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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weight management, balanced food intake,

knowledge of obesity, and nutrition knowledge in university students. The average weight and height of male subjects were

175.0±5.7 cm and 69.1±11.8 kg, whereas those of female subjects were 161.7±5.0 cm and 51.7±6.9 kg, respectively.

Average scores for balanced food intak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The total number

of correct answers for obesity knowledg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but four responses related with

losing weight showed higher perception scores in females compared to males (p<0.05). The total number of correct answers

for nutrition knowledg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les and females. The average BMI of male and female

subjects were 22.5±3.44 and 19.7±2.21, respectively, ranged in normality. Self-evaluation of body shape was mostly in the

normal or standard range in both males and females, but females showed a higher perception rate of chubby or fat than

males. The percentages of interest in weight management was 36.0% in males and 50.8% in females, with higher interest

in female subjects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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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경제수준의 향상과 서구화된 식사형태로 식생활이 변화되

어감에 따라 영양소의 과잉섭취와 운동량 감소로 인한 비만

유병율의 증가와 함께, 신체 외형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한 저체중의 증가로 체중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중앙일보 2012; Ha 2005). 2010년 국민건강영양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비만율은 30.8%인데 남

성의 비만율은 36.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여성 비

만율은 24.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남녀

비만율의 차이는 10대 청소년기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20대 들어 이 비율이 각각 28.3%와 12.1%로 두 배

이상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30대 여

성들은 몸매와 다이어트에 보다 신경을 쓰고 관리하여 비만

율이 내려간 반면, 남성의 경우 직장 생활로 인한 음주와 흡

연이 증가로 비만율이 올라간 것으로 추측된다(한국경제

2011; Choi 등 2001; Chin 등 2005). 이러한 성별 간의 체

중 불균형은 20대인 대학생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최

근 연구에 따르면 BMI, RBW, 체지방률로 본 비만도 판정

결과, 비만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고, 저체중은 여학생이

유의적으로 많게 나타났다(Yu & Ro 2009). 여대생의 경우

마른 체형에 대한 관심으로 지나친 체중 조절로 인한 영양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반면, 남학생은 음주와 흡연, 과도한

저녁식사 및 빠른 식사속도 등으로 인해 비만도가 높게 나

타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Choi 등 2001; Kim 2003;

Chin 등 2005). 또한 체중인식에 있어서도 남학생들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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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신이 야위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실제보

다 과체중으로 생각해 남녀 간에 적정체중에 대한 기준이 매

우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실제 식생활

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Chin 등 2005;

Lee & Kwak 2006; Kim 등 2007).

대학생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사회적으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부모의 통제와 보호 속에 규칙

적인 생활을 했던 중·고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시간적으로

나 제도적으로 훨씬 자유로워지고 학업 생활도 복잡 다양해

짐과 동시에 불규칙해지고 외식이나 음주의 기회도 많아져

식생활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Lee & Kwak

2006). 따라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

유로운 생활에 노출되어, 남학생의 경우 불규칙한 아침식사,

아침결식, 음주, 흡연, 빈약한 외식 등으로 나쁜 식습관이 형

성되어 에너지 과잉 섭취와 불충분한 영양소 섭취로 인한 영

양 불균형이 동시에 나타나기 쉽고, 반면 여학생은 바람직하

지 못한 체중 감량 식사에 의해 빈혈, 골다공증, 무월경 등과

같은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기도 하는 등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Song & Park 2003; Yu & Ro 2009). 청소

년기의 끝에서 성인기에 걸쳐 있는 대학생의 건강상태는 본

인의 평생 건강은 물론 미래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매

우 중요한 문제인 점을 감안할 때(Lee & Kwak 2006), 또

한 대학생들 스스로 식생활의 개선점으로 불규칙한 식사, 과

식, 편식, 결식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행동

으로 연결되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음도 드러나(Kim 등

2004), 대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과 체중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대학생들의 식습관, 식행동, 영양소

섭취 상태 등이 연구되었는데(Song & Park 2003; Lee &

Kwak 2006; Cheong 등 2007), 체중관리 및 조절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주로 여대생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Ha

2005; Ahn & Park 2009; Cho & Kim 2010). 여대생들의

경우 마른체형을 선호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자신의

체형을 왜곡되게 인식하고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옳지

않은 영양지식을 사용하고, 필요 이상의 체중조절로 인한 섭

식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Kim & Kim 2004).

