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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d and examined the dietary behavior and food frequency of 100 female workers in their 

20s who work night and day shifts at take-out coffee shops and 100 female office worker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lower rates of income, tenure 

of office, sleeping hours, and frequency of exercise(p<0.001), and higher rates of gastric and intestinal 

illnesses, weight fluctuates, and smoking(p<0.001) than the control group. More than 83% of the experimental 

group(p<0.001) answered that they eat alone(p<0.001).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lower rates of 

regularity of meal and balanced diet(p<0.001), and higher rates of overeating(p<0.01), skipping breakfast and 

eating late-at-night(p<0.001) than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consumed less frequently rice, 

meat, fish, egg, bean, kimchi, vegetables and fruit(p<0.001), and more frequently noodles, bread, cereal, 

seaweed, milk, coffee and alcohol(p<0.001) than the control group.

Key words: dietary behavior, food frequency, female, shift work, coffee shops, balanced diet

Ⅰ. 서  론

경제수 의 증가, 여가  문화생활의 확 는 

우리의 식생활을 고 화하고 서구화 시켰으며 이

로 인해 외식산업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왔다. 외

식산업의 발달과 함께 음료 소비도 다양화되어, 

표 인 기호 식품인 커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도 일상 으로 음용되는 음료로 화되었다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Kim HY et al 2011). 커피 소비가 차 증가

함에 따라 커피 수입량도 차 증가하 으며, 커

피산업 한 격히 발 하 다(Shin SY·Chung 

LN 2007, Kim JY·Ahn KM 2010). 과거에는 섭취

하는 커피의 종류가 주로 인스턴트 커피, 커피믹

스, 캔커피 정도로 단순했으나, 차 원두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되면서 커피 문 이 확산

되고 유행하게 되었다(Choi JH·Choi YJ 2010, 

Chung HK et al 2011, Jeon MS·Park OJ 201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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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커피 문 의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

에 걸쳐 포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커피 문 에 

종사하는 근로자 역시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Kim YS 2012). 커피 문  등의 외식업에 근무

하는 서비스직이 늘어남에 따라 야간근무를 포함

한 교 근무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다(Kim YK 

2002, Costa G 2003, Knutsson A 2004, Caruso 

CC·Rosa RR 2007).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이 발달

하고 직종이 다양해지면서 사회  는 업무 특

성상의 이유 때문에 교 작업은 차 증가하는 

추세이다(Caruso CC·Rosa RR 2007).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사회 , 기술 , 경제 인 이유에서 

교 근무가 시행되고, 교 근무를 하게 되면 비

교  은 투자로 보다 효과 으로 인력을 활용

할 수 있다는 등의 장 이 있기 때문이다(Lee 

KJ·Kim JJ 2008).

Kim HY·Hong BY(2009)은 여성들의 직업에 

다른 비 에서 2006년에 서비스  매직이 

30.5% 차지하고 있었다. 서비스업  하나인 커

피 문 의 성장으로 커피 문 에 종사하는 근

로자가 증가하고, 근무 특성에 따른 교 근무 종

사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 다른 외식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에 비해 기업형 랜차이즈 형태의 

커피 문 에는 8시간 이상 상근하는 여성들의 

비 이 차 높아지고 있으나, 커피 문 에 종

사하는 교  근무자들의 식생활과 식사행동, 

는 식품섭취빈도에 따른 선행연구는 무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형 랜차이즈 형태

의 커피 문 에서 주간과 야간으로 8시간 이상 

교  근무를 실시하는 20  여성 근로자와 주간 

근무를 실시하는 20  여성 사무직 여성 근로자

의 식행동과 식품섭취상태를 조사하 다. 식생활

을 비교하여 식생활 련 문제 을 확인하고, 이

들 문제 이 미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 을 

악하고자한다. 이에 교 근무 근로자들에게 발생

될 수 있는 식생활 련 문제 과 개선방향을 고

려한 올바른 식생활과 건강에 련된 양교육의 

기 자료를 얻고자 한다.

본 연구의 상은 업 운 시간이 일 15시간 

이상 기업형 랜차이즈 형태의 커피 문 에 상

근하는 20  여성을 선정하 으므로, 소규모 사

업체로서 운 되어 업 운 시간이 탄력 인 개

인 소유의 커피 문 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

를 일반화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Ⅱ. 이론  배경

교 근무(shift work)란 통 인 정규 근무시

간으로 알려진 오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8시

간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함을 말하는 

것으로, 주 근무시간이 이른 아침, 늦은 오후, 

는 밤일 수 있다(Kim YK 2002, Costa G 2003, 

Knutsson A 2004). 2007년 발간된 유럽노동환경

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a Survery) 보고

서에 다르면, 유럽국가 임 노동자들  교 근

무를 한 비율이 19.8% 다(Agnès PT et al 2007). 

유럽내 국가 간에 교 근무자의 비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 간 경제를 구성하는 

산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례로, 보건복지

부분에서는 약 세명당 한 명, 호텔, 외식산업, 운

송업 등에서는 약 네명당 한 명 꼴로 교 근무를 

하 다(Agnès PT et al 2007). 교 근무를 시행함

으로써 작업의 연속성, 효율성, 경제  이익은 얻

을 수 있으나 근로자들은 자신의 신체  일상생

활의 리듬과는 맞지 않는 시간 에 근무를 함으

로써 이에 따른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Kim YK 

2002, Caruso CC·Rosa RR 2007, Noh DH et al 

2010). 교 근무는 노동자들에게 소화불량, 십

이지장궤양 등 소화기계의 증상을 발생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Caruso CC et al 2004, 

Lee JT et al 2007, Lee KJ·Kim JJ 2008). 교 근무

는 심리 , 형태 , 생리학  기 을 통해 일과 삶 

간의 균형 하, 체 증가와 흡연, 자율신경계 활

성, 염증, 지질, 당 사 변화와 연 되어 심

계 험을 증가시킨다(Puttonen S et al 2010).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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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종류, 성별에 따라 향의 크기가 다

르긴 하지만 장기 으로 정신건강 하(Kim YG 

et al 2002, Bara AC·Arbor S 2009)와 유의한 련

성이 있었다. 그 외에도 스트 스, 사고, 결근율에 

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었다(Chio SK et al 

2003). 자연유산, 조산, 체 출생, 수태율 하 

등과도 련성이 제시되고 있다(Kuntsson T 2003).

