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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생의 생활습관을 파악하고 체성분 및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

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건강에 관심이 있어 건강관련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

한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ANOVA 와 Pearson's

correlationcoefficients를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연구결과 참여자의 평균나이는 22.07세로 20∼25세가 85.0%

이었고 생활습관과 체성분 분석 결과 운동,흡연,음주,체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또한 참여자의 생

활습관과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생활습관,체성분,

삶의 질을 비교하여 대학생의 생활습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

주제어 : 생활습관,체성분,삶의 질,전문대학생,건강상태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suggesting baseline data that promote college student's health 

by analyzing relationship between life style and body composition, life quality.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60 college students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campaign. Their average age was 22.07 years old 

and 85.0% of participant was age 20 to 25.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Win 19.0 program,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Results: Our analysis showed that body composition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ife style such as exercise, smoking, drinking and Weight. There was relationship 

between life style and life quality including private satisfaction. Conclusion: Finding of this study provide a 

reference to improve life quality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 Life style, Body composition, Quality of life, College student, Health stat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학생시기는일생을통해볼때미래성인기의 비

과정으로 인격의 성숙과 직업선택을 한 비를 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습 의 기반을 확립하여 건강 잠재력을

키우는 시기이다. 학생은 이러한 역할 수행을 통하여

바람직한방향의사회성과자아존 감이확립된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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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리나라 학생들은다른연령 보다주 안녕감

이나삶의만족수 이높지않다[1].이는 학생시기가

취업,진로,학업 비등으로부담이크며진로와 련하

여 기치못한많은변수가개인의삶에많은 향을끼

칠 수 있기 때문이고, 학 입시를 목표로 매진하는 ·

고등학생 시기나 어느 정도 진로와 취업이 결정되어 안

정된삶을 하는청·장년기와비교해볼때불안정하

고 결정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2].

성인 기인 학생 시기의 생활습 은 성인 이후의

평생건강에 향을미치고건강한삶의기반이되며삶

의 질을 좌우할 만큼 요하다. 학생의 생활습 을 살

펴보면Kim[3]연구에서흡연,음주,식사상태등이수면

의 질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흡연은 스트

스를유발시키는 요한요인으로조사되었다[4].여

생을 상으로생활습 이심폐기능과체력에미치는요

인을분석한연구에서생활습 은심폐기능과건강체력

에모두 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5].Park[6]의성인

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생활습 과 삶의 질에

계가 있음을 제시하며, 생애를 통해 건강 삶의

질에많은 향을미치는생활습 을 정 으로함양시

키기 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변

화가 필요하고 생활습 의 변화와 신체 ,심리 상태

건강 련삶의질을확인해볼필요가있음을주장하

다.삶의 질이란 삶의 객 요소들을 느끼는 개인의

인지 ,감정 수 과 련된주 만족감,안녕감,행

복감을 의미하며,사회 반의 보편 가치를 인정한 사

회규범 인높은삶의경험을뜻한다[7].그러나 학생

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은 매우 많아

어느 하나를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다[8].Hyun[9]은

문 학생을 상으로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에서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걱정,

우울,외로움,수면불편 등을 경험하며 이는 문 학생

이 학교생활의 응문제,취업문제,성 문제,이성교제,

등록 문제 등으로 심한 정신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

이라고 보고하여 삶의 질 향상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상된다고 하 다.

학생의 삶의 질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트

스[10],신체활동량과건강상태[11],건강행동[9],생활수

[12],성취[8],애착[13],생활스트 스[14],내외통제성

과 우연에 한 지각[2],생활습 과 우울[6]등이 삶의

질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듯 생활습 과

삶의 질 선행연구는 많으나,생활습 을 체성분인 단백

질,무기질,체지방,골격근량,내장지방량과비교하여어

떠한체성분이생활습 과 련이있는지를비교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캠페인을 통하여 학생들의 생활

습 과 삶의 질을 조사하고 체성분 분석으로 단백질,무

기질,체지방,골격근량,내장지방을 측정하여 생활습

과비교하고,그 계를 악하므로 학생의삶의질향

상에 기여하며 학생의 건강증진에 기 인 보건자료

로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 학생의 생활습 과 삶의 질을 악한다.

