98.4%, 20.6 
kg/m

2
, and 0.80 respectively. Surprisingly, 63.7% of the subjects showed unbalanced weak upper bod-

ies compared to their lower bodies. Therefore,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unbalanced weak 
upper body group (UU, n=135) and balanced upper body groups (BU, n=77). Bodyweight, degree of 
obesity, BMI, and WHR in the UU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the BU group. 
Amounts of body protein, body fat, and body mineral in the UU group were also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BU group. Mid-arm muscle circumference of the UU group (18.5±0.8 cm) was sig-
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BU group (20.4±1.2 cm), although mid-arm circumference of the UU 
group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red to those of the BU group. On a questionnaire on ex-
ercise habits, 1.5% of the UU group and 7.8% of the BU group answered that they exercised regularly, 
and 55.5% of the UU group and 31.2% of the BU group reported that they never exercised (p<0.01). 
Even in the subjects who exercised, the duration of the exercise was not sufficient because 38.4% of 
the UU group and 35.8% of the BU group answered that they exercised for less than 30 min. In con-
clusion, interventions in exercise habits may be needed for female college students who have un-
balanced weak upper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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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생 시기는 성인기 기로써 고 건강하지만, 장차 다

가 올 수 있는 년기의 성인병을 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질 높은 삶을 하기 하여 바람직한 건강생활 습 을 수

립하는데 을 두어야 하는 요한 시기이다. 여자 학생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 한 인식에 하여 1999년에 라북도

의 여자 학생 185명을 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89.1%가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 다고 보고하 다[13]. 2000년 

부산시 소재의 세 개 학에 재학 인 여 생 404명을 상으

로 한 조사에서도 55.9%가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 다[7]. 2006년에 경상북도 지역의 여자 학생 180

명을 상으로 한 조사 연구에서는 부분이 (91.7%)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보고되었다[3]. 여자 학생의 신체 

불만족도는 남자 학생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05년에 국 분포의 남자 학생 330명과 여자 학생 551

명을 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여자 학생의 경우 자

신이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남자 학생보다 높았으며, 

체  변화를 하여 노력하 다는 비율도 남자 학생보다 

높았다[2]. 같은 해에 여자 학생 189명을 상으로 조사한 

다른 연구에서는 자신의 체 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34.2%

가 과체  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으며[9], 2006년도에 

라남도 주시에서 여자 학생 1486명을 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자신이 정상체형인데도 ‘비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34.4%나 되었다[25]. 뿐만 아니라  체 임에도 

불구하고 ‘비만 는 보통이다’라고 생각하는 분포 비율이 

55.9%나 되어서 여자 학생이 체 이나 체형을 왜곡되게 인

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5]. 실제로 체 이 

정상인 학생들이 체  조 을 하지 않아도 되는 데, 체  

조 을 하는 경우가 보고된 바 있는데, 체질량 지수가 18.5∼

25.0으로 정상범 에 속하고 있으나 이들의 49.2%가 체  감

량을 시도하 다고 하 다[1]. 한편, 경북 지역에 재학 인 

여 생 180명을 상으로 조사한 2006년도 연구에서 가장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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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인 신체 부 에 한 질문에 체질량 지수가 정상인 여학

생은 퇴부라고 답하 고(30.9%), 마른 체형에서는 복부라고

(46.6%) 답하 다[3]. 팔과 다리 부 에 하여 불만족한 경우

는 많지 않았으며, 체질량 지수가 정상인 여학생에서 상체의 

팔 부 가 불만족인 경우가 3.7%이 고, 하체의 다리 부 가 

불만족인 경우가 4.9%에 해당되었다[3]. 한편, 체질량 지수로 

정하 을 때 마른 체형의 여학생에서는 상체 팔 부 가 불

만족인 여학생이 6.7%, 하체 다리 부 가 불만족인 여학생도 

21.0%에 해당되었다[3]. 이와 같이 자신의 체형에 한 인지도

가 주 인 생각에 의존하고 있어서, 잘못된 인식에 의한 건

강 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 

학생들에게 체 과 체형에 한 객 인 측정치와 그 결과

에 따른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실히 필요하다. 

