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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snacking behaviors and dep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on 777 middle school students (491 boys and 286 girls). Using a self-reporting method,

the participants took 20 minutes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s. Our data revealed that the height and weight of boys were

172.66 cm and 63.48 kg, respectively, whereas those of girls were 159.86 cm and 51.62 kg, respectively. Sleep durations

of boys and girls were 6.44 and 6.41 hours, respectively. Boys ate more rice cake than girls, whereas girls ate more biscuits

than boys. The averag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scores for boys and girls were 9.73 and 11.49, respectively.

Degree of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girls compared to boys. We also observed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snacking (rice cake, biscuits, chocolate, and fried potato). This study may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snacking behaviors and dep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findings suggest that proper control of emotions is

required to maintain desirable eating behaviors in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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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인 발달 면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겪는 시기로써 제2의 성장기이다(Cho & Choi

2010). 이 시기에는 발육 발달상 남녀 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며, 특히 남학생은 근육이 발달하고, 여학생은 체지방

이 현저히 증가한다(Ro 2000). 따라서 청소년기에 섭취하는

영양소는 이 시기의 체격 발달 및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성

인기 이후 식품에 대한 태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Kang & Lee 2006).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은 과중한 학

업과 입시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바람직한 식생활을 유지하

기 어렵고, 간편성과 기호에 편중한 식사, 아침 결식, 패스트

푸드와 탄산음료 등의 간식 섭취 등으로 인해 일부 영양소

의 편중이 심하고, 저체중과 비만 비율이 증가하는 체중 양

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Cho & Choi 2010). 특히 여

중생들은 사춘기의 심리적 불안정으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거나 합리적인 식사행동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Park

& Ahn 2001). 질병관리본부(2010)의 제5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통계에서는 청소년의 40.6%가 최근 12개월 동

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끼는 등 우울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미

국 청소년의 26.1%가 우울을 경험하였다는 조사결과와 비교

할 때 매우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은 현대사회에서 흔한 정신질환 중 하나로서 2020

년에는 심장질환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장애가 될 것이라

고 추측되고 있다(Peveler 등 2002). 우울증상은 슬픔이나 절

망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현상으로서, 정상범위 내에서도 발

생할 수 있으며 생각이나 신체활동을 변화시켜 음식장애 및

수면장애도 동반하고(Lee 1997), 우울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입맛이 없다’ 혹은 ‘구토를 자주 하며 갈증을 잘 느

낀다’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정

서가 불량한 식습관을 초래하며 영양결핍상태를 야기할 수

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Devaud 1997).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이 심할수록 폭식정도가 높

았고, 식행동 및 식사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Park 등 200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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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지수가 높아질수록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간식횟수가 잦

아지는 결과가 보고되었다(Chung 등 2007). 이와 같이 우울

증상에 의한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상

당 수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증

과 식습관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맛 기호도, 수면시간, 간

식섭취와 우울 정도를 평가하고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함으로써, 우울증을 줄이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

기 위한 올바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남학생 491명, 여학생 286

명으로 총 77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자

기기입방법으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최근 3개월 내 3 kg 이상의

체중감량이 동반된 질환이 없는 건강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을 위해 조사 대상자는 자기기록

방법으로 총 20분 동안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1) 신체계측에 의한 체성분 분석

체중은 최대한 간편한 복장을 착용한 후 신장-체중 자동

측정계(HM-202, Fanics,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체질량 지수(BMI)는 측정된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

로 나누어 체질량지수(kg/m2)를 산출하였다. 한국 소아 및 청

소년 신체 발육 표준치(2007)에는 저체중 기준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본 조사에서는 2000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권고

기준(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00)에 따라 저체

중은 BMI 18.5 미만, 정상은 18.5 이상 23 미만, 과체중/비

만은 23 이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2) 맛에 대한 기호도 조사

짠맛, 단맛, 신맛, 쓴맛의 4가지 기본 맛은 각각 5단계의

농도로 조제하여 실시하였다. 각 맛의 농도수준은 참고문헌

(Chung 등 1984; Chyun 등 1994; Kim 등 2006)을 토대로

조제하여 일차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농도를 조정하여, 다시

2번의 예비조사를 거쳐 결정하였다.

