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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생들의 식생활 및 생활습관 변화와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차이

고염염·김정희†

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Changes in Dietary Life and Health-Related Lifestyle 
by Stress Level i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Ran-Ran Gao·Jung Hee Kim†

Dept. of Food and Nutrition, College of Natural Science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01797,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anges in dietary life, lifestyle factors, and stress status of 
Chinese students who came to study abroad to South Korea. A total of 143 Chinese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Seoul Women’s University and Wonkwang University in 2013. We used SPSS 20 for statistical analyses 
in this study. The mean length of residence was 2.9 years for Chinese students. Most subjects aged 20∼29 
years immigrated to South Korea to obtain an academic degree (bachelor, master, or doctorate). We found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frequency of eating fruits and vegetables among Chinese students in South Korea 
after migration. Further,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fast food consumption and frequency of late-night 
snacking and eating out. In addition, their preferred beverage changed from soft drink or tea to coffee after 
migration. Stress level significantly (P＜0.05) increased in male students compared to female students. The 
high stress group watched more TV when eating compared to the low stress group. In addition, there were 
more students who perceived their health status as bad in the high stress group. Overall results give us useful 
information for targeting the most vulnerable subjects and planning nutrition interven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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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학이나 이민을 가게 되면 언어, 생활환경, 식문

화 등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익숙한 문화에서 

다른 나라의 새로운 문화에 노출되어 적응이 필요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

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Holleran & 
Jung 2005). 그러나 식문화 변화를 잘 극복하면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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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 적응이 빠를 수 있다고 한다(Holmboe-Ottesen & 
Wandel 2012). Lee 등(2011b)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

인 유학생들의 건강 실태조사 결과 유학생의 92%가 

신체적 상태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식습관은 

좋지 않게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한국에 온 중국 

유학생들이 간식 및 외식 섭취빈도가 높고, 패스트

푸드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등 식사 및 영양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Zhu 2012; Li 2013).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은 젊기 때문에 건강문

제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며, 매일의 식사를 

통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Ko 2007). 결국 유학생들의 이러

한 식사 섭취 행태는 결식, 과식으로 인한 영양불량, 
과체중 및 비만 등 영양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중

국 유학생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바른 생

활습관이나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규칙적인 운

동습관과 음식 선택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학에서는 식품과 건강 관련 교

양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어 

교육 및 전공 수업을 집중적으로 수강하기 때문에 

교양과정을 통해서 영양지식을 습득할 가능성은 낮

다. 그러나 Guo 등(2013)의 연구에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1개월 동안 실시한 결과 ‘충분

한 채소 섭취’, ‘다양한 식품 섭취’ 등 중국 유학생

의 식생활 태도 및 영양지식 점수가 높아졌다고 한

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익숙했던 자신의 환경에서 

떠나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Mori 
2000; Kim 등 2010). 언어의 장벽, 학비 및 생활비를 

포함한 경제적 문제,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이 

유학생 생활의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 등을 초래한

다(Hwang 2011; Her & Park 2013). 특히 Mori(2000)의 
연구에 의하면 유학생이 유학기간 4개월이 되는 시

점에서 이러한 우울과 불안 등 생활의 스트레스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중국 유학생 관

련 선행연구에서는 유학생의 식생활 실태(Li 2013)
와 한식이나 식당의 만족도 조사(Jung & Jeon 2011; 
Song & Moon 2011; Kim & Lyu 2012; Ryu 등 2014) 

또는 유학생의 문화적응 및 스트레스(Kim 등 2010; 
Hwang 2011; Her & Park 2013; Lee 등 2015) 등과 같

은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중국 유학 전후에 따

른 식생활 및 생활습관 변화와 스트레스의 연관성

을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의 유학 전

후 식사 섭취 실태, 식행동 및 생활습관의 변화를 

조사하고 아울러 유학 후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차

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연구 대상자는 서울의 S여자대학교와 지방의 W대

학교에 다니는 중국 유학생 143명이었고 그 중 여학생

은 80명, 남학생은 63명이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중

국에서 태어나 한국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으로 대학의 

국제협력부서의 도움으로 접근되었으며 연구자가 설문 

대상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방문하여 조사

하는 편의추출법(Kim & Park 2014)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8∼10월까지 수행되었으며 참여 동

의서에 동의한 사람들만 연구 대상자가 되었다. 설문

조사는 대부분 연구자가 일대일로 대상자에게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대해 서울여자대학

교의 인체시험심의위원회(IRB)에 심의를 의뢰하여 본 

연구에 대한 IRB 승인(IRB-2013A-5)을 받았다. 

2. 설문조사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

문에 설문지는 한글로 작성한 후 중국어로 번역해

서 사용했다.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중국 유학

생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

를 반영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 문

항은 대상자의 일반사항, 식품 섭취 실태, 생활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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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students. 