외식업에 종사하는 경우, 불규칙 인 출, 퇴근 

시간과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인해 잦은 결식과 

음주, 과식과 외식 등이 반복되어 양의 불균형

을 래한다. 질병발생의 양상은 비만 이환율의 

증가와 심 계, 소화기계 등의 만성 질환이 증

가하면서 건강을 하는 요인  하나로 양

의 불균형 상태가 지 되고 있다(Kim YK 2002, 

Costa G 2003, Chun YH 2004, Knutsson A 2004, 

Lee KJ·Kim JJ 2008, Kim HY·Hong BY 2009, 

Noh DH et al 2010, You HJ 2010). 이에 커피 문

 등의 외식업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의 노동력 

향상과 기업 생산성을 높이기 하여 근로자들의 

건강 리를 한 양 리에 한 필요성이 두

되고 있다.

Ⅲ. 연구 상  방법

1. 연구기간  상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커피 문  종

사자  1일 3조 3교 의 교  근무를 실시하는 

20  여성과 비교  사무직 여성을 선정하여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선정한 ‘교 근무’는 3조 3교 (일일 8시간 근무)

을 하고 출근 시간이 매일 변경되는 형태를, ‘비

교 근무’는 오후 9시경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한 형태를 말한다(Kim YK 2002, Costa G 2003, 

Knutsson A 2004, Caruso CC·Rosa RR 2007). 

연구 상자들은 8시간 이상 상근하고, 4 보험

이 되는 근무자를 상으로 선정하 다. 130명의 

교 근무자와 120명의 비교 근무자에게 설문지

를 배포하여, 교 근무자는 86%인 112부, 비교

근무자는 89%인 107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

문지  불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각각 교

근무자는 100명, 비교 근무자 100명 총 200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 다.

2. 연구방법

문헌조사(Kim YK 2002, Food frequency ques-

tionnaire 2006, Lee JT et al 2007, Kim MS·Koo 

JK 2008, Lee KJ·Kim JJ 2008, Lee SA 2009, Choi 

SY 2010, Yon HJ 2010)를 통해 설문지를 수집하

여 고찰한 후 일반사항, 건강 련사항, 식행동, 그

리고 식품섭취빈도에 한 문항을 정리하여, 서

울에 거주하는 20  여성 20명을 상으로 비

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하 다. 조사 상자

에게 설문지 작성  충분한 설명과 제를 개별

으로 설명 후 스스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 

1) 설문조사

조사 상자의 일반 환경요인에 한 문항은 

연령, 결혼유무, 교육수 , 거주형태, 그리고 경제

 수입, 재직기간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생활습   건강 련요인에 한 문항은 키, 

체 , 최근 1년간의 체 변화, 와 장질환의 유

무, 취침시간, 수면시간, 운동, 그리고 흡연 유무

의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조사 상자의 

신장과 체 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kg/m²)를 산출하 다. 체질량지수

(BMI)는 비만학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침에 따

라 18.5kg/m² 미만을 체 , 18.5～23.0 kg/m² 미

만을 정상체 , 23.0～25.0 kg/m² 미만을 과체 , 

25.0 kg/m²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 다(Kang 

HJ·Byun KW 2010).

식행동에 한 문항은 9개 문항으로 구성하

고, 식품섭취빈도에 한 문항은 2006년 국민건

강 양조사에서 사용한 식품섭취빈도조사표를 

기 로 수정, 보완하여 비조사를 거친 후 사용

하 다. 즉 1개월간의 식품섭취빈도를 8단계(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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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Variables
EG

1)

(N=100)
CG

2)

(N=100)
Total

(N=200)
χ
2

Age(years) Mean±SD 28.3 ±3.8
3)

28.1 ±3.9 13.065

Marital status
Unmarried 97 (97.0) 92 (92.0) 189 (94.5)

2.405
Married 3 (3.0) 8 (8.0) 11 (5.5)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11 (11.0) 9 (9.0) 20 (10.0)

1.237
College graduate ≤ 89 (89.0) 91 (91.0) 180 (90.0)

Type of residence

Home with parents 57 (57.0) 64 (64.0) 121 (60.5)

1.030
Dormitory, boarding or 
relatives' house

5 (5.0) 4 (4.0) 9 (4.5)

Cooking for oneself or 
others

38 (38.0) 32 (32.0) 70 (35.0)

Income
(10,000won/
a month)

      income <120 32 (32.0) 7 (7.0) 39 (19.5)

111.025
**

120≤ income <150 59 (59.0) 11 (11.0) 70 (35.0)

150≤ income <180 7 (7.0) 23 (23.0) 30 (15.0)

180≤ income <210 2 (2.0) 27 (27.0) 29 (14.5)

210≤ income 0 (.0) 32 (32.0) 32 (16.0)

Tenure of office
(years)

    tenure of office <1 41 (41.0) 43 (43.0) 84 (42.0)

39.380
**1≤ tenure of office <2 46 (46.0) 12 (12.0) 58 (29.0)

2≤ tenure of office <3 4 (4.0) 22 (22.0) 26 (13.0)

3≤ tenure of office 9 (9.0) 23 (23.0) 32 (16.0)

1) EG : experimental group(shift work)

2) CG : control group(non-shift work)

3) Mean±SD
**

 p<0.001 : Significantly different by chi-square test

3회, 1일 2회, 1일 1회, 1주에 4-6회, 1주 2-3회, 

1주 1회, 1달에 2-3회, 1달 1회 이하)로 구분하여 

선택하게 하 다. 밥, 김치, 그리고 커피는 5단계

(1일 3회, 1일 2회, 1일 1회, 1주에 4-6회, 1주 2-3

회 이하)로, 면류, 빵류, 시리얼, 육류, 생선류, 난

류, 두류, 채소류, 해조류, 과일류, 우유, 탄산음료, 

그리고 알콜도 5단계(1주에 4-6회 이상, 1주 2-3

회, 1주 1회, 1달에 2-3회, 1달 1회 이하)로 구분하

여 정리하 다. 식품빈도섭취의 평치를 구하여 

유의성을 검증하 고, 식품섭취빈도에 사용한 식

품목록은 50개이며 이들 식품군으로 나 어보면 

곡류 6종, 두류·서류 3종, 육류·난류 5종, 생선류 

5종, 채소류 12종, 해조류 2종, 과실류 9종, 우유·

유제품 2종, 음료·주류 4종, 기타음식 2종이었다. 