짠맛은 NaCl(0.75, 1, 1.25, 1.5, 1.75 g/L), 단맛은 sucrose

(5, 7.5, 10, 12.5, 15 g/L)을 증류수에 녹여 사용하였다. 조

사용 맛 용액은 조사 전날 제조하여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조사당일 실온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맛 용액을 맛보기 전

에 입을 증류수로 헹구게 하였고, 항상 한 단계의 맛 용액을

맛 본 후에는 입을 헹구고 다음 단계의 용액을 맛보게 하였

다. 맛 용액은 1 tsp(5 mL)을 입에 넣고 입 속에서 휘둘러서

맛을 보고 뱉어내도록 하였다. 한 가지 맛의 인식한계값을

조사한 후에는 물을 마시고 30초 이상 쉰 다음에 다음 맛 용

액을 맛보게 하였다. 순서는 짠맛, 단맛의 순으로 조사하였

고, 상승계열법을 사용하였다.

3) 간식섭취

조사대상자의 간식섭취에 관한 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이

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청소년들이 간식으로 많이 섭취하

는 라면, 햄버거, 피자, 감자튀김, 탄산음료, 우유의 섭취빈도

를 사용하였다.

4) 우울 정도 평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 정도 평가는 자기 보고식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Lee & Song

(1991)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평가지를 이용하였다. 이는 한

국판 Beck 우울척도지(Beck De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K-BDI)인데,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및 생

리적 증상의 4개 영역에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

에 대하여 그 정도를 우울하지 않은 상태 0점에서 심한 우

울 상태 3점까지 점수화하였다. 총 점수의 범위는 0~63점으

로 0~9점은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8점은 약간 우울한 상

태, 19~29점은 중간 정도의 우울한 상태, 30~63점은 심한

우울 상태로 구분된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PSS) versio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생활습

관과 우울정도는 빈도와 백분율로 비교하였고, 신체계측과

간식의 섭취빈도는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표시하였다. 통계분석에서 두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이용하였다. 또한 변수들 사이

의 상관관계는 Pearson’s Moment Product Correlation

Coefficients R계수로 검증하였다. 모든 결과는 p<0.05에서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 777명의 평균연령과 신체계측 조

사결과는 <Table 1>과 같다. 남학생의 평균연령은 16.57세,

여학생의 평균연령은 16.52세였고, 평균 신장과 체중은 각각

남학생이 172.66 cm, 63.48 kg, 여학생은 159.86 cm, 51.62 kg

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설정을 위

한 체위기준치(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의 남자

신장 158.8 cm, 체중 50.5 kg이고, 여자 신장 155.9 cm,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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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47.5 kg과 비교 시 남학생은 신장과 체중이 높았고, 여학

생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질량지수는 남학생이 28.16

kg/m2, 여학생은 20.18 kg/m2로 나타났으며, WHO 아시아태

평양(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00)의 비

만 기준으로 대상자를 분류해보았을 때, 남학생의 경우 저체

중 87명(18.1%), 정상체중 272명(56.5%), 과체중 및 비만

122명(25.4%)이었고, 여학생은 저체중 52명(19.2%), 정상체

중 187명(69.0%), 과체중 및 비만 32명(11.8%)으로 나타났

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Moon & Lee(2009)의 저체

중 27.6%, 정상체중 52.2%, 과체중 및 비만 20.2%와 비교

해보면, 남학생은 저체중이 적고 과체중 및 비만이 많고, 여

학생은 저체중과 과체중 및 비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수면시간 및 맛 기호도

조사대상자의 수면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이상이

208명(42.7%), 6~7시간이 194명(39.8%), 5~6시간이 58명

(11.9%)순이었고, 여학생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이

상이 118명(41.8%), 6~7시간이 110명(39.0%), 5~6시간이

39명(13.8%)순으로 수면시간은 7시간 이상이 가장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인간수명에서 1/3가량은 수면을 취하는 시

간으로 수면습관은 건강 유지 및 정신적 안정에 미치는 영

향이 매우 크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평균 시간은 점차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sner 등 2007). 현대사회

에서 수면장애로 인한 문제가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한국 성인의 약 38% 정도가 6시간 이하의 짧은

수면시간을 취하기 때문에(Park 등 2009), 수면부족을 경험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의 분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남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이 6.44시간으로 나