Variables Male
(n=63)

Female
(n=80)

Total
(N=143)

t or 
χ

2-value

Age (years)  0.5

   ＜20 1 ( 1.6) 1 ( 1.3) 2 ( 1.4)

   20∼29 57 (90.5) 70 (87.5) 127 (88.8)

   ≥30 5 ( 7.9) 9 (11.3) 14 ( 9.8)

Duration for living 
in Korea (years)

3.1±2.31) 2.9±1.9 2.9±2.1 68.9

Purpose for visiting Korea  8.0

   Studying Korean 10 (15.9) 17 (21.3) 27 (18.9)

   Bachelorʼs degree 10 (15.9) 23 (28.8) 33 (23.1)

   MS or Ph.D 35 (55.6) 35 (43.8) 70 (49.0)

   Other 8 (12.7) 5 ( 6.3) 13 ( 9.1)

Financial supporter  7.9

   Self-support 8 (12.7) 9 (11.3) 17 (11.9)

   Parents 44 (69.8) 66 (82.5) 110 (76.9)

   Fellowship 8 (12.7) 4 ( 5.0) 12 ( 8.4)

   Other 3 ( 4.8) 1 ( 1.3) 4 ( 2.8)

Capability to speak Korean  8.0*

   Very bad 1 ( 1.6) 1 ( 1.3) 2 ( 1.4)

   Bad 13 (20.6) 5 ( 6.3) 18 (12.6)

   So so 27 (42.9) 33 (41.3) 60 (42.0)

   Good 19 (30.2) 28 (35.0) 47 (32.9)

   Very good 3 ( 4.8) 13 (16.3) 16 (11.2)

Present living status 12.2*

   Alone 12 (19.0) 31 (38.8) 43 (30.1)

   Roommate 45 (71.4) 38 (47.5) 83 (58.0)

   Parents 2 ( 3.2) 7 ( 8.8) 9 ( 6.3)

   Other 4 ( 6.4) 4 ( 5.0) 8 ( 5.6)
1) Mean±SD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by χ2-test

스트레스, 음주, 흡연 상황, 스트레스 정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연령, 성별, 학교, 
한국 체류기간, 한국에 온 목적, 현재 누구와 거주, 
유학비용 지원자, 한국어 능력 수준을 조사하였다. 
유학 후 식생활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국에 오기 
1년 전과 현재를 조사하였다. 하루에 먹는 채소ㆍ과

일의 종류와 양, 가공식품을 먹는 빈도 및 이유, 패
스트푸드를 먹는 빈도와 종류를 조사하였다. 야식을 

먹는 빈도, 주로 먹는 야식 종류와 양, 외식 빈도, 
음식을 만들어 먹는지의 여부, 좋아하는 음료수와 

마시는 양 등을 조사하였다. 생활습관은 평소 취침 

시간, 하루 평균 수면 시간, 하루에 TV나 컴퓨터를 

하는 시간, 평상시에 하는 운동의 종류와 시간, 아

르바이트나 직장의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음

주 및 흡연 부분은 술 마시는 빈도와 양, 주로 마시

는 술의 종류, 흡연 빈도와 양 등이 포함되었다. 스
트레스 정도는 질병관리본부의 학술연구용역과제로 

2010년 개발한 국민건강조사를 위한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이용하였다(Lee 등 2010; Shin 2013). 스트레

스 점수는 20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각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3. 통계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Statistics 20.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사항

은 남녀 그룹을 나눠서 빈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남녀 간 한국에 오기 전과 현재 식사 

섭취 실태, 생활습관, 스트레스 등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유학 전후를 비교할 때는 

paired t-test와 χ2-test를 사용하였고, 남학생과 여학생

의 스트레스 정도 차이를 분석할 때는 t-test를 사용

하였다. 모든 데이터의 유의성 검정은 a=0.05 수준에

서 이루어졌다. 스트레스 지수는 점수가 낮은 군과 

높은 군로 구분하여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건강인지 

및 음주ㆍ흡연 실태, 식행동 차이 등을 조사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사항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체 143명 중 남학생은 63
명(44.1%), 여학생은 80명(55.9%)이었다(Table 1). 연

구 대상자의 88.8%는 20대였고, 20세 미만은 2명(1.4%), 
30대 이상은 14명(9.8%)이었다. 한국에 평균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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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consumption of fruits and vegetables in Chinese students. 

Variables
Male (n=63) Female (n=80) Total (N=143)