비만도에 따른 체중조절 인식 연구(Song & Park 2003)에

의하면 남자 대학생의 20% 이상이 정상체중을 저체중으로,

여학생의 35% 이상이 정상체중을 과체중으로 그릇되게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성별 간

의 체중 불균형과 남자 대학생들의 비만도 및 영양 불균형

상태를 고려해 볼 때 남녀 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체중

관리와 식품섭취 현황 및 영양지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결과는 영양지식이 높을수록 식습관과 영양표시

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의 연구

(Cho & Yu 2007)에도 나타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BMI, 성별에 따른 체중관리, 식품섭취 균형성,

비만지식 및 영양 지식에 관한 인지도 차이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등을 알아봄으로써 남녀 대학생들의 올바른 체중

관리와 영양 및 미래 식행동에 대한 식생활교육의 기초자료

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의 체중관리 현황과 식품섭취 균

형성, 비만지식 및 영양지식에 관한 인지도 조사를 위하여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의 3개 대학교에 재학하는 대학생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9월20일

부터 9월 28일까지 이었으며, 총 6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

어,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지 중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총 555부(92.5%)의 설문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 문항은 일반사항 및 신체계측 7문항, 체중관리, 체형

인식 및, 다이어트 관련 9문항 등은 선행의 연구 등(Kim 등

2007; Lee 2008)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식품섭취 균

형성 10문항, 비만지식 10문항, 영양지식 10문항 등은 맞다

와 틀리다 중 선택하였고, 정답에는 1점, 오답에는 0점을 계

산하였다(Kang & Chung 1992; Park 2002; Cho & Yu

2007; Kim 등 2010). 비만도는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BMI [(Body Max Index=현재 체중(kg)/현재키(m)2]로 계산

하여 18.5 미만(저체중), 18.5~22.9(정상), 23.0~24.9(과체중),

25 이상(비만)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IOTF 2000).

3. 자료 분석 방법

조사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9.0프로그램을 사용하였

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문항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남녀의 차이와 유의성 검증은 T-test와 χ2-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학생

55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자는 211명(38.02%), 여자는

344명(61.98%)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평균적으로 20.9세였으

며, 남자의 경우 21.90세, 여자는 20.33세로 분석에 포함된

남자의 평균 연령이 여성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1). 성별과 흡연 여부(p<0.01) 및 음주여부(p<0.01)는

유의적인 관련이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거주 지역은 수도권

이 222명(40.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충청도 지역

(167명, 30.09%), 서울(137명, 24.68%), 울산·경상도(18명,

3.24%), 광주·전라도(11명, 1.98%)의 순서로 나타났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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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흡연 여부에 따라 비흡연과 흡연으로 분류한 결과 비흡

연자의 비율이 473명(85.2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음

주여부는 안 마심, 월 2-3회 이상, 주 1-2회 이상의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남자의 경우 주 1-2회 이상 마시는 경

우가 93명(44.08%)로 가장 많았고, 여자의 경우에는 월 2-3

회가 163명(47.38%)으로 가장 많았다.

2. 성별에 따른 식품섭취 균형성

<Table 2>은 조사대상자들의 식품 섭취의 균형성을 조사

한 것이다. 식품 섭취 균형성에 관한 10문항에 대하여 각각

1-5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식품 섭취 상태가 균형

잡힌 것으로 보았다. 전체 대상자의 식품 섭취 균형성에 관

한 각 문항의 평균 점수는 2.96점으로 나타났으며, 3점 이상

을 받은 항목은 ‘김치 및 녹황색 채소류, 해조류 등을 매일

먹는다’ 3.54점, ‘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 등의 단백질 제

품을 매일 먹는다’ 3.42점,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의 유제

품을 매일 먹는다’ 3.12점으로 조사되었고, 점수가 낮은 항

목은 ‘육류를 섭취할 경우 기름기를 제거하고 섭취하며 닭가

슴살의 섭취를 즐긴다’ 2.43점, ‘호두, 잣, 아몬드 등의 견과

류를 즐긴다’ 2.66점,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초콜릿, 사탕 등

의 단 음식을 삼간다’ 2.69점이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 유의

적인 점수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초

콜릿, 사탕 등의 단 음식을 삼간다’(p<0.05)와 ‘호두, 잣, 아

몬드 등의 견과류를 즐긴다’(p<0.05)의 두 개 문항이었다. 두

개 문항 모두 여자에 비해 남자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은 어려서부터 건강, 영양 및 식품섭