2) 통계  자료의 처리  분석방법

SPSS 14.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분석

을 하 다. 교 근무를 실시하는 20  커피 문

 여성과 비교 근무 여성 두 군 간의 연령의 평

균과 표 편차를, 카테고리 변수간은 백분율을 

구하 다. 두 군 간의 유의성 검증은 교차분석

(chi-square test)으로 분석하 으며, 모든 분석 유

의수 은 p<0.005 이하에서 검증하 다.

Ⅳ. 연구결과  고찰

1. 일반환경 요인

일반환경 요인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평

균연령은 실험군 28.3세, 조군 28.1세로 두 군 

간에 연령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11%, 문 졸이상이 89%이었다. 연령, 학력, 그

리고 거주형태가 두 군 간에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나타나 비교 상으로서 하리라 

단된다.

월 평균 수입(p<0.001)과 재직기간(p<0.001)에

서는 실험군이 유의 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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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alth-related behaviors of the subjects
N(%)

Variables
EG

1)

(N=100)
CG

2)

(N=100)
Total

(N=200)
χ
2

Obesity index

Underweight 17 (17.0) 20 (20.0) 37 (18.5)

0.380Normal 78 (78.0) 76 (76.0) 154 (77.0)

Overweight 5 (5.0) 4 (4.0) 9 (4.5)

Weight change
(kg/a year)

Loss 26 (26.0) 8 (8.0) 34 (17.0)

103.875
**

None 18 (18.0) 88 (88.0) 106 (53.0)

Gain 56 (56.0) 4 (4.0) 60 (30.0)

Presence of gastric & 
intestine disease

None 37 (37.0) 76 (76.0) 113 (56.0)

43.889
**

Gastric disease 26 (26.0) 19 (19.0) 45 (22.5)

Intestine disease 13 (13.0) 4 (4.0) 17 (8.5)

Stomath & intestine
 disease

24 (24.0) 0 (.0) 24 (12.0)

Bedtime
(o'clock)

21≤ bedtime <23 2 (2.0) 10 (10.0) 12 (6.0)

22.730
**

23≤ bedtime <01 38 (38.0) 62 (62.0) 100 (50.0)

01≤ 60 (60.0) 28 (28.0) 88 (44.0)

Sleeping hours

≤4 1 (1.0) 1 (.5)

10.812
*

5~7 85 (85.0) 67 (67.0) 152 (76.0)

8≤ 14 (14.0) 33 (33.0) 47 (23.5)

Frequency of exercise
(a week)

Never 76 (76.0) 46 (46.0) 122 (61.0)

19.184
**

1~2 times 20 (20.0) 42 (42.0) 62 (31.0)

3 times ≤ 4 (4.0) 12 (12.0) 16 (8.0)

Smoking

Never 76 (76.0) 96 (96.0) 172 (86.0)

17.526
**

Former 8 (8.0) 0 (.0) 8 (4.0)

Current 16 (16.0) 4 (4.0) 20 (10.0)

1) EG : experimental group(shift work)

2) CG : control group(non-shift work)
*

 p<0.01 
**

 p<0.001 : Significantly different by chi-square test

스직은 직종 자체가 임 을 특징으로 할 뿐 아

니라 서비스 직종 내의 불평등도 한 다른 직종

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Chun YH 2004, Kim 

HY·Hong BY 2009)되었다는 결과와 일치하 다. 

이에 본연구의 결과는 서비스직에 속하는 커피

문  여성종사자의 경제 인 사항을 보여주는 기

자료가 되리라 사료된다.

2. 생활습   건강 련 요인

교 근무를 하는 커피 문  여성의 생활습

과 건강 련 요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비만

도에서 실험군은 체  17%, 정상체  78%, 과

체  5%이었고, 조군은 체 20%, 정상 76%, 

과체  4%로 두 군간 에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러나 최근 1년간 체  변화여부를 묻는 질문에 

해 실험군은 82%가 체 변화가 있고, 조군은 

88%의 체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응답을 하여, 실

험군이 유의 인(p<0.001) 체 변화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You HJ(2010)는 주간 근로자에 비

해 야간 근로자의 라면, 햄버거, 피자의 섭취 빈도

가 높아, 야간 근로자의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간

식 섭취로 인한 체  증가로 이어지고, Puttonen 

S et al(2010)는 교 근무로 인한 수면장애로 식욕

의 하, 길어지는 공복으로 인한 과식 등으로 체

의 증가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들과 부분 으로 

일치하 다.

평소 앓고 있거나 앓았던 질병이 있는지를 묻

는 질문에 해 실험군은  련 질환( 염, 

경련, 하수증, 식도염, 잦은 소화불량 외)을 앓

고 있는 비율 26%, 장 련 질환(장염, 변비, 과민

성 장염, 방 염 외)을 앓고 있는 비율 13%, 그

리고 ·장 련 질환을 부 앓았다는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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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로 나타났고, 조군은 질병이 없다는 비율이 

76%로 나타났다. , 장 련 질환에서 실험군이 

유의 (p<0.001)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 근무

를 하는 실험군이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밤 1시 이후의 취침 시간은 실험

군의 60%, 조군이 28%로 실험군이 유의 인

(p<0.001) 늦게 취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시간 

이하의 수면시간은 실험군 86%, 조군의 67%로 

실험군이 유의 인(p<0.001) 낮은 수면시간을 나

타났다. Lee KJ·Kim JJ(2008)의 교 근무 여성이 

소화기계질환의 증상이 높다는 보고와 일치하

다. 교 근무에서 소화기 기능장해를 일으키는 

기 으로는 장 계 기능에 향을 주는 생리  

리듬의 변화와 면역기능의 변화, 는 교 작업 

동안에 섭취가 용이한 식품형태를 취하게 되는 등

이 원인이 된다고 여겨지고 있다(Caruso CC·Rosa 

RR 2007).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소화에 향을 

주는 교 근무에서 오는 신체리듬의 부조화 상

이 주요한 원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Lee KJ·Kim JJ 2008, Puttonen S et al 2010, You 