Before1) After2)
χ

2-value Before After χ
2-value Before After χ

2-value

Frequency of fruits consumed per day 25.63*** 37.68***  56.55***
   Less than one 13 (20.6) 35 (55.6) 8 (10.0) 17（21.3) 21 (14.7) 52 (36.4)
   1∼2 32 (50.8) 24 (38.1) 47 (58.7) 63（78.8) 79 (55.2) 87 (60.8)
   3∼4 16 (25.4) 4 ( 6.3) 24 (30.0) 0（ 0.0) 40 (28.0) 4 ( 2.8)
   More than 5 2 ( 3.2) 0 ( 0.0) 1 ( 1.3) 0（ 0.0) 3 ( 2.1) 0 ( 0.0)
Reason for not eating fruits 13.90**  6.16  17.36**
   Nobody to cook 5 ( 7.9) 6 ( 9.5) 4 ( 5.0) 2（ 2.5) 9 ( 6.3) 8 ( 5.6)
   Lack of cooking time 3 ( 4.8) 4 ( 6.3) 5 ( 6.3) 4（ 5.0) 8 ( 5.6) 8 ( 5.6)
   Difficulty of storage 5 ( 7.9) 4 ( 6.3) 0 ( 0.0) 1（ 1.3) 5 ( 3.5) 5 ( 3.5)
   Convenience of instant food 0 ( 0.0) 20 (31.7) 2 ( 2.6) 10（12.5) 2 ( 1.4) 30 (21.0)
   Dislike 1 ( 1.6) 1 ( 1.6) 1 ( 1.3) 1（ 1.3) 2 ( 1.4) 2 ( 1.4)
   Expensive 0 ( 0.0) 10 (15.8) 0 ( 0.0) 10（12.5) 0 ( 0.0) 20 (14.0)
Frequency of vegetable consumed per day 14.35* 35.99***  42.38***
   Less than one 2 ( 3.2) 5 ( 7.9) 3 ( 3.8) 18（22.5) 5 ( 3.5) 23 (16.1)
   1∼2 19 (30.1) 36 (57.1) 33 (41.2) 39（48.8) 52 (36.4) 75 (52.5)
   3∼4 39 (61.9) 22 (34.9) 39 (48.7) 18（22.5) 78 (54.5) 40 (28.0)
   More than 5 3 ( 4.8) 0 ( 0.0) 5 ( 6.3) 5（ 6.3) 8 ( 5.6) 5 ( 3.5)
Reason for not eating vegetables 12.02* 11.67  22.63**
   Nobody to cook 7 (11.1) 10 (15.9) 16 (20.0) 17（21.3) 23 (16.1) 27 (18.9)
   Lack of cooking time 2 ( 3.2) 3 ( 4.8) 7 ( 8.8) 15（18.8) 9 ( 6.3) 18 (12.6)
   Difficulty of storage 1 ( 1.6) 6 ( 9.5) 1 ( 1.3) 6（ 7.5) 2 ( 1.4) 12 ( 8.4)
   Convenience of instant food 2 ( 3.2) 3 ( 4.8) 1 ( 1.3) 2（ 2.5) 3 ( 2.1) 5 ( 3.5)
   Dislike 9 (14.3) 4 ( 6.3) 4 ( 5.0) 4（ 5.0) 13 ( 9.1) 8 ( 5.6)
   Expensive 0 ( 0.0) 8 (12.7) 0 ( 0.0) 4（ 5.0) 0 ( 0.0) 12 ( 8.4)
How to eat vegetables 84.82*** 73.68*** 156.47***
   Itself 0 ( 0.0) 23 (36.5) 0 ( 0.0) 17（21.3) 0 ( 0.0) 40 (28.0)
   Mixed with other ingredients 1 ( 1.6) 21 (33.3) 0 ( 0.0) 17（21.3) 1 ( 0.7) 38 (26.6)
   Salad 0 ( 0.0) 4 ( 6.3) 0 ( 0.0) 8（10.0) 0 ( 0.0) 12 ( 8.4)
   Stir-frying 61 (96.8) 10 (15.9) 75 (93.8) 25（31.3) 136 (95.1) 35 (24.5)
   Steaming 0 ( 0.0) 2 ( 3.2) 0 ( 0.0) 2（ 2.5) 0 ( 0.0) 4 ( 2.8)
   Vegetable soup 1 ( 1.6) 3 ( 4.8) 5 ( 6.3) 11（13.8) 6 ( 4.2) 14 ( 9.8)

1) Means 1 year before entering Korea
2) Means after entering Korea 
*P＜0.05, **P＜0.01,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efore and after entering Korea by χ2-test

은 2.9년이었고 남학생의 평균 체류기간이 3.1년으로 

여학생의 2.9년보다 더 길었다. 한국에 온 목적은 석ㆍ

박사 학위 취득이 49.0%, 학사 학위 취득 23.1%, 한
국어 공부 18.9%, 기타 목적이 9.1%의 순으로 나타

났다. 유학비용 지원자는 부모님 지원이 76.9%, 본

인 해결이 11.9%, 각종 장학금 8.4%, 기타 방법 2.8%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은 남녀 간 보통이

다로 응답한 학생 수가 남학생 42.9%, 여학생 41.3%
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이 좋다 또는 아

주 좋다의 응답자 수가 남학생 35.0%, 여학생이 

51.3%로 나타나 한국어 수준이 남학생보다 여학생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여학생은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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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consumption of main dishes and beverage in Chinese students.