취에 대하여 다르게 인지하고 행동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Trrell 1997),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식생활 태도와 영양섭

취 순응도가 높게 조사되어 보고 된 바 있다(McConaghy

1989; Trrell 199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Total (%)
Gender (%)

t-value
Male Female

Total 555(100.00) 211(38.02) 344(61.98)

Age(year)  20.92±2.311)  21.90±2.54 20.33±1.93 -7.74**

Residential

Area

Seoul 137(24.68)  64(30.33)  73(21.22)

8.12

Kyunggi-do 222(40.00)  83(39.34) 139(40.41)

Dajeon/Chungcheong-do 167(30.09)  52(24.64) 115(33.43)

Kwangju/Junra-do  11(1.98)  4(1.90)  7(2.03)

Ulsan/Kyungsang-do  18(3.24)  8(3.79)  10(2.91)

Smoking
No 473(85.23) 147(69.67) 326(94.77)

65.43**
Yes  82(14.77)  64(30.33)  18(5.23)

Alcohol

drinking

Never 141(25.41)  38(18.01) 103(29.94)

29.45**>2-3/month 243(43.78)  80(37.91) 163(47.38)

>1-2/week 171(30.81)  93(44.08)  78(22.67)

1)Mean±SD.

**p<0.01

<Table 2> Difference in perception of balanced food intake by gender

Variables Total
Gender

t-vale
Male Female

Eat variety food everyday 02.93±0.861) 2.97±0.88 2.90±0.85 0.87

Eat milk, yogurt, cheese everyday 3.12±1.12 3.07±1.11 3.16±1.13 -0.87

Eat protein food -meat, fish, egg, bean, tofu - everyday 3.42±0.95 3.46±0.98 3.40±0.94 0.65

Eat kimchi, vegetable, seaweed everyday 3.54±1.02 3.48±1.06 3.58±1.00 -1.18

Eat fruit(1each) or fruit juice(1cup) everyday 2.96±1.10 2.91±1.10 3.00±1.09 -0.96

Eat fried foods, stir-fried foods, heavy cream cake frequently 2.94±0.92 2.89±0.92 2.97±0.92 -1.03

Do not eat soda, ice-cream, chocolate, candy 2.69±1.07 2.83±1.06 2.60±1.07 2.52*

Eat whole grain, mixed grain everyday 2.94±1.18 3.03±1.10 2.88±1.23 1.51

Enjoy eating nuts - walnut, pine nut, armond 2.66±1.09 2.81±1.04 2.57±1.11 2.46*

Eat fatless red meat, and enjoy chicken breast 2.43±1.11 2.46±1.08 2.41±1.13 0.47

Total 2.96±0.51 2.99±0.52 2.95±0.51 0.94

1)Mean±SD.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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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에 따른 영양 지식

조사대상자들의 영양과 관련된 지식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영양 지식 역시 비만에 관한 지식

과 마찬가지로 맞으면 1점, 틀리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0점을

부과하였다. 각 문항별 평균 점수는 0.91점으로 비교적 높았

으며, 10문항을 모두 맞춘 정답자는 47.77%였다. 한 문항을

제외한 9개 문항의 정답률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정답

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상위 세 개 문항은

‘균형 잡힌 식사란 5가지 기초식품군이 골고루 들어간 것을

말한다’ 96.08%, ‘단백질과 칼슘의 함량이 많은 우유의 섭취

는 성장기 아동들에게만 필요하고 성인에게는 중요하지 않

다’ 95.01%, ‘비타민과 무기질은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꼭 필요하다’ 94.65%였으며,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