둘째, 문 학생의 생활습 에 따른 체성분 결과를

비교한다.

셋째,생활습 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한다.

넷째, 문 학생의생활습 과삶의질의상 계를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문 학생의 생활습 과 체성분,삶의 질

의 계를 악하기 한 서술 상 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참여자는 문 학교에 재학 인 학생

에건강에 심이있어2013년9월26일∼9월27일시행한

건강 련 캠페인에 자발 으로 참여한 상자는 89명이

었고이 29명은체성분분석을원하지않아서시행하

지않았다. 정표본크기는G-power3.1.9program을이

용하여 산출하 다.상 계 양측 검증에서 유의수

0.05,효과크기0.36,검정력0.80을유지하기 한 상자

가 58명이며 자료 분석은 60명을 시행하 다.모든 참여

자는생활습 삶의질에 한자가보고형식의설문

지를 자발 으로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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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용어의 정의 및 연구 도구

2.3.1 생활습관

생활습 은일상생활에서반복되는건강과 련된것

으로 식습 ,운동,음주와 흡연,수면과 휴식,스트 스

리 등을 의미하며,건강을 지키기 한 생활습 인

Alameda7에 근거하여 음주,운동,흡연,식사 4개 하부

역으로 생활습 을 조사하기 하여 선행논문

Kim[15],Lee[16],Park[17]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

구의 목 과 맞게 구성하 다.4개의 생활습 역 수

의합은각 역별최하1 에서최고5 으로4 ∼20

을 가지며 수가 높을수록 생활습 이 좋은 것을 의미

한다.

2.3.2 체성분

체수분,단백질,체지방,무기질등이인체의주요성분

으로 건강의 기 가 되는 것을 말하며[18],본 연구에서

는Inbody720을사용하여,단백질,무기질,체지방,골격

근량,내장지방 등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단백질의

표 범 는 7.7∼9.5/Kg,무기질의 표 범 는 2.66∼

3.26/Kg,체지방의 표 범 는 11.3∼18.1/Kg,골격근량

의표 범 는21.5∼26.2/Kg,내장지방은복부지방의단

면 을 보여 주는 것으로 내장지방의 증가는 비만과 신

체노화를 의미하며 50∼80이 정상이고 100이상인 경우

심각한비만을의미한다.Inbody720은인체내로 기신

호를 보내 그 흐름으로 체성분을 분석하므로 정확한 측

정을 하여 참여자의 몸에 부착된 속을 제거하고,맨

발로 정확한 자세를 유지시킨 후 측정하 다.

2.3.3 삶의 질

삶의 질은 자신의 삶에 한 객 인 정도뿐만 아니

라,만족감,안정감,행복감등의주 평가의식을규정

하는 복합 인 요인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Campbell(1981)의삶의질척도(IndexofWell-Being)를

Lee[19]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여 주 인 삶의 만족도

와 주 삶의 질을 측정하 다.자신의 생활에 주

인 삶의 만족도는 단일 문항을 11단계로 나 어 1단계

0%로 시작하여 각 단계별로 10%씩 증가하여 11단계

100%로 이루어져 수가 높을수록 주 인 삶의 만족

도가높은것을의미한다.주 인삶의질은지난한달

동안의 느낌을 8문항으로 조사하 고,각 문항은 1 ∼7

의범 로주 인삶의질에합계는8 ∼56 의범

를가진다. 수가높을수록주 삶의질이좋은것

을의미하고,본연구에서의신뢰도는Cronbach'sα=0.94

이었다.