Variables
Male (n=63) Female (n=80) Total (N=143)

Before1)  After2)
χ

2-value Before After χ
2-value  Before After χ

2-value

Main dishes 21.92*** 28.98*** 49.62***

   Cooked rice 41 (65.1) 56 (88.9) 59 (73.8)  76 (95.0) 100 (69.9) 132 (92.3)

   Boiled barley 16 (25.4) 1 ( 1.6) 19 (23.8) 0 ( 0.0) 35 (24.5) 1 ( 0.7)

   Flour-based food 6 ( 9.5) 0 ( 0.0) 2 ( 2.5) 2 ( 2.5) 8 ( 5.6) 2 ( 1.4)

   Noddles 0 ( 0.0) 6 ( 9.5) 0 ( 0.0) 2 ( 2.5) 0 ( 0.0) 8 ( 5.6)

Frequency of bread or ramen consumption as main food  7.43 23.52*** 27.90***

   ＜1 time per week 28 (44.4) 16 (25.4) 40 (50.0) 26 (32.5) 68 (47.6) 42 (29.4)

   1∼2 times per week 22 (34.9) 22 (34.9) 27 (33.8) 14 (17.5) 49 (34.3) 36 (25.2)

   3∼4 times per week 9 (14.3) 16 (25.4) 12 (15.0) 26 (32.5) 21 (14.7) 42 (29.4)

   5∼6 times per week 2 ( 3.2) 6 ( 9.5) 1 ( 1.3) 14 (17.5) 3 ( 2.1) 20 (14.0)

   1∼2 times per day 2 ( 3.2) 3 ( 4.8) 0 ( 0.0) 0 ( 0.0) 2 ( 1.4) 3 ( 2.1)

Reason for eating bread or ramen as main food  2.17  8.77  7.89

   No time for eating cooked rice 8 (12.7) 8 (12.7) 9 (11.3) 22 (27.5) 17 (11.9) 30 (21.0)

   Tasty 3 ( 4.8) 3 ( 4.8) 12 (15.0) 5 ( 6.3) 15 (10.5) 8 ( 5.6)

   Inexpensive 1 ( 1.6) 4 ( 6.3) 0 ( 0.0) 1 ( 1.3) 1 ( 0.7) 5 ( 3.5)

   Convenient 19 (30.2) 26 (41.3) 15 (18.8) 22 (27.5) 34 (23.8) 48 (33.6)

   Dislike cooked rice 2 ( 3.2) 1 ( 1.6) 4 ( 5.0) 4 ( 5.0) 6 ( 4.2) 5 ( 3.5)

Types of preferred beverage 14.79* 11.37* 25.63***

   No drink at all 14 (22.2) 15 (23.8) 30 (37.5) 27 (33.8) 44 (30.8) 42 (29.4)

   Soft drink 14 (22.2) 11 (17.5) 21 (26.3) 16 (20.0) 35 (24.5) 27 (18.9)

   Tea 23 (36.5) 12 (19.0) 13 (16.3) 9 (11.3) 36 (25.2) 21 (14.7)

   Coffee 2 ( 3.2) 16 (25.4) 4 ( 5.0) 19 (23.8) 6 ( 4.2) 35 (24.5)

   Juice 10 (15.9) 9 (14.3) 10 (12.5) 9 (11.3) 20 (14.0) 18 (12.6)
1) Means 1 year before entering Korea
2) Means after entering Korea 
*P＜0.05,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efore and after entering Korea by χ2-test

중 47.5%가 친구와 거주하였고, 38.8%가 혼자 거주하

는 반면, 남학생은 71.4%가 친구와 거주하였다. 

2. 식사 섭취 실태 변화

과일과 채소의 섭취 변화는 Table 2에 제시하였

다. 전체 학생의 하루에 먹는 과일 종류를 보면 하

루에 3종 이상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학 전에 

30.1%에서 유학 후 2.8% 감소되었으며 따라서 유학 

후 남녀 학생 모두 과일의 섭취 횟수가 감소되었다

(P＜0.001). 유학 후 과일을 안 먹는 이유는 인스턴

트 식품이 편리해서(21.0%), 가격이 비싸서(14.0%),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5.6%), 시간 부족(5.6%)의 순

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채소를 3종 이상 먹는 것

으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중국에서 60.1%, 한국

에서는 31.5%로 감소했다. 따라서 채소 먹는 종류

도 유학 전후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P＜0.001). 이런 현상은 남녀 학생 모두에서 나타

났다. 유학 후 채소를 안 먹는 이유는 해주는 사람

이 없어서(18.9%), 시간이 없어서(12.6%), 보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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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in consumption of fast food, late-night snacks and eating out in Chinese students.

Variables
Male (n=63) Female (n=80) Total (N=143)

Before1)  After2)
χ

2-value Before After χ
2-value  Before After χ

2-value

Frequency of fast food consumption 10.26* 10.04* 16.17**

   1∼2 times a month 32 (50.8) 16 (25.4) 47 (58.8) 35 (43.8) 79 (55.2) 51 (35.7)

   3∼4 times a month 22 (34.9) 32 (50.8) 28 (35.0) 27 (33.8) 50 (35.0) 59 (41.3)

   2 times a week 6 ( 9.5) 7 (11.1) 5 ( 6.3) 14 (17.5) 11 ( 7.7) 21 (14.7)

   3 times a week 0 ( 0.0) 2 ( 3.2) 0 ( 0.0) 2 ( 2.5) 0 ( 0.0) 4 ( 2.8)

   Above 4 times a week 3 ( 4.8) 6 ( 9.5) 0 ( 0.0) 2 ( 2.5) 3 ( 2.1) 8 ( 5.6)