는 섬유질이 많고 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다’ 문항은 정답률

이 64.71%로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고생을 대상

으로 하는 연구(Cho & Yu 2006)에서 일반영양지식이 평균

0.57점으로 낮게 나타난 것과, Yoon(2010)의 연구에서 대학

생들의 영양지식이 평균 0.68점을 나타낸 것과는 일치되는

결과로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의 영양지식이 비교적 높은 것

으로 사료된다. 영양 지식에 대한 성별 차이 분석 결과, 영

양 지식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과거 선행연구들에서 조사되어진 아동기

여학생들의 식습관이 남학생보다 양호하며(Ku & Lee 2000),

여자가 남자보다 영양 지식수준과 식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

(Kang & Chung 1992)으로 조사되었던 것과는 구별되는 결

과로써, 미래의 식행동에 있어 남녀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던 연구의 방향성과 그 결과를 같이 하는 것으로,

남·녀간의 인식변화가 영양지식과 식생활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 성별에 따른 비만 지식

<Table 4>은 비만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맞으면 1

점, 틀리거나 모르면 0점으로 하여 총점을 10점으로 하였다.

각 문항별 평균 점수는 0.87점이고, 10문항을 모두 맞춘 대

상자는 23.96%였다. 정답률이 높게 나타난 상위 세 개 항목

은 ‘라면, 패스트푸드 식품은 비만에 영향을 미친다’ 98.74%,

‘살을 빼기 위해서는 아침을 굶어야 한다’ 96.58%, ‘밤 늦은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면 살이 찐다’ 94.59% 등이었다. 반면

에 정답률이 80% 이하로 낮은 항목은 ‘뚱뚱한 사람이 체중

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이 좋

다’ 56.76%. ‘바람직한 체중감량은 1주일에 0.5~1 kg이다’

76.04% 등의 항목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유의적인 점

수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네 개 문항이었다. ‘살을 빼기 위

해서는 아침을 굶어야 한다’(p<0.05)와 ‘뚱뚱한 사람이 체중

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이 좋

다’(p<0.05) 문항의 경우에는 남자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

았고, ‘과일은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p<0.05)와 ‘체

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물의 섭취를 줄이거나 운동량을

늘리는 방법도 좋다’(p<0.05) 문항은 여자의 점수가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5. 신체 계측 및 비만도

조사대상자의 비만도와 관련된 신체 계측치를 <Table 5>

에 제시하였다. 평균 신장과 체중은 남자가 175.0±5.71 cm,

Table 3. Difference in score difference of nutrition knowledge by gender N(%)

Variables

Total Male Female

t-valueNo. of

Correct
Mean±SD

No. of

Correct
Mean±SD

No. of

Correct
Mean±SD

A balanced meal includes 5 food groups 539(96.08) 0.97±0.17 205(97.16) 0.97±0.17 334(97.10) 0.97±0.17 0.04

The five basic food groups include grains, vegetables, 

fruits, meats, milks, and fats
521(92.87) 0.94±0.24 200(94.79) 0.95±0.22 321(93.30) 0.93±0.25 0.70

A nutritional food means that the food has high calories. 525(93.58) 0.95±0.23 200(94.79) 0.95±0.22 325(94.50) 0.94±0.23 0.16

A food changes its nutritional value based on how it is 

cooked.
526(93.76) 0.95±0.22 201(95.26) 0.95±0.21 325(94.50) 0.94±0.23 0.40

All men and women require the same amount of calories. 504(89.84) 0.91±0.29 186(88.15) 0.88±0.32 318(92.40) 0.92±0.26 -1.62

You can have a lot of dinner to make up for not 

having breakfast
522(93.05) 0.94±0.24 200(94.79) 0.95±0.22 322(93.60) 0.94±0.25 0.57

If a food has a lot of proteins and lipids, there is no 

need to consume food with carbohydrates like rice. 
496(88.41) 0.89±0.31 185(87.68) 0.88±0.33 311(90.40) 0.90±0.29 -1.01

Milk, which has a lot of proteins and calcium, is 

necessary only for growing children and not for adults
533(95.01) 0.96±0.20 203(96.21) 0.96±0.19 330(95.90) 0.96±0.20 0.16