HJ 2010, Kim HS et al 2011). 본 연구의 실험군도 

취침시간 늦고, 수면시간이 짧아 교 근무로 인

한 취침시간과 수면시간이 ·장 련 질환에 

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루 30분 이상의 규칙 인 운동 실시에 한 

문항에서는 운동하지 않은 비율이 실험군 76%, 

조군 46%로, 실험군이 유의 인(p<0.001) 낮게 

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에 한 문

항에서는 실험군은 비흡연자가 76%, 과거 흡연경

험이 있고 재는 연 인자 8%, 흡연자 16%로 

나타났고, 조군은 비흡연자가 96%로 실험군이 

더 많이 흡연을 하고 있었다(p<0.001). Noh DH 

et al(2010)의 연구에서 비교 근무자에서 흡연자, 

운동하지 않는 경우가 높게 나왔다는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흡연율이 높은 실험군들에게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향을 알려주는 연상담 

 건강 리를 한 양교육이 필요하리라 사료

된다.

3. 식행동

교 근무를 하는 커피 문  여성의 식행동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식사 섭취시 실험군은 

83%가 혼자 식사를 하고, 조군은 40%가 가족

과 함께, 52%가 친구나 직장동료들과 함께 식사

를 한다고 나타나, 두 군 간의 유의하게(p<0.001) 

차이가 나타났다. 교 근무자의 경우 교 근무조

의 출, 퇴근 시간에 따라 시간 별 식사시간을 개

인 으로 갖기 때문에 주로 혼자 식사를 하는 경

향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Stockman Nk et al 

(2005)의 연구에 의하면 다수가 모여서 식사를 할 

경우 다양한 음식을 충분한 양으로 섭취할 수 있

는 반면, 개인이 따로 식사를 하면 인스턴트식품

을 섭취하거나 제한된 가짓수의 음식으로 불충분

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따라서 혼자 식사를 

하는 것은 식품의 선택과 섭취량에 해서도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 다. 본 연구 결과에서

도 실험군이 혼자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 이는 식

품의 선택과 섭취량에 향을 미치고 추 후 건강

과 연 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규칙 인 식사에서는 실험군의 98%, 조군의 

8%가 불규칙  식사로 나타나, 실험군이 불규칙

인 식사가 유의 (p<0.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Lee SA(2009)는 일반 근무자가 교 근무자보다 

규칙 인 식사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하 으며, 

커피 문  등의 외식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식사시간을 가질 수 없고, 매

장 운  스 에 따라 식사 시간이 불규칙 으

로 정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균형 있는 식사는 실험군의 16%, 조군의 

84%가 균형식을 섭취로, 실험군에서 균형 인 식

사가 유의 으로(p<0.001) 낮게 나타났다. 식사형

태도 실험군은 식사시간에 혼자 식사를 해결하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밥, 국, 반찬이 갖추어진 식당

에서 식사를 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면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장에서 매하는 머핀, 베이

 등의 빵 종류로 식사를 신한다는 응답도 많

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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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etary behaviors of the subjects
N(%)

Variables
EG

1)

(N=100)
CG

2)

(N=100)
Total

(N=200) χ
2

People eating
meals with

Family 7 (7.0) 40 (40.0) 47 (23.5)

113.435
**

Alone 83 (83.0) 8 (8.0) 91 (45.5)

Others 10 (10.0) 52 (52.0) 62 (31.0)

Regularity 
of eating meals

Yes 2 (2.0) 92 (92.0) 94 (47.0)
162.585

**

No 98 (98.0) 8 (8.0) 106 (53.0)

Balanced diet
Yes 16 (16.0) 84 (84.0) 100 (50.0)

103.44
**

No 84 (84.0) 16 (16.0) 100 (50.0)

Meal pattern

Rice 20 (20.0) 96 (96.0) 116 (58.0)

119.155
**

Bread 37 (370.) 0 (.0) 37 (37.0)

Noodles 43 (43.0) 4 (4.0) 47 (23.5)

Overeating

Never 10 (10.0) 30 (30.0) 40 (20.0)

16.936
*1~2 / week 50 (50.0) 50 (50.0) 100 (50.0)

3~5 / week 21 (21.0) 12 (12.0) 33 (16.5)

6-7 / week 19 (19.0) 8 (8.0) 27 (13.5)

Breakfast

Never 47 (47.0) 9 (9.0) 56 (28.0)

71.425
**1~2 / week 32 (32.0) 20 (20.0) 52 (26.0)

3~5 / week 20 (20.0) 26 (26.0) 46 (23.0)

6-7 / week 1 (1.0) 45 (45.0) 46 (23.0)

Late-night snack

Never 4 (4.0) 42 (42.0) 46 (23.0)

87.951
**1~2 / week 42 (42.0) 58 (58.0) 100 (50.0)

3~5 / week 37 (37.0) 0 (0.0) 37 (18.5)

6-7 / week 17 (17.0) 0 (0.0) 17 (8.5)

Kind of late-night 
snack

Fruits, vegatables & juice 2 (2.0) 30 (30.0) 32 (16.0)

54.233
**

Pizza, chicken, jokbal & 
bossam

47 (47.0) 12 (12.0) 59 (29.5)

Hamburger, cake, 
 sandwich & bread

32 (32.0) 10 (10.0) 42 (21.0)

Tteokbokki, sundae 
& fries

15 (15.0) 6 (6.0) 21 (10.5)

Nothing 4 (3.0) 42 (42.0) 46 (23.0)

Reasons for not 
eating

Have no time 54 (54.0) 22 (22.0) 76 (38.0)

81.451
**

For weight control 3 (3.0) 19 (19.0) 22 (11.0)

Poor appetite 20 (20.0) 20 (20.0) 40 (20.0)

Habitual skipping 5 (5.0) 19 (19.0) 24 (12.0)

Alone 10 (10.0) 0 (0.0) 10 (5.0)

Digestion problem 5 (5.0) 16 (16.0) 21 (10.5)

Others 3 (3.0) 4 (0.0) 7 (3.5)

1) EG : experimental group(shift work)