Fast food types  6.72 30.61*** 29.81***

   Hamburger 25 (39.7) 24 (38.1) 29 (36.3) 9 (11.3) 54 (37.8) 33 (23.1)

   Chicken 7 (11.1) 16 (25.4) 6 ( 7.5) 33 (41.3) 13 ( 9.1) 49 (34.3)

   Pizza 3 ( 4.8) 8 (12.7) 3 ( 3.8) 6 ( 7.5) 6 ( 4.2) 14 ( 9.8)

   Fried potato 1 ( 1.6) 2 ( 3.2) 6 ( 7.5) 4 ( 5.0) 7 ( 4.9) 6 ( 4.2)

   Other 4 ( 6.3) 1 ( 1.6) 2 ( 2.5) 1 ( 1.3) 6 ( 4.2) 2 ( 1.4)

Reason for frequent fast food  2.39  4.23  6.43

   Tasty 11 (17.5) 24 (38.1) 14 (17.5) 15 (18.8) 25 (17.5) 29 (20.1)

   Easy to buy 12 (19.0) 16 (25.4) 18 (22.5) 16 (20.0) 30 (21.0) 30 (20.8)

   Convenient rather than rice 15 (23.8) 11 (17.4) 12 (15.0) 20 (25.0) 27 (18.9) 42 (29.3)

Frequency of late-night snacks 30.61*** 15.64** 40.13***

   ＜1∼2 times a month 43 (68.3) 14 (22.2) 52 (65.0) 30 (37.5) 95 (66.4) 44 (30.8)

   3∼4 times a month 13 (20.6) 25 (39.7) 14 (17.5) 21 (26.3) 27 (18.9) 46 (32.2)

   2 times a week 2 ( 3.2) 12 (10.6) 7 ( 8.8) 14 (17.5) 9 ( 6.3) 26 (18.2)

   3 times a week 3 ( 4.8) 9 (14.2) 0 ( 0.0) 4 ( 5.0) 3 ( 2.1) 13 ( 9.1)

   >4 times a week 2 ( 3.2) 3 ( 4.8) 2 ( 2.5) 1 ( 1.3) 4 ( 2.8) 4 ( 2.8)

   Every day 0 ( 0.0) 0 ( 0.0) 5 ( 6.3) 10 (12.5) 5 ( 3.5) 10 ( 7.0)

Types of late-night snacks 28.71*** 24.81*** 46.90***

   Roast chicken 12 (19.0) 14 (22.2) 3 ( 3.8) 27 (33.8) 15 (10.5) 41 (28.7)

   Pizza 2 ( 3.2) 25 (39.7) 1 ( 1.3) 2 ( 2.5) 3 ( 2.1) 27 (18.9)

   Boiled pork, pork hocks 13 (20.6) 13 (20.6) 15 (18.8) 11 (13.8) 28 (19.6) 24 (16.8)

   Flour based food 6 ( 9.5) 6 ( 9.5) 7 ( 8.8) 4 ( 5.0) 13 ( 9.1) 10 ( 7.0)

   Confectionary 0 ( 0.0) 2 ( 3.2) 2 ( 2.5) 0 ( 0.0) 2 ( 1.4) 2 ( 1.4)

   Icecream 7 (11.1) 3 ( 4.8) 23 (28.8) 0 ( 0.0) 30 (21.0) 3 ( 2.1)

   Fruits 0 ( 0.0) 0 ( 0.0) 0 ( 0.0) 14 (17.5) 0 ( 0.0) 14 ( 9.8)

Frequency of eating out  7.68 18.08** 19.15**

   ＜1∼2 times a month 12 (19.0) 12 (19.0) 22 (27.5) 14（17.5) 34 (23.8) 26 (18.2)

   3∼4 times a month 32 (50.8) 28 (44.4) 35 (43.8) 18（22.5) 67 (46.9) 46 (32.2)

   2 times a week 14 (22.2) 10 (15.9) 17 (21.3) 27（33.8) 31 (21.7) 37 (25.9)

   3 times a week 0 ( 0.0) 6 ( 9.5) 1 ( 1.3) 6（ 7.5) 1 ( 0.7) 12 ( 8.4)

   4 times a week 5 ( 7.9) 7 (11.1) 5 ( 6.3) 15（18.8) 10 ( 7.0) 22 (15.4)

   Every day 0 ( 0.0) 0 ( 0.0) 0 ( 0.0) 0（ 0.0) 0 ( 0.0) 0 ( 0.0)
1) Means 1 year before entering Korea
2) Means after entering Korea 
*P＜0.05, **P＜0.01,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efore and after entering Korea by χ2-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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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in dietary attitude on food preparation of Chinese students.