한 건강을 유지하기 한 생활 습 으로써 운동 습 을 

살펴 볼 수 있는데, 체력과 운동은 서로 한 계가 있어서

[4],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해서는 운동하는 습 을 갖는 

것이 매우 요하다. 최근 부산 지역의 모 학교 학생(169명)

을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남자 학생의 40.0%와 여자 학생

의 40.4%가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 다[19]. 이에 

반하여 운동을 매일 하는 비율은 남자 학생이 24.0%이 고, 

여자 학생이 10.6%로 남녀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 여자와 남자 학생의 비교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은 

비슷하나 꾸 히 운동을 하는 여학생의 비 은 남학생보다 

으므로 이로 인한 건강문제가 상된다. 한 로 서울 지역 

학생을 상으로 연구한 내용에 의하면[6], 여학생(총 355

명)에 있어서 골감소증을 보이는 비율이 55.5% (총 335명)이

고, 골다공증은 2.7%의 비율을 보 다. 이들 여학생의 운동 

빈도와 건강 상태를 조사하여 본 결과, 골 도 상태와 유의

인 상  계를 보 다고 하 다. 이들의 운동 빈도를 살펴보

면 매일 운동을 하는 여학생이 3.2%로 매우 었고, 주 4∼5회 

운동하는 여학생도 역시 7.8%로 낮았으며, 이들의 운동 시간

은 30∼60분인 경우 여학생의 40%이 고 30분 이하가 46.3%

로써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 시간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특별히 여자 학생을 한 운동 리와 

재가 요하며, 건강 리 로그램의 개발을 하여 신체  

특성  련된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 일부 지역의 여자 학생을 상으로 

하여 신체조성의 성분을 측정하고, 신체의 균형과 상 계를 

분석하 다. 이와 련된 습 을 살펴보고자 운동을 정규 으

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섭식 습 에 하여서도 살펴보

았다. 이를 통해 여자 학생들을 상으로 건강한 신체발달

을 한 개선 로그램의 기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재료  방법

연구 상  조사 내용

본 연구는 경남 G도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인 1학년

에서 4학년까지 여자 학생 에서 부종과 신체 장애가 없으

며 외견상 신체가 건강한 여학생 학생 212명을 상으로 하여 

실시하 다. 상자들에게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설명한 후, 

개인 인터뷰를 통하여 운동과 하루 세끼 식사를 정규 으로 

하는가에 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 다. 

신체 계측과 체성분 측정

신체 계측과 체성분 측정은 상자가 심 식사를 하기 

인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일정한 시간에 다주 수, 기임피

던스 분석 원리를 이용한 체성분 분석기(Inbody 3.0, ㈜바이오

스페이스)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신체 계측은 상자로 하

여  화장실을 다녀오게 한 후에 얇은 옷만 입도록 하고, 체 , 

신장, 비만도(obesity degree %, 재체 /이상체 ×100), 체

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체 kg/신장m2), 허리-엉덩

이 둘 비(waist-hip ratio, WHR), 상완둘 (arm circum-

ference, AC), 상완근육둘 (arm muscle circumference, 

AMC)를 측정하 다. 체성분은 체지방량, 체지방률, 체근육

량, 체무기질량, 체수분량(오른팔, 왼팔, 몸통, 오른다리, 왼다

리)을 측정하 다. 상·하체 균형은 상체 두 팔의 체수분량과 

하체 두 다리의 체수분량에 기 하여, 같은 연령에서 건강한 

정상인 수치의 80∼120%의 표  범 에 속하는지 는 표  

미만 범 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하

체의 두 다리는 표  범 에 속하지만 상체의 두 팔이 표  

범  이하여서 상·하체의 균형에 있어서 상체가 약하다고 

정된 경우가 체 조사 상자 212명 에 63.7%에 해당되었

고, 나머지 모두는 상체와 하체가 표  범 에 있어서 균형

인 상·하체를 갖고 있었으며, 하체 허약이나 하체 발달의 경우

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체의 팔이 하체의 다리에 

비하여 불균형 으로 약한 군(weak upper body group, 이하 

UU, 135명)과 상·하체 사지가 균형 인 군(balanced upper 

body group, 이하 BU, 77명)으로 나 어서 신체 측정치를 비

교 분석하 다. 