Vitamin and minerals are necessary to control the 

functions of our body
531(94.65) 0.96±0.20 202(95.73) 0.96±0.20 329(95.60) 0.96±0.20 0.05

Fast foods like hamburgers have high fiber and 

saturated fat
363(64.71)  0.65±0.48 129(61.14) 0.61±0.49 234(68.00) 0.68±0.47 -1.64

Total score of nutrition knowledge 268(47.77) 0.91±0.13 96(45.50) 0.91±0.12 172(50.00) 0.92±0.13 -0.88



남녀대학생의 체중관리, 식품섭취균형성, 비만지식, 영양지식 인지차이 763

69.1±11.87 kg, 여자가 161.7±5.00 cm, 51.7±6.94 kg으로 체

중(p<0.01)과 신장(p<0.01) 모두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

가 있었다. 평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남

자가 22.52±3.44, 여자가 19.75±2.21로 남녀 모두 정상 범위

에 속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p<0.01),

성별과 남녀의 비만도 분포는 유의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BMI에 따른 비만도 분포를 살펴보면 남

자의 5.69%가 저체중, 56.87%가 정상, 37.44%가 과체중 및

비만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여자의 경우 28.28%가 저체중,

66.47%가 정상, 5.54%가 과체중 혹은 비만이었다.

6. 체형 인식과 체중 조절

<Table 6>은 조사대상자의 체형인식 및 이상적으로 생각

하는 체형에 관한 결과이다. 성별과 체형인식은 유의적인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남자의 경우 ‘정상이

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3.6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약간

말랐다’는 응답과 ‘약간 뚱뚱하다’는 응답이 각각 22.27%와

22.7%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여자 역시 ‘정상이다’라는

응답이 39.2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약간 뚱

뚱하다’는 응답이 36.92%로 여자의 경우 자신의 체형을 약

간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남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 역시 유의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남녀 모두 ‘약간 살

빼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36.49, 45.06%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많이 살빼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경

우도 37.79%로 나타나 남자에 비하여 여자에서 현재보다 살

빼기를 원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체형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하는

결과는 선행의 연구들(Par & Kwon 2007; Ahn & Park

2009)에서도 나타나는 결과이며, Kim(2012)의 체중과 희망

체중 및 BMI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와

도 일치하며, 실제 남자는 정상체중을, 여자는 저체중을 희

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자들의 경우 이상체중

과 현재 체중의 차이가 커질수록 식사장애에 대한 위험정도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 대학생들의 체중조절에 대

<Table 4> Difference in perception score of obesity knowledge by gender N(%)

Variables

Total Male Female

t-valueNo. of

Correct
Mean±SD

No. of

Correct
Mean±SD

No. of

Correct
Mean±SD

Ideal weight loss is 0.5~1kg per week 422(76.04) 0.76±0.43
152

(72.04)
0.72±0.45

270

(78.49)
0.78±0.41 -1.69

Midnight snacking is resulted in weight gain 525(94.59) 0.95±0.23
199

(94.31)
0.94±0.23

326

(94.77)
0.95±0.22 -0.23

Ramen, fast food have an affect on the obesity 548(98.74) 0.99±0.11
208

(98.58)
0.99±0.12

340

(98.84)
0.99±0.11 -0.27

To lose weight, skip the breakfast 536(96.58) 0.97±0.18
208

(98.58)
0.99±0.12

328

(95.35)
0.95±0.21 2.31*

Obese person need to restrict the protein and 

carbohydrate foods to lose weight
315(56.76) 0.57±0.50

139

(65.88)
0.66±0.48

176

(51.16)
0.51±0.50 3.47*

High-dietary fiber foods may help to prevent obese 490(88.29) 0.88±0.32
190

(90.05)
0.90±0.30

300

(87.21)
0.87±0.33 1.04

Excessive fruit intakes have no affect on weight gain 455(81.98) 0.82±0.39
157

(74.41)
0.74±0.44

298

(86.63)
0.87±0.34 -3.46*

To lose weight, reduce the food intake and increase the 

excercise
527(94.95) 0.95±0.22

193

(91.47)
0.91±0.28

334

(97.09)
0.97±0.17 -2.64*

It is easy to gain weight when the exercise exceed the 

intakes
507(91.35) 0.91±0.28

198

(93.84)
0.94±0.24

30

9(89.83)
0.90±0.30 1.72

Light-aerobic excercise is effective ways of preventing 

and curing obese than high-energy workout.
498(89.73) 0.90±0.30

189

(89.57)
0.90±0.31

309

(89.83)
0.90±0.30 -0.10

Total 133(23.96) 0.87±0.11 59(27.96) 0.87±0.11 74(21.51) 0.87±0.11 -0.05

*p<0.05

<Table 5> Body Mass Index (BMI) of subjects N(%)