Variables
Male (n=63) Female (n=80) Total (N=143)

Before1) After2) t or 
χ

2-value Before After t or 
χ

2-value Before After t or 
χ

2-value

How often do you cook Chinese meal per day - 0.71±0.91 - - 0.66±0.84 - - 0.69±0.87 -

Do you eat food by cooking at home?  7.24***  2.15  7.92**

   Yes 10 (15.9) 23 (36.5) 26 (32.5) 35（43.8) 36 (25.2) 58 (40.6)

   No 53 (84.1) 39 (61.9) 54 (67.5) 45（56.3) 107 (74.8) 84 (58.7)

Reason for not cooking at home 25.23*** 16.50** 38.74***

   Getting from family or relatives 24 (38.1) 2 ( 3.2) 27 (33.8) 5（ 6.3) 51 (35.7) 7 ( 4.9)

   Donʼt know how to cook 6 ( 9.5) 4 ( 6.3) 9 (11.3) 9（11.3) 15 (10.5) 13 ( 9.1)

   Lack of cooking space 11 (17.5) 9 (14.3) 6 ( 7.5) 9（11.3) 17 (11.9) 18 (12.6)

   Irritatingly 8 (12.7) 12 (19.0) 6 ( 7.5) 8（10.0) 14 ( 9.8) 20 (14.0)

   Lack of cooking time due to par-time job 0 ( 0.0) 7 (11.1) 3 ( 3.8) 7（ 8.8) 3 ( 2.1) 14 ( 9.8)

   Etc 4 ( 6.3) 4 ( 6.3) 5 ( 6.3) 6（ 7.5) 9 ( 6.3) 10 ( 7.0)
1) Means 1 year before entering Korea
2) Means after entering Korea 
**P＜0.01,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efore and after entering Korea by χ2-test

려워서(8.4%), 가격이 비싸서(8.4%) 순으로 나타났다. 
채소를 먹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중국에서는 

95.1%가 ‘볶아서 먹기’로 응답했으나 한국에서는 ‘그냥 

먹는다’(28.0%), ‘비벼서 먹는다’(26.6%), ‘볶아서 먹는

다’(24.5%), ‘채소 수프’(9.8%), ‘샐러드 해서 먹는

다’(8.4%) 순으로 답하여 먹는 방법에 유의적인 차

이가 나타났다(P＜0.001).
주식, 주식대용 가공식품 및 음료수 섭취에 대한 

자료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주식으로 쌀밥을 먹

는 학생이 중국에서는 69.9%였으나 유학 후 92.3%
로 증가하였다. 보리밥이 유학 전 24.5%에서 0.7%로 

감소하였고, 밀가루는 한국 오기 전 5.6%에서 유학 

후 1.4%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학 전후 주식이 두 

군간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01). 이런 현상은 

남녀 모두에서 나타났다. 빵, 라면 등 주식대용 가

공식품을 매주 3∼4회 먹는 전체 학생은 유학 전 

14.7%에서 29.4%로, 매주 5회 이상 먹는 경우는 유

학 전 2.1%에서 14.0%로 나타나 유학 전후 가공식

품을 먹는 빈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유학 전후 빵과 라면을 

먹는 빈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유학 후 가공식품을 먹는 이유는 편리해서(33.6%),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21.0%), 맛이 있어서(5.6%)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좋아하는 음료수를 조사한 결과 ‘거

의 안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은 유학 전후 비슷하였

다. 그러나 탄산 음료수를 좋아하는 비율은 유학 전

후 각 24.5%에서 18.9%, 차를 좋아하는 비율도 25.2%
에서 14.7%로 감소한 반면, 커피를 좋아하는 비율은 

4.2%에서 24.5%로 크게 증가하였다(P＜0.001). 
인스턴트 식품, 야식 및 외식의 섭취에 대해서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패스트푸드를 먹는 빈도는 

유학 온 후에 증가 추세를 보였다. 매주 4회 이상 

먹는 비율이 2.1%에서 5.6%가 되었고, 매주 2∼3회 

먹는 비율이 7.7%에서 17.5%로 거의 10%가 증가하

였다. 따라서 유학 전후 패스트푸드를 먹는 빈도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남학생이 중국에

서 한 달에 1∼2회 먹는 빈도가 가장 많았으나

(50.8%), 한국에서는 한 달에 3∼4회 먹는 빈도가 제

일 많게(50.8%) 나타났다. 유학 후 남학생들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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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s in health-related life styles of Chinese students.

Variables
Male (n=63) Female (n=80) Total (N=143)

Before1)  After2)
χ

2-value Before After χ
2-value Before After χ

2-value

Sleeping time 51.86*** 60.85*** 110.33***

   Before 10 PM 6 ( 9.5) 2 ( 3.2) 18（22.5) 0（ 0.0) 24 (16.8) 2 ( 1.4)

   10∼12 PM 42 (66.7) 6 ( 9.5) 42（52.5) 12 (15.0) 84 (58.7) 18 (12.6)

   After 12 PM 15 (23.8) 55 (87.5) 20（25.0) 68 (85.0) 35 (24.5) 123 (86.0)

Sleeping period per day  6.93* 13.48*  18.36***

   ＜6 hours 0 ( 0.0) 6 ( 9.5) 4（ 5.0) 13 (16.3) 4 ( 2.8) 19 (13.3)

   6∼8 hours 52 (82.5) 50 (79.4) 49（61.3) 57 (71.3) 101 (70.6) 107 (74.8)

   8∼10 hours 11 (17.5) 7 (11.1) 26（32.5) 10 (12.5) 37 (25.9) 17 (11.9)