통계 처리

본 연구는 Sigma Stat (Cranes Software International Ltd, 

Version 3.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 다. 연령과 신장, 체  

등 일반 인 사항에 해서 평균치±표 편차(SD), 빈도와 백

분율을 구하 고, 각 항목별 유의성 검증을 하여 Student’s 

t-test  Chi-square 검사를 실시하 다.

결과  고찰

비만도와 체질량 지수 분석

조사 상 여자 학생의 연령, 신장, 체 에 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체 212명의 평균 연령은 20.7±1.6 세이었으

며 체 평균 신장은 161.8±4.5 cm으로써, UU과 BU의 두 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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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hropometric parameters of female college students 

Total

(n=212)

BU

(n=77)

UU

(n=135)

Age (yr)

Height (cm)

Body weight (kg)

Obesity degree (%)

Body mass index (kg/m
2)

Waist-hip ratio

20.7±1.6

161.8±4.5

53.9±7.7

 98.4±12.2

20.6±2.6

0.80±0.1

20.6±1.8

161.5±5.1

58.8±8.8

107.6±11.9

22.5±2.6

0.81±0.1

 20.7±1.5

162.0±4.2

 51.1±5.2***

 93.1±8.9***

 19.5±1.8***

 0.79±0.1***

Values are mean±SD.

BU: group of balanced upper body verses the lower body

UU:
 group of unbalanced weak upper body verses the lower 

body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U and UU by Student’s 

t-test at p<0.001.

에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체 의 경우, 체 평균은 53.9 

±7.7 kg이었고, BU군이 58.8±8.8 kg, UU군은 51.1±5.2 kg으로

써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비만도(obesity degree)는 

상자 체가 98.4±12.2%이 고, BU군이 107.6± 11.9%, UU

군이 93.1±8.9%로써 두 군간에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Table 1). 그러나 모든 군에서 정상 수치인 90∼110% 비만도

에 속하고 있었다. 체질량 지수(BMI)는 체가 20.6±2.6 kg/ 

m2, BU군이 22.5±2.6 kg/m2, UU군이 19.5±1.8 kg/m2 이 고, 

두 군간에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타 연구에서 여자 학

생의 신장과 체 을 살펴 보면, 부산 지역의 여자 학생은 

신장이 160 cm. 체 이 56.3 kg 고[19], 마산 지역의 여자 

학생 경우 신장이 161 cm, 체 이 53.9 kg로 보고되었으며[24], 

본 연구의 결과치를 이들의 수치와 비교하여 볼 때에 유사하

다. 최근 Myung 등의 연구에 의하면[21],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자 학생(n=409)의 평균 신장이 162.1 cm이었고 

평균 체 이 52.7 kg이었다. 이들 여자 학생을 상으로 체

질량 지수에 의하여 체 을 18.5 미만, 정상을 18.5∼22.9, 

과체 을 23.0∼24.9, 비만을 25 이상이라고 분류하 을 때에, 

체 인 여 생이 25.9%, 정상이 64.2%, 과체 이 6.0%, 비만

이 3.9%의 분포를 보여서 체 의 비율이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체  임에도 불구하고 체 을 이고 싶

다는 여자 학생이 20%나 되고, 재의 체 을 그 로 유

지하고 싶다는 사람이 60%로 조사되어서[3], 체 인 여자 

학생의 경우, 체 과 건강 리에 한 염려가 두되고 있

다. 신체에 한 인식도 정도를 살펴보면, 여자 학생 541명

을 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36.6%가 자신이 뚱뚱하다고 인

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남자 학생의 23.0% 경우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2]. 한 같은 연구에서 조사 상 여자 학

생의 58.8%가 지나간 10년 동안 체  감량을 하여 노력한 

이 있다고 답하 다. 한편 학교 1학년생을 상으로 조

사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주  비만 정도와 객

으로 측정한 비만 정도를 비교한 결과[9], 여학생은 자신

이 객 으로 정상군(63.0%)과 체 군(22.8%)에 속해 있음

Table 2. Body protein, fat and mineral contents of female col-

lege students

Total

(n=212)

BU

(n=77)

UU

(n=135)

Protein (kg)

Fat (kg)

Mineral (kg)

36.8±5.2 

15.1±4.8

 2.3±1.8

39.1±4.2

17.3±5.8

 2.4±0.2

35.5±5.2***

13.8±3.6***

 2.2±0.1***

Values are mean±SD.