타나고, 여학생의 평균시간은 6.41시간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수면시간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특히 우리나

라의 청소년들이 당면한 입시현실은 4시간 자면 대학에 붙

고, 5시간 자면 대학에 떨어진다는 ‘4당 5락’이라는 신조어

를 만들어 낼 정도이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밤을 지새

우거나,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등으로 인해서 청

소년들이 밤에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학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현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미국국립수면재단(National Sleep Foundation)

에서 권고하는 청소년의 최소 적정 수면시간이 8시간 30분

을 채우지 못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율이 중학생은

74.8%, 특성화계 고등학생은 89.8%, 일반계 고등학생은

97.7%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1). 청소년들이 이처럼

수면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느

끼게 되는데, 이에 관해서 이탈리아의 6천명이 넘는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Giannitti 등 2002)에 따르

면 수면시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수업시간에 조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 주의집중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학업

성취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지면 수면시간을 적게 가진 경우보다

주관적 행복감이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난 것

(McCutcheon 1998)을 보면 본 연구대상자는 평균수면시간

이 6.4시간으로 수면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을

가치 있고 책임감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

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보호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사

료된다.

성별에 따른 맛 기호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3>과

같다. 남학생의 맛 기호도는 매운맛 >단맛 >짠맛 순으로 매

운맛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의 맛 기호도는

단맛 >매운맛 >짠맛 순으로 단맛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단맛 선호도가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어려서부터 단맛을 선호하게 되면, 성인이 된

후에는 더 강한 단맛을 즐기게 되어 단 음식을 즐겨먹기 때

문에 설탕의 섭취량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영양소가 풍부

한 식품의 섭취가 줄어들게 되어 영양 불균형 상태를 나타

낼 수 있으며, 특히 단 음식으로부터 얻은 고열량이 체지방

<Table 1> Age and anthropometric measurements of the subjects

Male Female t-test

Age (yrs)

Height (cm)

Weight (kg)

Body mass index (kg/m2)

 16.57±1.131)

172.66±10.88

 63.48±12.79

28.16±6.85

 16.52±1.22

159.86±5.09

 51.62±7.81

 20.18±0.17

0.576

22.1***3)

15.8***

0.875

Under weight

Normal weight

Over weight & Obesity

 087(18.1)2)

272(56.5)

122(25.4)

 52(19.2)

187(69.0)

 32(11.8)

20.073***

1)Mean±Standard Deviation, 2)N(%), 3)p<0.001

<Table 2> Sleeping patterns of subjects

Male Female t-test

Sleeping hours 

(day)
 6.44±0.061)  6.41±0.08 0.264

<5 hours

5~6 hours

6~7 hours

Over 7 hours

00027(5.5%)2)

058(11.9%)

194(39.8%)

208(42.7%)

 015(5.3%)

 39(13.8%)

110(39.0%)

118(41.8%)

0.601

1)Mean±Standard Deviation, 2)N(%)

<Table 3> Preference of taste by gender

Male Female t-test

Salty taste

Hot taste

Sweet taste

03.13±0.041)

3.27±0.05

3.23±0.04

3.06±0.05

3.30±0.06

3.47±0.06

-0.961

-0.455

-3.344***2)

1)Mean±Standard Deviation, 2)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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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되어 비만을 유도함으로써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Lee 2001). 개인의 맛 기호도는 영양

상태나 건강유지에 영항을 줄 수 있는 중요요인이라고 사료

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단맛의 기호도가 높게 나타난 여

중생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할 때에는 한 번의 단맛 줄이

는 방법에 관한 영양교육으로는 행동수정의 결과를 얻기 어

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단맛을 줄이는 중요성에 대

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3. 간식섭취빈도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이 간식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종

류를 섭취빈도에 따라 점수화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체적으로 섭취빈도가 높은 식품은 과자류이었고, 다음은

빵, 초콜릿, 떡의 순이었다. 반면, 피자와 감자튀김은 낮은 점

수를 보였다. 간식 종류별 섭취빈도를 성별에 따라 비교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식품은 떡이었고

(p<0.05), 반면 과자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p<0.001).