Anthropometric Measure
Gender

　 t-value
Male Female

Height (cm) 175.00±5.711) 161.70±5.00 27.92**

Weight (kg) 69.13±11.871) 51.73±6.94 19.36**

Body Mass Index (BMI) 22.52±3.441) 19.75±2.21 10.46**

χ
2-value

Under-weight 12(5.69) 97(28.28)

111.04††Normal 120(56.87) 228(66.47)

Over-weight & Obese 79(37.44) 19(5.54)

1)Mean±SD.

**p<0.01 (By t-test)
††p<0.01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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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올바른 비만 판정과 체중 인식에 재한 적절한 교육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Nam & Kim 2005).

7. 체중 관리에 대한 남녀 인식 차이

조사대상자의 체중 관리 및 운동 현황,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체중 조절에 대

한 관심(p<0.01), 운동 빈도(p<0.01), 체중 문제 인식 및 관

리(p<0.01), 이상적인 체중과 체형에 대해 영향을 주는 사람

(p<0.01)은 성별과 유의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중 조절에 대한 관심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는 ‘약

간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02%로 가장 높았고, 여

자는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87%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운동 빈도의 경우 남자는 ‘일주일에 2-3번 30

분 정도’ 운동하는 경우가 36.49%로 가장 많았지만 여자는

‘전혀 안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0.99%로 운동을 안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체중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에 대한 문항에 남자의 경우 ‘현재 체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

으며 체중 관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한 경우가

39.34%로 가장 많았으나, 여자의 경우 ‘현재 체중 문제를 인

지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한달 이내)에 다이어트를 할 생각

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2.62%로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현재 자신의 체중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개

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중 혹은 체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남녀 모두 ‘친구’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5.97, 36.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여자의 경우

남자와 달리 ‘연예인’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32.56%로 남자

에 비하여 여자가 연예인의 영향을 받은 비율이 높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에 따라 다이어트 경험, 다이어트 정보원 및 비만지식

자가 평가 결과, 성별과 다이어트 경험(p<0.01) 및 비만지식

자가 평가(p<0.05) 사이에 유의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다이어트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남자는 50.24%가 ‘다

이어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는 절반에 가까운

41.57%가 ‘다이어트를 3번 이상 시도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다이어트에 관한 정보를 얻는 곳에 관한 문항은 성별과 유

의적인 관련이 없었으며, 남녀 모두 인터넷과 TV 및 라디오

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체형인식과 체중조절 태도

조사 연구에서는(Chin & Chang 2005)대학생들이 다이어트

식품이나 약제의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인터넷

을 통한 무분별한 영양정보에 노출되어 잘못된 지식이나 정

보를 얻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비만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한 문항에서 남녀 모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5.02, 47.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

타냈으며, ‘조금 아는 편이다’라고 답한 경우는 각각 34.60,

41.57%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Kim(2012)의 연구결과에서도 남자의 BMI가 여자보다 높

게 나타나고 남자들의 운동군이 여자보다 많았으며, 비 운동

군의 여자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들은 체

중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았으나, 운동을 통한 체중 조절

등의 노력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도 일치되는 결

과로써 체중조절을 위한 여자들의 인지와 행동실천이 함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젊은 여성들은 과학적 근거

없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려고 하는 잘못된 가치

관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거나(Cho 2004), 자신의 외모나

체형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체중 감량을 시도하기도 한다

(Ahn & Park 2009). 그러므로 건강한 신체상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과 체중조절을 위한 운동요법, 적절한 영양지식의

적용이 남녀에 따라 다르게 적절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8. BMI, 체중조절관심도, 식품섭취균형성, 비만지식, 영양지