BU: group of balanced upper body verses the lower body

UU:
 group of unbalanced weak upper limbs verses the lower 

body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U and UU by Student’s 

t-test at p<0.001.

에도 불구하고, 49.2%만 정상군이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

으며, 34.2%는 과체 이라고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은 자신이 객  측정법으로 평가 

받았을 때에 정상군(68.5%)과 과체 군(12.9%)에 속해 있음에

도 불구하고, 50.4%만 정상군이라고 바르게 인식하고 25.6%는 

체 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신체에 한 인식 정도가 

여자 학생과 상이한 양상을 보 다. 근래에 남 지역의 

학생 1,563명을 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2], 체형 인식 

정도에 한 왜곡 정도가 정상체 군에서 34.37%이 고 체

군에서는 55.9%로 나타나서, 체 인 경우가 더 많이 왜곡

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여자 

학생에게 있어서 자신의 체 에 하여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데, 학생 시기는 인간발

달 시기 으로 실에 한 자각을 통하여 성인으로서 자아 

존 감이 성립되는 요한 시기이므로[23,28], 체형에 한 부

정 인 인식에 한 책이 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복부 비만은 WHR 수치로 정할 수 있는데, 한국인 

여자 410명(평균 연령 37.7±11.1 세)을 상으로 조사한 연구

에서 허리둘 가 78 cm 이상, WHR이 0.8 이상이면 장 콜

스테롤 수치와 지질 사 인자가 하게 악화된다고 보고하

다[18]. 본 연구의 결과에서 WHR은 체가 0.80±0.04이

고, BU군에서 0.81±0.04 다. 한편 UU군에서는 WHR이 

0.79±0.03로써 BU군에 비하여 유의 으로 낮았다. 그리고 

WHR의 수, 25백분 수, 75백분 수가 UU군에서 각각 

0.79, 0.77, 0.80이었으며 BU군에서는 0.81, 0.79, 0.83로써, 향후 

 지질 수치에 한 검사를 하여서 WHR과의 계도 살펴

보도록 권장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체내 구성분  상하체 균형 

체내 주요 구성분인 체단백질, 체지방, 체무기질량은 Table 

2에 있다. 상자의 체단백질량은 BU군이 39.1±4.2 kg, UU군

은 35.5±5.2 kg로 나타났으며, 체 당 퍼센트로 계산하여 본 

결과, BU군이 69.7±9.2%, UU군은 66.9±5.1%로 두 군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 다(p<0.01). 한편 체지방량은 BU군이 

17.3±5.8 kg, UU군은 13.8±3.6 kg이었으며 체 당 퍼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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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ercise habits of female college students

Total BU UU Chi-square

Do you exercise regularly?

never exercise

don’t exercise regularly

exercise regularly

(n=212) 

99(46.7)

105(49.5)

8(3.8)

(n=77)

24(31.2)

47(61.0)

6(7.8)

(n=135)

75(55.5)

58(43.0)

2(1.5)

11.353**

If you do exercise, how long do you exercise per day?

< 30 min

30∼60 min

60∼90 min

90∼120 min

> 120 min

(n=113)

42(37.2)

49(43.4)

22(19.4)

0

0

(n=53)

19(35.8)

23(43.4)

11(10.8)

0

0

(n=60)

23(38.4)

26(43.3)

11(18.3)

0

0

0.230

Values are counts (%).

BU: group of balanced upper body verses the lower body

UU:
 group of unbalanced weak upper body verses the lower body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U and UU by x2-test at p<0.01. 

Table 3. Body water contents of the upper and lower limbs 

and trunk of female college students

Total

(n=212)

BU

(n=77)

UU

(n=135)

Upper limb 

Right arm (l)

Left arm (l)

Lower limb 

Right leg (l)

Left leg (l)

Trunk (l)

1.2±0.2

1.3±1.0

4.5±0.6

4.7±2.6

12.1±1.6

1.4±0.2

1.5±1.3

4.8±0.7

4.7±0.8

13.0±1.9

1.1±0.1***

1.2±0.9***

4.4±0.4***

4.6±3.2***

11.5±1.0***

Values are mean±SD.

BU: group of balanced upper body verses the lower body

UU:
 group of unbalanced weak upper body verses the lower 

body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U and UU by Student’s 

t-test at p<0.001. 