당류섭취량 조사결과에 의하면 12~18세 당류 섭취량은

69.6 g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 중

음료류(30.4%), 빵·과자·떡류(18.9%), 아이스크림 및 빙

과류(12.7%)로부터 당류 섭취량은 62.0%로 보고되었다(Lee

등 2014).

중학생이 주로 섭취하는 간식으로는 과자류, 빙과류, 빵류

등 가공식품으로 영양소는 없으나 열량만 높아서 영양불균

형 및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Kim & Kim

2010). 본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섭취빈도가 높은 간식으로

과자류, 빵, 초콜릿, 떡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중학생들은

간식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높다고 사료된다. 청소년기는 신

체적 정신적으로 성장이 활발하고 성적으로 성숙해가는 시

기로 영양소의 요구량이 급증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영

양상태는 성인기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건강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영양지식과 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능력

이 부족하므로(Eom 등 2005), 건강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

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간식 및 간식구

매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식품구매능력을 키워주고, 올바

른 식습관의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우울 평가

조사대상자의 우울 평가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남학생의 BDI 평균점수는 9.73점, 여학생은 11.49점으로 나

타났다. 남학생의 59.4%(290명)는 우울점수가 0~9점으로 우

울하지 않은 상태로 분류되었고, 25.8%(126명)의 점수는

10~18점으로 약간 우울한 상태로, 11.1%(54명)의 점수는

19~29점으로 중간 정도의 우울한 상태로, 3.7%(18명)의 점

수는 30~63점으로 심한 우울 상태로 분류되었다. 여학생의

48.8%(139명)는 우울점수가 0~9점으로 우울하지 않은 상태

로 분류되었고, 32.3% (92명)의 점수는 10~18점으로 약간

우울한 상태로, 14.7%(42명)의 점수는 19~29점으로 중간 정

도의 우울한 상태로, 4.2%(12명)의 점수는 30~63점으로 심

한 우울 상태로 분류되었다.

우울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건강한 사람들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이며, 동시에 지각, 판단, 기억, 인지, 사고, 태

도 등에서부터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측면에 해

로운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부정적인 상태이다. 우울은 우울

감을 느끼는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우울

증으로 진행되고 치료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이차적 문제들

을 수반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우울은 학업수행문제와

사회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으며, 대인관계 의존성을 증가시

키며 동시에 또래 관계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사회적으로 고

립되는 현상을 가져오고(Emslie & Mayers 1999), 또한 청

소년 우울은 빈약한 심리사회적, 학업적 성취와 물질남용, 자

살위험의 증가를 동반한다고 보고되었다(Robert 등 2001). 특

히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증 증가율이 전 연령대에

서 두 번째로 높아서 청소년들의 우울도 간과할 수 없는 문

제가 되었다. 따라서 중학생은 학업에 대한 높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우울증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중

학생의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더욱 특별한 관심

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Table 4> Eating snack score of the subjects

Male Female t-test

Rice cake

Breads

Pizza

Biscuit

Chocolates

Fried potato

Chicken

01.08±0.111)

1.82±0.11

0.79±0.08

3.68±0.18

1.30±0.08

0.54±0.05

0.82±0.05

0.75±0.07

1.95±0.17

0.75±0.10

4.99±0.30

1.29±0.15

0.42±0.09

0.85±0.07

-2.471*2)

-0.700

-0.361

-3.779***3)

-1.578

-1.199

-0.394

1)Mean±Standard Deviation, 2)p<0.05, 3)p<0.001

<Table 5> Average scores of Beck Depression Inventory of the

subjects

Male Female t-test

BDI score 9.73±0.391) 11.49±0.53 22.1***4) 

0~ 9 score

10~18 score

19~29 score

30~63 score

0290(59.4%)2)

126(25.8%)

054(11.1%)

0018(3.7%)

139(48.8%)

092(32.3%)

042(14.7%)

0012(4.2%)

08.422*3)

1)Mean±Standard Deviation, 2)N(%), 3)p<0.05, 4)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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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울과 생활습관 및 식습관과의 상관성

조사 대상자의 우울과 생활습관 및 식습관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우울은 수

면시간과 짠맛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수면시간이 길수록

싱겁게 먹을수록 우울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의 우울은 떡, 과자류, 초콜릿, 감자튀김의 섭취량과 양의 상