식 간의 상관관계

성별에 따른 BMI 및 체중조절 관심도와 식품섭취균형성,

<Table 6> Difference in self perception of body shape by gender N(%)

Variables Total
Gender

χ
2-value

Male Female

Self

perceived

body shape

Extremely Lean 23(4.14) 16(7.58) 7(2.03)

30.07††
Lean 93(16.76) 47(22.27) 46(13.37)

Standard 206(37.12) 71(33.65) 135(39.24)

Chubby 174(31.35) 47(22.27) 127(36.92)

Obese 59(10.63) 30(14.22) 29(8.43)

To reach a ideal 

weight

Gain a lost of weight 11(1.98) 9(4.27) 2(0.58)

60.54††
Gain some weight 64(11.53) 45(21.33) 19(5.52)

Satisfied 78(14.05) 40(18.96) 38(11.05)

Lose some weight 232(41.80) 77(36.49) 155(45.06)

Lose a lot of weight 170(30.63) 40(18.96) 130(37.79)

1)Mean±SD.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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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지식 및 영양지식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Table 8>. BMI와 자신의 체형 인지(p<0.01), 이상체형 인

지도(p<0.15) 그리고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p<0.005)는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BMI와 비만에 대한 지식

(p<0.05)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BMI가 높을수

록 자신의 체형을 뚱뚱하다고 인지하고, 이상적인 체형이 되

기 위하여 체중을 줄이기를 원하였으며, 체중조절에 대한 관

심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Kim 등(2007)의 연구결과

에서도 남·녀 모두에게서 체중은 BMI와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

다.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는 비만지식과 영양지식, 이상체

형인지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p<0.01), 체중조

절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비만, 영양에 관한 지식을 정확

히 인지하고 있으며 BMI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체중조절 관심도가 증가할수록 영양지식 중의 정확도가 증

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Lim & Rha 2007).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 비만도와 영양지식간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대학생들의 분석결과와는 대치

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Kim 등 2010). 식품섭취 균형성과

BMI, 체중조절관심도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007)의 결과에서는 비만 남학생 일수록 아침을 먹지

않고 비만 여학생은 일수록 아침을 챙겨 먹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체중조절에 대한 시도는 비만도에 따라서 남녀 모두

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Park(2010)의 연구에서도

과체중군의 아침·저녁 결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BMI

와 개인이 인식하는 체형에 따라서 체중조절에 대한 식행동

이 유의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의 연구 등

에서는 신체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서도 양의 상관관계가 조

사되었으며(Her 등 2003), 이와 같은 체형에 대한 만족감은

정신적인 속상과 사회활동의 위축과 같은 부정적인 태도로

<Table 7> Difference in perception of weight management by gender N(%)

Variables Total
Gender

χ
2-value

Male Female

Concern of

weight

management

No interest 25(4.50) 13(6.16) 12(3.49)

25.43††
Tend to no interest 34(6.13) 21(9.95) 13(3.78)

Fair to middling 52(9.37) 29(13.74) 23(6.69)

A little interest 197(35.50) 76(36.02) 121(35.17)

Much interest 247(44.50) 72(34.12) 175(50.87)

Frequency of

exercise

(30min./time)

None 192(34.59) 51(24.17) 141(40.99)

21.65††
Daily 115(20.72) 55(26.07) 60(17.44)

2-3 times/week 197(35.50) 77(36.49) 120(34.88)

4-5 times/week 51(9.19) 28(13.27) 23(6.69)

Weight &

self-image of

physique control

None 153(27.57) 83(39.34) 70(20.35)

24.28††Thinking of control weight and self-image of physique 260(46.85) 79(37.44) 181(52.62)

Start and try to control weight and self-image of physique 142(25.59) 49(23.22) 93(27.03)

Influencing

person on

physique

Friends 224(40.36) 97(45.97) 127(36.92)

26.72††
Family 127(22.88) 46(21.80) 81(23.55)

TV Celebrity 146(26.31) 34(16.11) 112(32.56)

Etc. 58(10.45) 34(16.11) 24(6.98)

Dieting

experience

None 204(36.76) 106(50.24) 98(28.49)