   ＞10 hours 0 ( 0.0) 0 ( 0.0) 1（ 1.3) 0（ 0.0) 1 ( 0.7) 0 ( 0.0)

Duration of watching TV/playing computer game  9.83*  6.41  14.43**

   ＜1 hour 9 (14.3) 10 (15.9) 12（15.0) 9 (11.3) 21 (14.7) 19 (13.3)

   2∼3 hours 41 (65.1) 25 (39.7) 35（43.8) 25 (31.3) 76 (53.1) 50 (35.0)

   ＞4 hours 13 (20.6) 28 (44.4) 33（41.3) 43 (53.8) 46 (32.2) 71 (49.7)

Exercise types  8.37*  0.03   6.48

   No exercise 14 (22.2) 21 (33.3) 44（55.0) 45 (56.3) 58 (40.6) 66 (46.2)

   Aerobic exercise 46 (73.0) 32 (50.8) 36（45.0) 35 (43.5) 82 (57.3) 67 (46.9)

   Anaerobic exercise 3 ( 4.8) 10 (15.9) 0（ 0.0) 0 ( 0.0) 3 ( 2.1) 10 ( 7.0)

Exercise duration  3.10  0.55   0.85

   ＜14 min 8 (12.7) 6 ( 9.5) 11（13.8) 11 (13.8) 19 (13.3) 17 (11.9)

   15∼19 min 11 (17.5) 9 (14.3) 9（11.3) 11 (13.8) 20 (14.0) 20 (14.0)

   20∼29 min 3 ( 4.8) 8 (12.7) 21（26.3) 20 (25.0) 24 (16.8) 28 (19.6)

   ＞30 min 13 (20.6) 10 (15.9) 19（23.8) 17 (21.3) 32 (22.4) 27 (18.9)

   ＞1 hour 23 (36.5) 22 (34.9) 8（10.0) 6 ( 7.5) 31 (21.7) 28 (19.6)

Experience for jobs or part time job 35.77*** 14.16**  46.86***

   Yes 29 (46.0) 12 (19.0) 46（57.5) 38 (47.5) 75 (52.4) 50 (35.0)

   No 34 (54.0) 24 (38.1) 34（42.5) 29 (36.3) 68 (47.6) 53 (37.1)
1) Means 1 year before entering Korea
2) Means after entering Korea 
*P＜0.05, **P＜0.01,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efore and after entering Korea by χ2-test

먹는 패스트푸드는 햄버거(38.1%), 치킨(25.4%), 피자

(12.7%) 순이었다. 여학생도 패스트푸드를 먹는 빈도

가 매주 2회 이상 먹는 비율이 6.3%에서 22.5%로 

증가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유학 전후 주로 먹는 패

스트푸드가 모두 햄버거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유학 

전에는 햄버거(36.3%)가 1위에서 유학 후에는 치킨

(41.3%)이 1위로 바뀌었다. 유학 후 패스트푸드를 먹

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밥보다 편리해서(29.3%), 구

매가 쉬워서(20.8%), 맛이 있어서(20.1%)의 순서로 나

타났다. 
전체 학생에서 유학 전에는 야식 횟수가 한 달에 

1∼2회 섭취하는 학생 비율이 66.4%로 가장 높았으

나, 유학 후에는 한 달에 3∼4회 섭취하는 학생의 비

율이 가장 높았다. 매주 2∼4회 이상 야식을 먹는 비

율도 14.7%에서 18.9%로 증가하였다(P＜0.001). 남녀 

모두 야식 섭취 빈도가 유학 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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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hanges in status of smoking and drinking of Chinese students.

Variables
Male (n=63) Female (n=80) Total (N=143)

Before1)  After2) t or
χ

2-value Before After t or
χ

2-value Before After t or
χ

2-value

Frequency of drinking 2.28 2.19 3.79

   Not drink at all 31 (49.2) 24 (38.1) 49 (61.3) 45 (56.3) 80 (55.9) 69 (48.3)

   2∼3 times a month 22 (34.9) 26 (41.3) 24 (30.0) 23 (28.8) 46 (32.2) 49 (34.3)

   1∼2 times a week 9 (14.3) 10 (15.9) 5 ( 6.3) 7 ( 8.8) 14 ( 9.8) 17 (11.9)

   3∼4 times a week 1 ( 1.6) 3 ( 4.8) 2 ( 2.5) 4 ( 5.0) 3 ( 2.1) 7 ( 4.9)

   Every day 0 ( 0.0) 0 ( 0.0) 0 ( 0.0) 1 ( 1.3) 0 ( 0.0) 1 ( 0.7)

Drinking types 2.20 10.37* 9.01

   Beer 42 (66.7) 44 (69.8) 35 (43.8) 32 (40.0) 77 (53.8) 76 (53.1)

   Kaoliang liquor 4 ( 6.3) 5 ( 7.9) 6 ( 7.5) 1 ( 1.3) 10 ( 7.0) 6 ( 4.2)

   Wine 3 ( 4.8) 2 ( 3.2) 2 ( 2.5) 4 ( 5.0) 5 ( 3.5) 6 ( 4.2)