2.3.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

통계 처리하 다.참여자의 일반 특성,생활습 과 삶

의 질은 기술통계로 분석하 다.생활습 과 체성분

삶의질간의차이는t-test와ANOVA로유의성을검증

하 고,사후군 간의 비교를 해 Scheffe'stest를 이용

하 다.생활습 과 삶의 질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coefficient를 이용하 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60명으로 연령분포는 최소 19

세에서 최 34세 이었다.평균나이는 22.07세로 20∼25

세가 51명(85.0%)으로 부분을 차지하 다.참여자 가

운데 여자는 48명(80.0%)으로 평균 체 은 52.83Kg이고

평균 신장은 161.02Cm이었다.남자는 12명(20.0%)으로

평균 체 은 66.59Kg,평균 신장은 174.75Cm이었다.참

여자의 동거상태는 47명(78.3%)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

었으며,그 외 13명(21.7%)은 기숙사,자취,친척과 동거

등으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Table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60

Variables Category
n(%)or

Mean±SD

Gender
Male 12(20.0)

Female 48(80.0)

Age

＜20 3(5.0)

20∼25 51(85.0)

＞25 6(10.0)

Living

arrangement

Livingwithfamily 47(78.3)

Livingalone 13(21.7)

Stature
Male 174.75±6.28

Female 161.02±6.00

Weight
Male 66.59±9.76

Female 52.8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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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참여자의 생활습관과 삶의 질

체참여자의생활습 을살펴보면식사상태는28명

(46.7%)이 ‘규칙 ’이거나 ‘매우 규칙 ’이었고,5

Likert척도로볼때평균은2.62로식사의규칙성은 간

이상에 해당된다.운동 규칙성에 한 응답은 ‘간’과

‘불규칙 ’이 각각 17명(28.3%)으로 많았고,참여자의

14%만이 운동을 ‘매우 규칙 ’이거나 ‘규칙 ’으로 하고

있어 많은 참여자들이 운동을 규칙 으로 하고 있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흡연은 12명(20.0%)이 흡연자로 이

남자는6.7%,여자는13.3%가흡연을하 다.음주율

은46.7%로이 남자는15.0%,여자는31.7%가음주를

하 다.생활습 역의 수의 합은 20 만 에 평균

이13.08±3.69 으로나타났다.주 삶의질은56 만

에평균은39.30±9.26 이었고삶의만족도는100 만

에 평균 72.67±15.23 이었다<Table2>.

<Table 2> Descriptive ststistics life style and 

life quality                        N=60

Variables Classification n(%) Mean±SD

Life

style

Dietstate

veryregular 15(25.0)

2.62±1.24

regular 13(21.7)

moderate 15(25.0)

Irregular 14(23.3)

Veryirregular 3(5.0)

Exercise

state

Veryregular 3(5.0)

3.40±1.15

Regular 11(18.3)

Moderate 17(28.3)

Irregular 17(28.3)

Veryirregular 12(20.0)

Smoking

Yes
Male 4(6.7)

4.20±1.61
Female 8(13.3)

No
Male 8(13.3)

Female 40(66.7)

Drinking

Yes
Male 9(15.0)

3.13±2.01
Female 19(31.7)

No
Male 3(5.0)

Female 29(45.0)

Variables Min Max Mean±SD

Life

style

Lifestyle

sum
5 20 13.08±3.69

Life

quali

ty

Subjective

qualityof

life

23 56 39.30±9.26

Life

satisfaction
40 100 72.67±15.23

3.3 참여자의 생활습관과 체성분 비교

생활습 에따른체성분비교결과,운동에따른체성

분은단백질(F=4.31,p=.004)과골격근량(F=4.35,p=.004)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사후검정결과

운동을하는참여자가운동을하지않는참여자보다단

백질과 골격근량의 수치가 높았다.