계산하여 본 결과, BU군이 28.9±5.4 %이 고 UU군은 26.6±4.7 

%으로써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1). 한편 체무

기질량은 BU군이 2.4±0.2 kg, UU군은 2.2±0.1 kg으로써 UU군

이 낮은 측정치를 나타냈으며, 체 당 퍼센트로 계산하여 본 

결과 BU군이 4.1±0.3%, UU군은 4.3±0.3 %로써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자의 오른팔의 수분양은 BU군이 1.4±0.2 l, UU군은 

1.1±0.1 l이 으며, 왼팔의 수분량은 BU군이 1.5±1.3 l, UU군은 

1.2±0.9 l이 다. 몸통의 수분량은 BU군이 13.0±1.9 l, UU군은 

11.5±1.0 l이었다. 오른다리의 수분량은 BU군이 4.8±0.8 l, UU

군은 4.4±0.4 l로 나타났으며, 왼다리의 수분량은 BU군이 

4.7±0.8 l, UU군은 4.6±3.2 l이었다. UU군의 좌우 팔과 다리 

체수분량이 BU군에 비교하여 볼 때에 유의 으로 낮았다

(p<0.001). 한 몸통의 수분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UU군이 

11.5±1.0 l이었고 BU군이 13.0±1.9 l로써 서로 유의 인 차이를 

보 다(p<0.001). 상·하체의 균형 정도를 살펴보기 하여 양

측 다리 수분량에 한 양측 팔 수분량의 비례값을 계산하여 

본 결과, UU군이 0.27±0.01 이고 BU군이 0.31±0.14로써 서로 

유의 인 차이를 보 다(p<0.01). 근육의 크기를 직 으로 

단할 수 있는 상완 둘 와 상완 근육둘 는 Fig. 1과 같다. 

먼  상완둘 는 BU군이 27.5±2.6 cm이었고 BU군이 25.5±6.2 

cm 로써 두 군간에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상완 근육

Fig. 1. Arm circumference (AC) and arm muscle circumference 

(AMC) of female college students.

Values are mean±SD.

      BU: group of balanced upper body verses the lower 

body

      UU: group of unbalanced weak upper limbs verses the 

lower body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U and UU group by 

Student’s t-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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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는 BU군이 18.5±0.8 cm이었고 BU군이 20.4±1.2 cm 로써, 

UU군이 BU군에 비하여 유의 으로 낮은 수치를 보 다

(p<0.05).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체 으로 UU군이 BU군

에 비해 근육량이 유의 으로 낮음을 보 으며 상지의 근육의 

발달 정도가 상·하체의 불균형 결과를 래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운동 습

상자의 운동 습 에 한 조사 결과는 Table 4에 있다. 

체 212명의 46.7%가  운동을 안 하고 있고, 단지 3.8%만 

정규 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답을 하 다. 운동 습 에 

한 답이 UU군과 BU군 간에 서로 상이하 는데(p<0.01), UU

군이 ‘운동을 결코 하지 않는다’에 55.5%, ‘불규칙 으로 운동

을 한다’에 43.0%, ‘규칙 으로 운동을 한다’에 1.5%가 답하

다. BU군은 ‘운동을 결코 하지 않는다’에 31.2%, ‘불규칙 으

로 운동을 한다’에 61.0%, ‘규칙 으로 운동을 한다’에 7.8%가 

답을 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UU군이 BU군에 비해 운동을 

제 로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부분 운동 시간이 

1시간 이내 이 으며, 운동 시간이 30분 이하라고 답한 여학생

도 총 상자의 35∼40%로 나타났다. 운동의 부족은 여러 가

지 문제 을 래하게 되는데, 최근 보고된 연구에서 학생

의 체질량 지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운동

을 규칙 으로 하지 않을 때에 신체 으로 체질량 지수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14]. 한 운동의 정도는 심폐체력, 체지

방율, 비만에도 향을 끼치므로, 운동하는 것이 습 화 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질환을 상할 수 있다[10,12].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분 운동 시간이 1시간 

이내 으며, 특히 운동 시간이 30분 이하라고 답한 여학생도 

총 상자의 35∼40%로써, 운동 시간에 한 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지도를 할 때에 운동 로그램을 성별 

구분 없이 일 으로 용하기 보다는, 여자 학생들은 운

동을 선호하고 있지 않음이 학생의 생활 습 에 한 연구

에서 밝 졌고[11,21], 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남학생은 

여가선용과 근육강화인 것에 반하여 여학생은 체 감량과 몸

매 리하는 것으로서[19], 이러한 성별 차이 을 고려함이 필

요하다.