2) CG : control group(non-shift work)
*

 p<0.01 
**

 p<0.001 : Significantly different by chi-square test

주 1회 이상 과식하는 횟수 실험군의 90%, 

조군의 70%로 나타나, 실험군에서 과식의 빈도가 

유의 (p<0.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불규칙

이고, 균형되지 않는 식사를 섭취하는 습 이 

실험군에서 과식횟수를 증가시키는 원인에 향

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아침식사(오  10시 이 에 섭취하는 음식으로 

정의하고, 이 정의를 설문에도 삽입함)의 빈도는 

실험군의 47%, 조군의 9%가 아침결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험군에서 유의 (p<0.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Kim MS·Koo JK(2008)는 아침결

식을 하는 상자가 골 도가 낮았다는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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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므로, 아침결식률이 높은 실험군에서는 골

도에도 심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주 1회 이상 야식(밤 9시 이후 섭취하는 음식으

로 정의하고, 설문에도 이 정의를 삽입함)섭취 빈

도는 실험군의 96%, 조군의 58%로, 실험군에

서 유의 (p<0.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야식의 

종류는 실험군의 47%는 피자, 치킨, 족발, 보  

등의 배달음식을 먹거나 32%는 햄버거, 잌, 샌

드 치, 빵, 과자 등의 베이커리를 야식으로 선택

하고, 조군의 30%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 채소, 주스류를 먹고 있어서 식품의 선택에

서도 유의 (p<0.001) 차이를 보 다. 실험군은 

불규칙한 식사시간으로 인해 퇴근 후 식사를 하

는 경우가 많아 야식섭취비율이 상 으로 높았

고, 불규칙 인 야간근무로 인해 취침시간의 변

동이 잦아 늦은 시간에 잠들고, 늦게 일어나는 수

면생활을 반복하 다. 늦은 야식섭취로 인해 완

한 소화가 되지 않아 아침 식욕이 하되고 취

침시간과 기상시간이 모두 늦어지는 악순환이 반

복됨에 따라 늦잠으로 인한 아침결식, 야간근무

로 인한 빈번한 야식의 섭취로 이어지는 것을 추

정되었다.

식사결식이유로는 실험군은 시간이 없어서 54%, 

식욕이 없어서 20%, 혼자 먹어서 10%, 반면 조

군은 시간이 없어서 22%, 식욕이 없어서 20%, 체

조 과 습 이 되어서 19%의 순으로, 두 군 간

의 유의 인(p<0.001) 차이가 나타났다. 음식 섭

취에 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은  식이환경은 

식사 시 련된 요소들로서 식사분 기, 음식을 

먹기 한 노력, 타인과 함께 하는 식사, 주 의 

산만한 분 기 등이 포함된다(Wansink B 2004). 

타인과 함께 하는 식사, 음식을 먹기 한 노력 

등의 식이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 근무 여

건은 결식을 유도하는 원인이 된다(Lee SA 2009, 

You HJ 2010). 본 연구의 결과는 외식업에 종사

하는 경우, 불규칙 인 출, 퇴근 시간과 열악한 업

무환경으로 인해 잦은 결식과 음주, 과식과 외식 

등이 반복되어 양의 불균형을 래한다는 보고

들(Costa G 2003, Chun YH 2004, Knutsson A 

2004, Lee KJ·Kim JJ 2008, Noh DH et al 2010, 

You HJ 2010)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Kang 

HJ·Byun KW(2010)의 여 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태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식사습

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 생활습 병에 걸리

지 않은 방향으로 식습 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

었다. 이에 교 근무를 하는 20  커피 문  여

성근로자의 식생활은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높고, 

불규 인 시간의 식사, 과식, 편 된 식품의 선택, 

그리고 결식 등의 경향을 보여 건강 리를 해 

한 양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식습 의 개선

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4. 식품섭취빈도

교 근무를 하는 커피 문  여성의 식품섭취

빈도 결과는 <Table 4, 5,> 그리고 <Table 6>과 

같다.

밥류는 하루 2회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실험군

은 11%, 조군은 43%로 실험군에서 유의

(p<0.001)으로 낮게 나타났다. 면류는 주 1회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실험군은 64%, 조군은 54%로 

실험군에서 유의 (p<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면류 종류  라면이 가장 많이 섭취하 으며, 자

장면, 우동, 냉면, 메 국수 등은 섭취비율이 낮았

다. 빵류는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실험군

은 76%, 조군은 57%로 실험군에서 유의

(p<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3>에서 밥, 

국, 반찬이 갖추어진 식사형태의 섭취비율이 낮

았던 실험군은 본인이 근무하는 커피 문 에서 

베이커리 제품을 쉽게 할 수 있어 그만큼 섭취 

빈도 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리얼은 주 1

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실험군은 34%, 조군

은 15%로 실험군에서 유의 (p<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험군에서 밥류보다 면류, 빵류, 시리

얼의 섭취비율이 높은 것은 주어진 식사시간에 

식사보다는 본인의 업무, 수면 보충, 휴식을 취하

려는 실험군의 성향이 반  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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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equency of consuming cereals, meat, fish & eggs
N(%)

Food Frequency
EG

1)

(N=100)
CG

2)

(N=100)
Total

(N=200)
χ
2

Rice

3 times ≤ / day 0 (.0) 23 (23.0) 23 (11.5)

41.940
**

2 time    / day 11 (11.0) 20 (20.0) 31 (15.5)

Once      / day 45 (45.0) 38 (38.0) 83 (41.5)

4~6 times  / week 11 (11.0) 11 (11.0) 22 (11.0)

 ≤ 2~3 times  / week 33 (33.0) 8 (8.0) 41 (20.5)

Noodle

4~6 times ≤  / week 15 (15.0) 4 (4.0) 19 (9.5)

17.453
*

2~3 times  / week 23 (23.0) 20 (20.0) 43 (21.5)

Once       / week 26 (26.0) 30 (30.0) 56 (28.0)

2~3 times  / month 16 (16.0) 35 (35.0) 51 (25.5)

≤ Once     / month 20 (20.0) 11 (11.0) 31 (15.5)

Bread

4~6 times ≤  / week 28 (28.0) 4 (4.0) 32 (16.0)