흡연에 따른 체성분은 체지방(t=2.07,p=.043)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흡연을 하는 참여자가

체지방의 수치가 높았다.음주에 따른 체성분은 단백질

(t=3.65,p=.001)과 골격근량(t=3.62,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음주를 하는 참여자가 단백

질과골격근량의수치가높았다.참여자의식사상태에서

는 식사의 규칙성을 조사하 으며 그 결과 체성분 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 에 따른 체성분은 우리나라 국민건강 양조사의

비만분류기 에따라신장과체 으로BMI를계산하여

18.5이하일때 체 ,정상은18.5∼24.9,과체 은25∼

29로 구분하여 분석하 으며 단백질(F=3.53,p=.036)과

골격근량(F=3.51,p=.036)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사후검정결과단백질과골격근량은과체 이

체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체 에 따라 체

지방(F=16.92,p＜.001)과 내장지방(F=15.26,p＜.001)도

통계 으로유의한차이가있으며,사후검정결과체지방

과 내장지방은 과체 이 정상체 과 체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3>.

3.4 참여자의 생활습관에 따른 삶의 질 차이

참여자의운동상태,식사상태,흡연,음주에따른삶의

질차이는비교하여본결과,주 삶의질은운동상태

(F=3.16,p=.021)와 식사상태(F=3.57,p=.012)에 따라 통

계 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으며사후검정결과규칙

인 식사습 을 갖은 상자는 매우 불규칙 인 습 을

갖고 있는 상자보다 주 인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

게나타났다.흡연과음주는주 삶의질과삶의만족

도에서통계 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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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life style and body composition

N=60

Vari

ables
Category

Protein Mineral Bodyfat
Skeletalmuscle

amount
Visceralfat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Exer

cise

Very

regular
7.17±0.06

4.31*

(.004)
b〉d,e

2.63±0.10

0.58

(.680)

15.60±7.37

1.16

(.338)

19.57±0.06

4.35*

(.004)
b〉d,e

63.70±35.43

1.03

(.400)

Regular
b

9.98±2.32 3.49±0.75 14.15±6.02 28.13±7.00 64.04±26.74

Moderatec 8.18±1.26 2.74±1.14 15.11±5.75 22.66±3.78 64.82±23.59

Irregulard 7.44±1.51 3.23±1.83 12.72±4.55 20.40±4.58 50.72±25.30

Very

irregulare
7.64±2.11 3.38±2.26 11.28±4.56 21.03±6.38 53.07±19.78

Smo

king

Yes 8.74±1.44 1.22

(.229)

3.17±0.32 0.08

(.938)

16.29±7.10 2.07
*

(.043)

24.37±4.34 1.23

(.226)

68.21±30.03 1.59

(.118)No 7.99±2.00 3.13±1.73 12.82±4.66 22.09±6.05 55.79±22.69

Drin

king

3.65**

(.001)

0.47

(.643)

1.05

(.298)

3.62**

(.001)

-0.024

(.981)

Yes 9.04±2.01 3.24±0.60 14.30±5.93 25.23±6.11 58.19±27.44

No 7.36±1.44 3.05±2.06 12.83±4.78 20.19±4.37 58.35±22.18

Diet

Very

regular
7.14±1.47

1.74

(.155)

2.82±2.75

0.73

(.577)

12.05±5.43

2.30

(.070)

19.49±4.48

1.74

(.155)

57.70±23.41

1.78

(.147)

Regular 8.45±2.37 3.02±0.72 14.11±4.42 23.46±7.17 59.32±24.74

Moderate 7.71±0.65 2.90±0.23 16.54±5.55 21.23±1.95 70.44±23.94

Irregular 8.74±2.25 3.69±1.82 12.16±4.98 24.35±6.84 50.55±24.20

Very

irregular
8.94±2.26 3.10±0.69 10.42±5.40 25.02±6.79 45.04±21.75

Vari

ables
Category

Protein Mineral Bodyfat
Skeletalmuscle

amount
Visceralfat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Wei

ght

low

weight
a 7.16±1.56

3.53*

(.036)
a〈c

3.31±2.11

0.29

(.752)