섭식 습

한편, 운동 습  이외에 건강한 신체를 유지함에 있어서 빠

져서는 안 되는 요한 습 은 식습 이다. 호남 지역의 모 

학에 재학 인 학생 186명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상자

의 50.8%가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부 지역의 우리나라 학생(남자 107명, 여자 242명)을 조사

한 연구에 의하면[22], 상자의 60.5%가 규칙 인 식사를 하

지 않으며, 하루 한 끼 이상 결식하는 학생이 평균 52.4%이었

다. 이 조사 연구에서 체 인 여학생이 41.7%이 으며, 남학

생(15.9%)보다 훨씬 높았다. 

본 실험에서 장기 으로 볼 때에 신체 발달은 섭식과 련

이 있고, 식사가 인체에 양소를 하게 공 하는 데에 매

우 요하므로, 조사 상자에게 ‘하루 세 끼니를 정규 으로 

먹는가’에 하여 질문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5에 있다. 

부분의 상자들이 ‘가끔 정규 이다’라고 답을 하 는데, BU

군과 UU군이 각각 44.1%와 43.7%로 나타났다. ‘항상 정규

이다’ 라고 답한 비율은 BU군과 UU군에서 각각 35.1%, 37.8%

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 로 ‘항상 정규 이지 못하다’에 답을 

한 비율이 BU군과 UU군에서 각각 20.8%, 18.5%로 나타나서, 

상당수의 여자 학생들이 식생활에 한 습 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얼마나 자주 아침 

식사를 거르는가에 한 질문에 하여 두 군 모두에서 ‘1주일

에 1∼2회 정도 거른다’가 체 으로 높았으며, UU군에서 

‘1주일에 5∼6회 정도 거른다’고 답한 결과가 14.8%로써 BU군

의 11.7% 보다 높은 수치 으나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특히 

아침식사를 ‘매일 거른다’고 답을 한 경우가 두 군간에 유의

인 차이는 없지만 BU군에서 11.7%, UU군에서 9.6%로 상당수

가 나타났다. 이를 체 상자로 살펴보면, 아침식사를 ‘매일 

거른다’고 답을 한 경우가 10.3%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심식사를 매일 거른다고 답한 비율이 체의 0.5%, 녁식

사를 매일 거른다고 답한 비율인 0%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여자 학생의 상당 비율이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익산 지역의 남자 학생 468명과 여자 학생 644명을 상

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7일 동안 아침식사, 심식사, 

녁식사를 하는 횟수가 여자 학생의 경우는 각각 3.57회, 5.55

회, 5.49회로써, 남자 학생의 3.90회, 5.97회, 6.17회에 비하여

서 유의 으로 낮다고 보고 하 다[5]. 이와 같이 아침식사를 

거르는 문제는 여자 학생 사이에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BU군과 UU군 사이에 끼니 식사를 규칙 으

로 먹고 있는지에 하여서는 상호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상·하체의 신체  특성과 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 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결식하는 좋지 않은 식

습 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자 학생들이 식사를 

거르는 이유를 살펴 본 결과(p<0.05), ‘시간 부족에 의해서’가 

체 조사 상자의 45.8%로 가장 많았는데, 최근 보고된 타 

연구에서도 여자 학생(596명)의 68.6%가 시간이 없어서 식

사를 거른다고 하여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21]. 

한편 본 조사 연구에서 특이한 결과는 BU군과 UU군 모두에서 

‘습 에 의해서 식사를 거른다’라고 각각 11.7%, 15.6%로 답을 

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여자 학생에 있어서 식사를 

거르는 것이 이미 습 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식하는 

습 에 한 교정과 바람직한 식습 에 한 지도가 학교에 

입학하기 부터 선행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27], 결식뿐만 

아니라 과식이나 폭식 등의 비정상 인 식행동에 하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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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ating habits of female college students

Variables
Total

(n=212)

BU

(n=77)

UU

(n=135)
Chi-square

Do you eat three meals regularly?

never regularly

sometimes regularly

always regularly

 

 41(19.3)

 93(43.9)

 78(36.8)

16(20.8)

34(44.1)

27(35.1)

25(18.5)

59(43.7)

51(37.8)

0.230

How often do you skip meal?