28.056
**

2~3 times  / week 29 (29.0) 35 (35.0) 64 (32.0)

Once       / week 19 (19.0) 18 (18.0) 37 (18.5)

2~3 times  / month 11 (11.0) 23 (23.0) 34 (17.0)

≤ Once     / month 13 (13.0) 20 (20.0) 33 (16.5)

Cereal 

4~6 times  ≤ / week 8 (8.0) 8 (0.0) 16 (8.0)

25.813
**

2~3 times  / week 9 (9.0) 7 (7.0) 16 (8.0)

Once       / week 17 (17.0) 0 (0.0) 17 (8.5)

2~3 times  / month 15 (15.0) 25 (25.0) 40 (20.0)

≤ Once     / month 51 (51.0) 60 (60.0) 111 (55.5)

Meat

4~6 times  ≤ / week 61 (61.0) 91 (91.0) 152 (76.0)

22.494
**

2~3 times  / week 30 (30.0) 6 (6.0) 36 (18.0)

Once       / week 9 (9.0) 3 (3.0) 12 (6.0)

Fish

4~6 times ≤  / week 7 (7.0) 20 (20.0) 27 (13.5)

64.815
**

2~3 times  / week 18 (18.0) 68 (68.0) 86 (43.0)

Once       / week 35 (35.0) 11 (11.0) 46 (23.0)

2~3 times  / month 30 (30.0) 1 (1.0) 31 (15.5)

≤ Once     / month 10 (10.0) 0 (0.0) 10 (5.0)

Egg

4~6 times  ≤ / week 23 (23.0) 20 (20.0) 43 (21.5)

19.134
**

2~3 times  / week 30 (30.0) 45 (45.0) 75 (37.5)

Once       / week 17 (17.0) 23 (23.0) 40 (20.0)

2~3 times  / month 17 (17.0) 12 (12.0) 29 (14.5)

≤ Once     / month 13 (13.0) 0 (0.0) 13 (6.5)

1) EG : experimental group(shift work)

2) CG : control group(non-shift work)
*

 p<0.01 
**

 p<0.001 : Significantly different by chi-square test

육류는 하루 4∼6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실

험군은 61%, 조군은 91%로 실험군에서 유의

(p<0.001)으로 낮게 나타났다. 종류별 섭취방법을 

살펴보면 체 상자들은 쇠고기는 주로 국, 

개 등의 부재료, 돼지고기는 삼겹살, 그리고 닭고

기는 튀김을 주로 섭취하고 있었다. 실험군은 조

군에 비해 종류와 방법이 한정되어 있었다. 생선은 

주 2∼3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실험군은 21%, 

조군은 88%로 실험군에서 유의 (p<0.001)으로 

낮게 나타났다. 난류는 주 2∼3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실험군은 53%, 조군은 65%로 실험군에

서 유의 (p<0.001)으로 낮게 나타났다. 두류는 

주 2∼3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실험군은 26%, 

조군은 39%로 실험군에서 유의 (p<0.001)으

로 낮게 나타났다. 단백질의 주 성분인 육류, 생

선, 난류, 그리고 두류의 모든 군에서 실험군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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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requency of consuming beans, vegetables, seaweed, fruit & milk
N(%)

Food Frequency
EG

1)

(N=100)
CG

2)

(N=100)
Total

(N=200) χ
2

Bean

4~6 times ≤  / week 10 (10.0) 14 (14.0) 24 (12.0)

34.305
**

2~3 times  / week 16 (16.0) 25 (25.0) 41 (20.5)

Once       / week 13 (13.0) 23 (23.0) 36 (18.0)

2~3 times  / month 23 (23.0) 32 (32.0) 55 (27.5)

≤ Once     / month 38 (38.0) 6 (6.0) 44 (22.0)

Kimchi 

3 times ≤ / day 1 (1.0) 15 (15.0) 16 (8.0)

55.069
**

2 time    / day 12 (12.0) 39 (39.0) 51 (25.5)

Once      / day 30 (30.0) 23 (23.0) 53 (26.5)

4~6 times  / week 17 (17.0) 0 (.0) 17 (8.5)

≤ 2~3 times  / week 40 (40.0) 23 (23.0) 63 (31.5)

Vegetable

4~6 times  ≤ / week 12 (12.0) 27 (27.0) 39 (19.5)

38.069
**

2~3 times  / week 18 (18.0) 55 (55.0) 73 (36.5)

Once       / week 35 (35.0) 11 (11.0) 46 (23.0)

2~3 times  / month 25 (25.0) 4 (4.0) 29 (14.5)

≤ Once     / month 10 (10.0) 3 (3.0) 13 (6.5)

Seaweed 

4~6 times  ≤ / week 21 (21.0) 10 (10.0) 31 (15.5)

31.388
**

2~3 times  / week 18 (18.0) 16 (16.0) 34 (17.0)

Once       / week 11 (11.0) 30 (30.0) 41 (21.0)

2~3 times  / month 29 (29.0) 42 (42.0) 71 (35.5)

≤ Once     / month 21 (21.0) 2 (2.0) 23 (11.5)

Fruit

4~6 times ≤  / week 20 (20.0) 37 (37.0) 57 (28.5)

27.793
**

2~3 times  / week 22 (22.0) 31 (31.0) 53 (26.5)

Once       / week 13 (13.0) 20 (20.0) 33 (16.0)

2~3 times  / month 19 (19.0) 11 (11.0) 30 (15.0)

≤ Once     / month 26 (26.0) 1 (1.0) 27 (13.5)

Milk

4~6 times  ≤ / week 48 (48.0) 20 (20.0) 68 (34.0)

40.342
**

2~3 times  / week 20 (20.0) 24 (24.0) 44 (22.0)

Once       / week 13 (13.0) 19 (19.0) 32 (16.0)

2~3 times  / month 17 (17.0) 35 (35.0) 52 (26.0)

≤ Once     / month 2 (2.0) 2 (2.0) 4 (2.0)

1) EG : experimental group(shift work)

2) CG : control group(non-shift work)
*

 p<0.01 
**

 p<0.001 : Significantly different by chi-square test

의 으로 낮게 나타났다.