40.26††
Tried once 97(17.48) 29(13.74) 68(19.77)

Tried twice 68(12.25) 33(15.64) 35(10.17)

>Tried three times 186(33.51) 43(20.38) 143(41.57)

Information

resource of

weight control

Internet 374(67.39) 130(61.61) 244(70.93)

6.93

TV/Radio 105(18.92) 46(21.80) 59(17.15)

Medical staff 6(1.08) 4(1.90) 2(0.58)

Book/Newspaper 28(5.05) 11(5.21) 17(4.94)

Friends/Relatives 42(7.57) 20(9.48) 22(6.40)

Knowledge of

obesity

None 41(7.39) 20(9.48) 21(6.10)

9.46†
Moderate 257(46.31) 95(45.02) 162(47.09)

A little 216(38.92) 73(34.60) 143(41.57)

Well 41(7.39) 23(10.90) 18(5.23)

1)Mean±SD.
†p<0.05 (By t-test)
††p<0.01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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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 될 수 있음도 보고된 바 있다(Lee & Yun 2003).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별에 따른 체중관리, 식품섭취균형성, 비만지식 및 영양지

식에 대한 인지도 차이점과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1. 전체 대상자의 식품 섭취 균형성에 관한 각 문항의 평

균 점수는 2.96점이며 육류, 생선, 달걀, 우유 및 유제품, 김

치 및 녹황색채소류 식품 섭취는 3점 이상을 나타내어 비교

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초콜

릿, 사탕 등의 단 음식을 삼간다’와 ‘호두, 잣, 아몬드 등의

견과류를 즐긴다’ 등의 두 개 문항 모두 여자에 비해 남자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2. 영양 지식에 대한 성별 차이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정답

률을 보인 상위 세 개 문항은 ‘균형 잡힌 식사란 5가지 기초

식품군이 골고루 들어간 것을 말한다’, ‘단백질과 칼슘의 함

량이 많은 우유의 섭취는 성장기 아동들에게만 필요하고 성

인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우리 몸의 기

능을 조절하는데 꼭 필요하다’ 순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

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성별에 따른 비만지식은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살을 빼기 위해서는 아침을 굶어야 한다’와 ‘뚱뚱한 사람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

이 좋다’ 문항의 경우에는 남자에서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

고, ‘과일은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와 ‘체중을 줄이

기 위해서는 음식물의 섭취를 줄이거나 운동량을 늘리는 방

법도 좋다’ 문항은 여자에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조사대상자의 평균 신장과 체중, 평균 체질량지수(BMI)

는 남녀 모두 정상 범위에 속하였으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은 체질량 지수를 나타내었으며 남녀의 비만도에서도 성

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5. 여자들이 남자에 비하여 자신의 체형을 약간 뚱뚱하다

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현재의 체형에서 체중을 줄이

기를 원하는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 역시 유의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체중 조절과 운동에 대한 관심은 남자의 경우에 체중조

절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체중조

절에 약간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가장 높았다. 반면

에 여자의 경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가

장 높았으나, 다이어트에 대한 노력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성별에 따른 BMI 및 체중조절 관심도와 식품섭취균형

성, 비만지식 및 영양지식 변수들 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

BMI가 높을수록 자신의 체형을 뚱뚱하다고 인지하고, 이상

적인 체형이 되기 위하여 체중을 줄이기를 원하였으며, 체중

조절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는 비만지식과 영양지식, 이상체형인지도 등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록 비만, 영양에 관한 지식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여자 대학생들은 실제 체

형을 반영하는 BMI가 정상인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

았으나, 실제 체형과 이상 체형에 대한 인식은 여자들이 남

자들에 비하여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체형이 약간 뚱뚱하다

고 생각하고 있어 남녀 간의 인식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와 실제 실행하고 있

는 체중조절 방법에 차이가 있었으며, 식품에 대한 섭취와

비만 지식 등도 BMI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러한 변수들과 비만 간의 유의적인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

으나, 남녀 대학생들의 자신들의 체형에 대한 왜곡된 시선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남녀 차별적

인 체중관리 현황에 따라 성별에 따른 적합한 영양지식과 비

민지식에 대한 개선 교육을 통하여 식행동의 수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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