Breakfast

never skip

skip 1∼2 day/wk

skip 3∼4 day/wk

skip 5∼6 day/wk

skip everyday

Lunch

never skip

skip 1∼2 day/wk

skip 3∼4 day/wk

skip 5∼6 day/wk

skip everyday

Dinner

never skip

skip 1∼2 day/wk

skip 3∼4 day/wk

skip 5∼6 day/wk

skip everyday

 65(30.7)

 63(29.7)

 33(15.6)

 29(13.7)

 22(10.3)

111(52.3)

 86(40.6)

 12(5.7)

  2(0.9)

  1(0.5)

114(53.8)

 80(37.8)

 16(7.5)

  2(0.9)

  0(0)

20(26.3)

24(31.2)

15(19.4)

 9(11.7)

 9(11.7)

36(46.7)

34(44.2)

 6(7.8)

 0(0)

 1(1.3)

35(45.4)

32(41.6)

 8(10.4)

 2(2.6)

 0(0)

45(33.3)

39(28.9)

18(13.4)

20(14.8)

13(9.6)

75(55.6)

52(38.5)

 6(4.4)

 2(1.5)

 0(0)

79(58.5)

48(35.6)

 8(5.9)

 0(0)

 0(0)

2.693

4.975

6.825

Why do you skip meal?

lack of time

body weight loss

digestive problem

no appetite

just habit

other reason 

no answer

 97(45.8)

  8(3.8)

 16(7.5)

 17(8.0)

 30(14.2)

  9(4.2)

 35(16.5)

39(50.6)

 5(6.5)

 6(7.8)

 4(5.2)

 9(11.7)

 7(9.1)

 7(9.1)

58(43.0)

 3(2.2)

10(7.4)

13(9.6)

21(15.6)

 2(1.5)

28(20.7)

15.453*

How long do you spend time for each meal?

< 10 min

11∼20 min

21∼30 min 

30∼60 min 

 23(10.8)

140(66.1)

 45(21.2)

  4(1.9)

11(14.3)

47(61)

18(23.4)

 1(1.3)

12(8.9)

93(68.9)

27(20)

 3(2.2)

2.259

Do you take vitamin pill or nutrients supplement pill?

never

sometimes when I feel tired

take a pill once a week

take a pill three days a week

take a pill everyday

126(59.4)

 66(31.3)

  2(9.4)

  6(2.8)

129(5.6)

46(59.7)

25(32.5)

 1(1.3)

 3(3.9)

 2(2.6)

80(59.3)

41(30.4)

 1(0.7)

 3(2.2)

10(7.4)

2.723

Values are counts (%).

BU: group of balanced upper limbs verses the lower limbs.

UU:
 group of unbalanced weak upper limbs verses the lower limbs.

*: significantly different by x2-test at p<0.05.

올바르게 지도하여야 한다[8,20,26]. 본 연구에서 여자 학생

들이 비록 식사를 한다 하더라도 식사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결과도 나타났다. 즉 식사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가 체 

상자의 10.8%로써 일부 여자 학생들이 식사를 하게 하

는 경향이 있었고, 조사 상자의 66.1%는 11∼20분이라고 답

을 하 다. 식사를 20분 이상 하는 경우는 체 상자의 

23.1%에만 해당되었다. 최근 보고된 연구에서 식사 시간이 신

체  건강과 련이 있다고 하 는데[14], 그 다면 식사를 



Journal of Life Science 2010, Vol. 20. No. 4 541

하게 먹는 것이 장기화 되면서 건강에 좋지 않은 향을 끼칠 

수도 있다. 조사 상자들이 시 에 나와있는 비타민 양제

를 섭취하고 있는 지에 한 설문에서는 체의 31.3%가 가끔

씩 피곤할 때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반면에 나머지 59.4%의 학생들은  먹지 않는다고 답하

으며 이러한 결과는 BU군과 UU군에서도 모두 비슷한 양상

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남녀 학생 각각 100명을 상으

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16], 79.5%가 비타민 양제를 먹지 

않는다고 답을 하 다. 한 이들의 61.5%가 재 자신의 식사

를 고쳐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실제로 양소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칼슘과 섬유소 섭취가 부족하 다. 이와 같이 여

자 학생들이 식사습 에 의해 필수 양소가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양제를 섭취하고 

있지 않아 문제 으로 지 된다. 