김치는 하루 1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실험군

은 43%, 조군은 70%로 실험군에서 유의

(p<0.001)으로 낮게 나타났다. 채소군은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실험군은 30%, 조군은 

82%로 실험군에서 유의 (p<0.001)으로 낮게 나

타났다. 김치류와 채소류의 섭취비율이 낮다는 

것은 <Table 3>에서 균형식 섭취비율이 낮고, 밥, 

국, 반찬이 갖추어진 식사 비율이 낮은 상의 결

과로 볼 수 있었다. 해조류는 주 2회 이상 섭취하

는 비율이 실험군은 39%, 조군은 26%로 실험

군에서 유의 (p<0.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마른 김이 밥과 함께 간편식으로 용할 수 있는 

반찬이 될 수 있어 실험군의 섭취빈도가 빈번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일류는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실험군은 42%, 조군은 68%로 실험군에

서 유의 (p<0.001)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Table 3>의 불규칙한 식사시간과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는 비율이 높은 실험군의 특징에 따라 과

일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은 것으로 해석

된다.

우유는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실험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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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requency of consuming beverages
N(%)

Beverages Frequency
EG

1)

(N=100)
CG

2)

(N=100)
Total

(N=200) χ
2

Coffee 

3 times ≤ / day 10 (10.0) 0 (.0) 10 (5.0)

84.294
**

2 time    / day 30 (30.0) 3 (3.0) 33 (16.5)

Once      / day 32 (32.0) 27 (27.0) 59 (29.5)

4~6 times  / week 20 (20.0) 8 (8.0) 28 (14.0)

≤ 2~3 times  / week 9 (9.0) 62 (62.0) 71 (35.5)

Carbonated

4~6 times ≤  / week 17 (17.0) 11 (11.0) 28 (14.0)

10.221

2~3 times  / week 21 (21.0) 11 (11.0) 32 (16.0)

Once       / week 11 (11.0) 15 (15.0) 26 (13.0)

2~3 times  / month 19 (19.0) 35 (35.0) 54 (27.0)

≤ Once     / month 32 (32.0) 28 (28.0) 60 (30.0)

Alcohol

4~6 times  ≤ / week 8 (8.0) 2 (2.0) 10 (5.0)

26.794
**

2~3 times  / week 15 (15.0) 15 (15.0) 30 (15.0)

Once       / week 16 (16.0) 22 (22.0) 38 (19.0)

2~3 times  / month 20 (20.0) 31 (31.0) 51 (25.5)

≤ Once     / month 41 (41.0) 30 (30.0) 71 (35.5)

1) EG : experimental group(shift work)

2) CG : control group(non-shift work)
**

 p<0.001 : Significantly different by chi-square test

68%, 조군은 44%로 실험군에서 유의

(p<0.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매하는 음

료의 50%이상이 우유를 포함하는 커피 문 의 

특성상 매장에 우유가 항시 비치되어 있고, 우유

를 포함하는 음료 한 자주 먹을 수 있기 때문으

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커피는 하루 1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실험군

은 72%, 조군은 30%로 실험군에서 유의

(p<0.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커피 문

의 특성상 커피를 마실 기회가 많으며, 교 근무

로 육체 인 피로도가 높아 커피에 의존하는 경

향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한 커피의 품질을 

확인하기 해 시음을 통한 품질 리가 잦은 업

무  특성에 따라 잦은 커피 섭취는 필연 인 것

으로 사료된. 콜라와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는 

두 군간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탄산

음료의 경우는 생활패턴에 따른 향보다는 개인

의 취향에 따른 섭취가 빈도에 향을 주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된다. 맥주와 소주는 두 조군의 

섭취 빈도 양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

나 하루 1회와 주 4∼6회와 같은 잦은 섭취 빈도

의 비율은 실험군이 유의 (p<0.001)으로 높았다. 

교 근무자들의 카페인과 알콜로 인한 수분 손실 

 양소 흡수율 해로 인한 양결핍이 우려

되며 이에 따른 양 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You HJ(2010)는 주·야간근로자에서 식품별 

섭취 빈도 조사 결과 곡류군 두류와 서류, 어육류

군, 채소류, 과일류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탄산음료와 커피, 그리고 알콜은 섭취비율이 야

간근무자가 높게나왔다. 본 연구결과와 커피와 

알콜은 비슷하게 높게 섭취하고 있었으나, 그 외 

식품섭취량은 차이를 보 다. 실험군에서 조군

에 비해 밥류, 고기류, 생선류, 두류, 채소류, 그리

고 과일류의 섭취는 낮게 나왔고, 면류, 빵류, 시

리얼, 해조류, 우유, 커피, 그리고 알콜의 섭취는 

높게 나타나, 실험군에서 단백질과 비타민의 부

족을 추정할 수 있었다. Choi HM et al(2011)은 

단백질, 수용성 비타민(엽산, 리보 라빈, 나이아

신, 비오틴, 비타민C 외), 불포화지방산, 무기질

(철분, 아연, 요오드 외)이 부족에 따른 결핍증과 

항력 약화는 각종 질환의 험에 노출될 우려

가 있고, 양상 불균형과 잦은 가공식품 섭취는 

생활습 병의 유발 험성이 더 크다고 하 다.

이에 교 근무를 하는 20  커피 문  여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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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건강한 식사를 증가시키기 해서는 모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물의 6  양소의 균형잡힌 식생활의 리에 

한 양교육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Ⅴ. 요약  결론

본 연구는 테이크아웃 형태의 커피 문 에 주

간과 야간으로 교  근무를 실시하는 20  여성 

근로자 100명과 주간 근무를 실시하는 20  여성 

사무직 여성 근로자 100명의 식행동과 식품섭취

상태를 비교하 다. 이를 통해 교 근무를 실시

하는 20  커피 문  여성 근로자들의 식생활 

특이성을 악하여 올바른 식생활과 식품섭취방

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일반환경 요인은 실험군의 평균 연령은 28.3세, 

조군의 평균연령은 28.1세 다. 학력은 고졸 

11%, 문 졸이상이 89%이었다. 연령, 학력, 그

리고 거주형태가 두 군 간에 비슷하게 특성을 가

진 집단으로 나타나 비교 상으로서 하리라 

단된다. 월 평균 수입(p<0.001)과 재직기간

(p<0.001)에서는 실험군이 유의 으로 낮게 나타

났다.