11.15±3.93
16.92
**

(〈.00

1)
a,b〈c

19.57±4.71
3.51*

(.036)
a〈c

43.48±20.70
15.26**

(〈.001)
a,b〈c

Normalb 8.29±1.83 3.05±1.42 13.14±4.31 22.99±5.54 58.20±20.17

Over

weight
c 9.75±2.72 3.55±0.82 25.25±5.62 27.38±8.27

107.18±17.6

9

*p〈0.05,**p〈0.01(Scheffe)

<Table 4> Comparison of Life style and life quality 

N=60

Variables Category

Lifequality

Subjectivequalityoflife Lifesatisfaction

M±SD t/F p M±SD t/F p

Exercise

Veryregular 49.0±12.1

3.16 .021
*

76.7±25.2

0.34 .852

Regular 43.7±8.4 70.9±22.6

Moderate 40.1±8.3 67.6±17.9

Irregular 38.1±9.8 67.1±16.9

Veryirregular 33.4±6.5 65.0±13.8

Diet

Veryregular
a

45.4±8.8

3.57
.012

*

b>e

74.6±21.8

0.76 .557

Regularb 41.4±8.8 69.2±18.9

Moderate
c

38.7±8.7 65.3±13.0

Irregular
d

33.9±5.6 63.6±16.5

Veryirregulare 35.2±13.2 68.0±20.5

Smoking Yes 37.9±8.0
0.58 .567

65.8±19.3
0.47 .640

No 39.6±9.6 68.5±17.5

Drinking
Yes 39.2±8.7

0.09 .925
67.1±17.4

0.35 .729
No 39.4±9.9 68.8±18.3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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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참여자 생활습관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참여자의생활습 은주 삶의질(r=.27,p=.036)과

삶의 만족도(r=.26,p=.039)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주 삶의질은삶의만

족도(r=.77,p＜.001)와통계 으로유의한상 계가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5>.

*p〈0.05,**p〈0.01

4. 고 찰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 내 폭음,흡연,운동부족

등바람직하지못한일상생활에 한 심에서출발하여

학생의 생활습 체성분과 삶의 질을 측정하여 비

교하고,캠페인을 통하여 학생의 건강한 생활습 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고,아울러 건강증진

과삶의질향상에도움이되는기 자료를제공하기

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참여자의 생활습 은 20 만 에 평균

13.08 으로,참여자의 3.3%만이 건강한 생활습 을 갖

고 48.3%의 참여자는 생활습 이 평균이하로 부분 참

여자의생활습 에개선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그러나

학생들은 재 자신들의 나이는 기 때문에 건강의

안 지 에있고생활습 이자신들의건강에 향을주

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건강한 생활습 은 년

이후에 필요한 것으로,자신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기

해자신의행 변화에 극 이지못하다[20].따라서

학생들의건강문제에 한 심을유발하기 한 근

방법으로 체성분 분석기를 이용하 다.Jungetal.[21]

이 여 생을 상으로 한 체성분 신체상 선행연구에

서 신체상은 비만도,체지방,체지방률과 역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본 연구도 생활습 에 따른 체

성분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 다.흡연자와 체성분을 비

교한 결과 체지방과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이는 흡

연자와 비흡연자의 지질 수 비교 연구 결과에서

한국인에서흡연량이 지질농도의증가에 향을미

치고 독립 인 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 결과

[22]와 동일하여,흡연 참여자에 한 연 교육의 필요

성을 제시하는 근거 자료로 의미가 있다.음주는 체성분

분석결과단백질과골격근량에통계 으로유의하게나

타났다.Chon[23]의 음주 여부에 따른 체성분을 분석한

결과,단백질이 비 음주군 보다 음주군 에서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의 음주량이 성인에 비해