한편 학생의 특성상 거주지역에서 통학을 하지 않는 경

우가 많은데, 최근 서울, 경기, 강원도 지역의 여자 학생 총 

359명을 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아침식사 결식률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따로 거주하는 학생이 부모와 함께 자택

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보다 높았다고 보고하 다[15]. 그러

나 7일 동안 아침 식사를 매일 결식하는 학생 비율로 살펴본

다면, 독립하여 따로 거주하는 경우가 14.0% 고 부모와 함께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에서도 10.6%나 되었다. 매일 결식하는 

학생들과 일주일에 1∼2일만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들까지 포

함한다면, 독립하여 거주하는 여 생의 48.3%, 부모와 같이 

자택에서 거주하는 군의 30.6%나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것으

로 나타나서, 아침식사 결식이 거주 상황에 계없이 매우 심

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침식사의 높은 결식률

은 하루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고[15], 이는 학업 생활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17]. 따라서 여자 학생을 상으로 바람

직한 식습 에 한 지도가 필요하며, 특히 아침식사를 거르

지 않도록 하고 결식이 장기화되어 습 화되지 않도록 지도해

야 하겠고,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효과 으로 

시간 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도 병행해야 하겠다. 본 연구

에서 조사한 식사 습  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조사하여 볼 

필요성이 있으며, 어떠한 인자들이 상·하체 균형에 직 으

로 향을 미치는 가에 한 연구가 향후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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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경남 일부 지역 여자 학생의 상하체 균형 계측치와 운동 습

김 식1․윤임실1․이원 2․남정수1․윤 수1,3․윤려민1․정한나1․고재식4․최 주1*

(1인제 학교 식의약생명공학사업단 임상병리학과, 2서라벌 학 임상병리과, 
3서울 학교 어린이병원 뇌신경검사센터, 4인제 학교 사회체육학과)

경남지역 모 학교에 재학 인 여자 학생 212명을 상으로 인체 계측과 건강에 련된 습 에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총 상자의 평균 연령은 20.7 세, 신장은 161.8 cm, 체 은 53.5 kg이었으며, 비만도는 

98.4%이었으며 체질량 지수는 20.6 kg/m2이었고 허리-엉덩이 둘  비율은 0.80이었다. 이와 같은 신체 계측치는 

한국인의 정상 범 에 속하는 것이지만, 조사 상자의 63.7%가 상체가 하체에 비하여서 불균형 으로 약한 체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자를 불균형 으로 상체가 약한 군(UU, n=135)으로 하고 조군으로써 상·하체가 

균형인 군(BU, n=77)의 두 군으로 나 어서 측정 결과치를 비교 분석하 다. 체 , 비만도, 체질량지수, 허리-엉덩

이 둘 비가 BU군에 비하여서 UU군이 유의 으로 낮았다. 체단백질, 체지방, 체무기질량도 역시 UU군에서 유의

으로 낮았다. 상완근육 둘 를 측정한 결과, UU군이 BU군에 비하여 유의 으로 낮았다. 운동의 규칙  수행 

여부를 알아본 결과 UU군의 1.5%, BU군에서 7.8%가 ‘운동을 규칙 으로 하고 있다’고 답하 다. 한편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UU군과 BU군에서 각각 55.5%, 31.2%로써,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UU

군에서 1.8배 정도 많았다. 운동을 할 경우에 얼마나 오래하는지에 한 질문에 UU군의 38.4%와 BU군의 35.8%

가 30분 이하로 운동을 한다고 답하여서, 여자 학생이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운동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 조사 결과, 상체가 하체에 비하여서 불균형 으로 약한 여자 학생이 총 조사 상자의 

63.7%이나 되었으며, 이들의 운동 습 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운동을 습 화하여 꾸 히 하고 특히 상

체와 팔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여자 학생만을 상으로 하여 

체형의 올바른 인식을 한 교육의 필요성이 실하며, 신체 부 의 균형을 고려한 운동 로그램 개발이 시 하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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