관관계(p<0.01)를 보여 우울할수록 떡, 과자류, 초콜릿과 감

자튀김의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면시간이

낮고, 짜게 먹고, 떡, 과자류, 초콜릿, 감자튀김의 섭취량이

높을수록 우울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An의 연구(1989)에서는 스트레스나

우울 증상이 높을수록 간식의 횟수가 높게 나타났고, 감정에

따라 선호하는 음식이 다르고, 감정과 식품은 연관성이 있다

고 보고되었는데(Lee & Cho 2008), 이는 우울증상과 관련

된 낮은 세로토닌이 식이행동 및 섭식장애에 영향을 준 것

으로 사료된다(Fava 등 1995). Macht & Mueller(2007)의

연구에서 우울할 때 초콜릿을 섭취함으로서 슬픈 감정이 일

시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떡,

과자류, 초콜릿, 감자튀김 섭취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Zellner 등(2006)의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달콤하

고 기름진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선택한다는 연구과 일관성 있

는 결과를 보였다. 우울과 식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Kim

(1993)의 결과에서 우울증 집단의 식행동이 정상 집단에 비

해 유의적으로 좋지 않음을 나타났다. 식행동은 개인의 건강

과 영양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

에, 식행동이 좋지 않다는 것은 우울이 높은 집단의 영양상

태가 양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식생활 특성에 따른 영양교육을 우울군에게 실시하

여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게 함으로써, 신체발달과 더불어 정

신적인 건강도 유지하며,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이룰 수 있

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 491명, 여학생 286명으로 총 777명

중학생을 대상으로 맛 기호도, 수면시간, 간식섭취와 우울증

평가점수, 이들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학생의 평균연령은 16.57세, 여학생의 평균연령은 16.52

세였고, 평균 신장과 체중은 각각 남학생이 172.66 cm,

63.48 kg, 여학생은 159.86 cm, 51.62 kg으로 나타났다. 남학

생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이상이 208명(42.7%),

6~7시간이 194명(39.8%), 5~6시간이 58명(11.9%)순이었고,

여학생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이상이 118명(41.8%),

6~7시간이 110명(39.0%), 5~6시간이 39명(13.8%)순으로 수

면시간은 7시간 이상이 가장 높았다. 남학생의 맛 기호도는

매운맛 >단맛 >짠맛 순으로 매운맛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여학생의 맛 기호도는 단맛 >매운맛 >짠맛 순으로 단맛 선

호도가 가장 높았다. 간식 섭취빈도가 높은 식품은 과자류이

었고, 다음은 빵, 초콜릿, 떡의 순이었다. 간식 종류별 섭취

빈도를 성별에 따라 비교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

으로 높은 식품은 떡이었고(p<0.05), 반면 과자류는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남학생의 BDI

평균점수는 9.73점, 여학생은 11.49점으로 나타났다. 우울정

도는 수면시간과 짠맛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고, 떡,

과자류, 초콜릿, 감자튀김의 섭취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p<0.01)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남학생은 매운맛 선호도가 높았

고, 여학생은 단맛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간식으로 선호

하는 식품은 과자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우울정도는 떡,

과자류, 초콜릿, 감자튀김의 섭취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우울할 때 달콤하고 기름진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소년의 바람직한 식생활, 특히

간식습관을 올바르게 개선하기 위하여 맛과 기호 위주보다

는 영양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간식을 자주 구매하는

장소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간식을 판매하도록 유도하

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외에도 학교에서의 지도와 함께 대중

매체와 광고에서의 건강한 간식 섭취 홍보와 정확한 지식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우울정도가 높

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우울 조절 방안과 함께 올

바른 식습관 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함으로서 우울

증상이 있는 대상자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우울감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우울과 식습관과의 관계

를 직접적으로 규명하고 우울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식생활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세분화된 연

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other variables

Depression

Depression

Body mass index

Sleeping time

Salty taste

Sweet taste

Rice cake

Breads

Pizza

Biscuit

Chocolates

Fried potato

Chicken

-1

-0.015

-0.079*1)

-0.075*

-0.030

-0.224**2)

-0.052

-0.000

-0.090*

-0.109**

-0.116**

-0.021

1)p<0.05, 2)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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