많지 않고 음주시 양소 섭취량이 많아 건강에 부정

이지 않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동일하 다.하지만 지속

인과량의음주는생활습 병을유발하는원인이되기

때문에 건 한 음주 문화 정착을 한 지속 인 지도가

필요하다.운동상태에 따른 체성분 결과 규칙 인 운동

시단백질과골격근량이통계 으로유의하게높게나왔

으며,운동 후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증가 되고[24],성장

호르몬은단백질합성과 련된다는[25]선행연구결과

와 동일하다.사후검정결과 운동을 하는 참여자가 운동

을 하지 않는 참여자 보다 단백질과 골격근량의 수치가

높았으나,운동을 매우 규칙 으로 하는 참여자의 경우

[26]의 연구결과에서 재체 조 을 진행하는경우가

많고 간식의 형태로 과일류를 선택하는 빈도가 높아 단

백질등체성분수치가낮게측정된것으로분석된다.참

여자의식사상태에따른체성분 반에는통계 으로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식품섭취상태로 체성분을

분석하면 다른 결과가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체 에 따

른체성분비교는단백질,체지방,골격근량,내장지방등

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는 과체 집단이 체 집단에 비해 생활습 과 련

된 질환의 유발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21]연구와

비슷한 결과로,체성분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학생들의

인식변화를유도하기 한근거로 하다고생각한다.

생활습 과삶의질차이를비교하여본결과,주

삶의 질은 운동상태와 식사상태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Table 5> Correlation of Life style and Life 

quality             N=60

Variables

Lifestyle

sum

Lifequality

Subjective

qualityof

life

Life

satisfaction

r

(p)

r

(p)

r

(p)

Lifestylesum
1.00

Life

quali

ty

Subjective

qualityof

life

.27
*

1.00

(.036)

Life

satisfaction

.26* .77** 1.00

(.039)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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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있어운동상태와식사상태가좋을수록주 삶

의 질 향상에 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며,삶의 질을

측할때운동, 양등 정 인행동이삶의질을높

인다는 연구결과[9]와 일맥상통한다.그러므로 학생들

의 삶의 질 향상을 한 략으로 운동 로그램과 식습

련 로그램의 개발 운 이 하다고 생각된

다.

흡연과음주는삶의질에 향을주지않는것으로나

타나선행연구의결과[11]와동일하게나타났다.이는[9]

가 문 학생을 상으로 한 건강행동실태조사에서 흡

연과 음주를 하는 상자의 비율이 높았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는 흡연과 음주를 하는 상자의 비율이 낮았고

음주량과 흡연 량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삶의 질에 크게 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습 과 삶의 질의 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었다.이는 성인 여성을 상으로 한 연

구에서 생활습 과 삶의 질에 계가 있음을 나타낸 결

과[6]와동일하다. 학생의삶의질향상을 하여건강

한 생활습 을 형성시킬 수 있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학내의환경개선과건강 련캠페인

지역사회 로그램개발등다양한지원과더많은연구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이상의 연구결과의 제한 은

일개 문 학에서시행되었고연구 상자가건강에

심이 있어 자발 으로 참여한 자들로 편 되어 있는 제

한 이있다.그러므로본연구결과의일반화를 한반

복연구나무작 추출법을이용한추후연구가필요하다.

한 체성분을 통한 생활습 과 삶의 질 차이 검증에서

표본수를늘리므로연구에설명력을높이는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연구는 학캠퍼스내에만존재하는음주문화,야

식등잘못된생활습 이삶의질 하에 향을미칠수

있으므로생활습 과삶의질을조사하고체성분을분석

하여 생활습 과 비교하고,그 계를 악하 다. 학

생의 생활습 과 체성분을 비교하여 본 결과 운동을 규

칙 으로 하는 참여자는 운동을 하지 않는 참여자보다

단백질과 골격근량이 모두 높은 경향을 보 으며,음주

는 단백질과 골격근량증가에 향을 미쳤고,흡연이 체

지방을유의 으로높이는결과를보여,운동,음주,흡연

등의 생활습 이 체성분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으로 나타났다. 한 운동과 식사 등의 생활습 이 규칙

인참여자가불규칙 인참여자보다주 삶의질이

높게측정되어 생활습 에따라삶의질이달라짐을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캠페인을 통하여 체성분 결과로 생활습

향상을시도하고생활습 과삶의질의 계를규명하여

삶의질향상에도움이되는기 자료의제공이본연구

의 의의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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