생활습   건강 련 요인은 비만도는 두 군

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실험군에서는 최근 1

년간 82%가 체 변화가 있어 유의 인(p<0.001) 

차이가 나타났다. ·장 련 질환비율 실험군은 

1개 이상이 63%, 조군은 24%로 실험군에서 유

의 (p<0.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침 시간은 

실험군의 60%가 밤 1시 이후에, 조군의 62%가 

밤 11시에서 1시 사이로 나타나, 심험군이 유의

(p<0.001)으로 늦게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

인운동은 실험군은 24%, 조군은 54%로 실험

군에서 유의 (p<0.001)으로 낮게 운동을 하고 있

었다. 흡연자는 실험군 16%, 조군 4%로 실험군

에서 유의 (p<0.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식행동에서 식사동반자 부분에서 혼자 먹는 비

율이 실험군은 80%, 조군은 8%로, 실험군에서 

유의 인(p<0.001) 높게 타났다. 규칙 인 식사에

서는 규칙  식사 비율은 실험군 2%, 조군의 

92%로 실험군에서 유의 (p<0.001)으로 낮게 나

타났다. 균형식 섭취비율은 실험군의 16%, 조

군의 84%로 실험군에서 유의 (p<0.001)으로 낮

게 나타났다. 식사형태는 실험군은 조군에 비

해 밥류 섭취가 낮고, 면류 섭취 높게 나타났다

(p<0.001). 주 1회 이상 과식하는 횟수 실험군의 

90%, 조군의 70%로 실험군에서 과식의 빈도가 

유의 (p<0.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침식사 빈

도는 실험군의 47%, 조군의 9%가 아침결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험군에서 유의 (p<0.001)

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침식사의 결식이유로는 

실험군은 시간이 없어서 54%, 식욕이 없어서 

20%, 혼자 먹어서 10%, 반면 조군은 시간이 없

어서 22%, 식욕이 없어서 20%, 체 조 과 습

이 되어서 19%의 순으로, 두 군 간의 유의 인

(p<0.001) 차이가 나타났다. 주 1회 이상 야식섭

취 빈도는 실험군의 96%, 조군의 58%로, 실험

군에서 유의 (p<0.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야식

의 종류는 실험군의 47%는 피자, 치킨, 족발, 보

 등의 배달음식을 먹거나 32%는 햄버거, 익, 

샌드 치, 빵, 과자 등의 베이커리를 섭취하는 반

면 조군의 30%는 과일, 채소, 주스류를 섭취하

고 있어, 식품의 선택에서도 유의 (p<0.001) 차

이를 보 다.

식품섭취빈도는 탄수화물의 주 공 원인 밥류

는 실험군에서 유의 (p<0.001)으로 낮게, 면류와 

빵류, 그리고 시리얼 각각에서 실험군이 유의

(p<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백질의 주 공 원

인 육류, 생선, 난류, 그리고 두류의 모두에서 실

험군이 유의 (p<0.001)으로 낮게 나타났다. 비타

민과 무기질의 공 원인 김치, 채소류, 과일류는 

각각 실험군에서 유의 (p<0.001)으로 낮게, 해조

류는 실험군에서 유의 (p<0.001)으로 높게 나타

났다. 우유와 커피는 실험군에서 유의 (p<0.001)

으로 높게 섭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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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교 근무를 실시하는 커피 문

의 20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식생활을 조사

하 으며 그 결과 조군이었던 일반 사무직 여

성근로자에 비해 불규칙한 식사, 결식, 야식, 과식

이 빈번하 다. 한 간편식으로 식사를 해결하

는 경우가 많아 양불균형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교 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근무형태가 자칫 건

강을 해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결식과 과식을 의식 으로 억제하고 매 

끼니마다 밥, 국, 반찬이 다양하게 구성된 식품을 

섭취하고자 한다면 건강을 해치는 결과는 발생하

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리자 역시 규칙 인 생

활습 과 식사의 요성을 자주 일깨워주고, 근

로자에게 식사를 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

여 근로자의 식생활을 함께 리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는 곧 근로의욕을 상승시켜 고객만족을 유

도하고, 기업 운 에도 정 인 효과를 미칠 것

으로 기 되기에 근로자와 리자 양측이 식생활

에 한 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여성종사자의 건강보호를 해서는 사업장 내

에서 근무형태에 따른 건강 리에 향을  수 

있는 방 책과 양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균형

있고 규칙 인 식생활 리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향 후 이

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

료된다.

한  록

본 연구는 테이크아웃 형태의 커피 문 에 주

간과 야간으로 교  근무를 실시하는 20  여성 

근로자 100명과 주간 근무를 실시하는 20  여성 

사무직 여성 근로자 100명의 식행동과 식품섭취

상태를 비교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환경 요인은 월 평균 수입

(p<0.001)과 재직기간(p<0.001)에서는 실험군이 

유의 으로 낮게 나타났다. 생활습   건강

련 요인은 실험군에서 최근 1년간 체 변화

(p<0.001)과 ·장 련 질환이 유의 (p<0.001)

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험군에서 취침시간

(p<0.001)은 늦게 자고, 수면시간(p<0.001)도 짧

게 나타났다. 실험군은 규칙 인운동(p<0.001)은 

낮고, 흡연(p<0.001)은 높게 나타났다. 식행동에

서 식사동반자 부분에서 혼자 먹는 비율

(p<0.001), 과식빈도(p<0.001), 아침결식빈, 도

(p<0.001), 그리고 야식의 빈도(p<0.001)는 높게 

나타났고, 규칙 인 식사(p<0.001)와 균형식의 비

율은(p<0.001) 낮게 나타났다. 식품섭취빈도는 실

험군에서 밥류(p<0.001), 육류(p<0.001), 생선

(p<0.001), 난류(p<0.001), 두류(p<0.001), 김치

(p<0.001), 채소류(p<0.001), 과일류(p<0.001)의 

섭취빈도가 낮게 나타났고, 면류(p<0.001)와 빵류

(p<0.001), 시리얼(p<0.01), 해조류(p<0.001), 우유

(p<0.001)와 커피(p<0.001), 그리고 알콜(p<0.001)

은 높게 섭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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