   Liquor (whisky etc) 0 ( 0.0) 2 ( 3.2) 0 ( 0.0) 1 ( 1.3) 0 ( 0.0) 3 ( 2.1)

   Traditional liquor 0 ( 0.0) 0 ( 0.0) 0 ( 0.0) 5 ( 6.3) 0 ( 0.0) 5 ( 3.5)

Number of glasses per drinking occasion 2.5±2.63) 2.7±2.4 0.57 2.2±3.2 2.1±3.5 0.37 2.3±2.9 2.3±3.1 0.09

Smoking status 1.39 4.97 6.13*

   Smoking 8 (12.7) 7 (11.1) 13 (16.3) 10 (12.5) 21 (14.7) 17 (11.9)

   Smoked but not smoking now 2 ( 3.2) 5 ( 7.9) 2 ( 2.5) 9 (11.3) 4 ( 2.8) 14 ( 9.8)

   Never smoking 53 (84.1) 51 (81.0) 65 (81.3) 61 (76.3) 118 (82.5) 112 (78.3)

Number of smoking cigarette per day 0.8±2.5 1.2±3.6 1.16 1.3±3.7 0.6±2.4 3.24** 1.1±3.3 0.9±3.0 1.12
1) Means 1 year before entering Korea
2) Means after entering Korea 
3) Means±SD
*P＜0.05,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efore and after entering Korea by either paired t-test or χ2-test

다(P＜0.001).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매일 야식을 

하는 학생도 12.5%이나 되었다. 남학생이 중국에서 

주로 먹는 야식은 보쌈과 족발, 치킨, 아이스크림의 

순서였고 한국에서는 피자, 치킨, 보쌈과 족발의 순

서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주로 먹는 야식은 중국에

서 아이스크림, 보쌈과 족발, 과자류의 순서였으나 

한국에서는 치킨, 과일, 보쌈과 족발의 순서였다. 또
한 유학 후 남학생은 야식으로 과일을 전혀 먹지 

않은 것에 비해 17.5%의 여학생은 야식으로 과일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외식 빈도

도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고(P＜0.01) 특히 여

학생의 경우 한 달에 1∼4회 외식하는 비율이 71.3%
에서 40.0%로 감소한 반면, 주 2회 이상 외식하는 

학생의 비율이 28.9%에서 60.1%로 유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P＜0.01).

3. 식태도 변화

전체 학생 중 하루에 중국 음식을 요리하는 횟수

는 평균 0.69회였고 남학생은 0.71회 여학생은 0.66
회였다(Table 5).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남학생은 중국에서 15.9%가 집에서 

만들어 먹었으나 유학 후 36.5%로 증가하여 유의적

인 변화를 보였다(P＜0.001). 그러나 여학생은 32.5%
에서 43.8%로 증가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

었다.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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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tress status of Chinese students in South Korea. 

  Variables Male (n=63) Female (n=80) Total (N=143) χ
2 or t-value

Main causes of stress last month  7.9

   Work, Job or University 39 (61.9) 58 (72.5) 97 (67.8)

   Personal relation 8 (12.7) 10 (12.5) 18 (12.6)

   Change of personal relation 1 ( 1.6) 5 ( 6.3) 6 ( 4.2)

   Disease or injury of myself or others  1 ( 1.6) 0 ( 0.0) 1 ( 0.7)

   Financial affairs 9 (14.3) 6 ( 7.5) 15 (10.5)

   Unusual events 0 ( 0.0) 0 ( 0.0) 0 ( 0.0)

   Boring daily life 4 ( 6.3) 1 ( 1.3) 5 ( 3.5)

Feel uncomfortable 2.1±0.9 2.1±1.2 2.1±1.1 –0.5

Afraid of not achieving my goal 2.6±1.1 3.0±1.2 2.8±1.1 –2.1

Feeling not to solve my problem 2.7±1.1 2.6±1.2 2.6±1.2  0.2

Worry too much 2.5±1.1 2.4±1.1 2.5±1.1  0.6

Afraid of future 2.3±1.0 2.4±1.3 2.4±1.2 –0.8

Feeling getting blame from other person 2.3±1.2 1.8±1.0 2.0±1.1  2.7*

Get tired 2.5±1.2 2.3±1.1 2.4±1.2  1.0

Difficulty of relaxing 2.4±1.2 2.2±1.2 2.3±1.2  0.6

Get angry 1.9±0.9 1.9±0.9 1.9±0.9  0.0

Sigh 2.4±1.1 2.1±1.1 2.2±1.1  1.4

Lose self-confidence 2.2±1.0 1.9±1.0 2.1±1.0  1.6

Lose will 2.2±1.1 2.0±1.1 2.1±1.1  0.9

Become nervous 2.2±1.1 2.0±1.1 2.1±1.1  0.8

Behave roughly 1.7±1.0 1.3±0.7 1.5±0.9  2.6***

Wish to destroy something 1.5±0.8 1.3±0.8 1.4±0.8  1.4

Become impatient 2.2±1.1 1.9±1.0 2.1±1.1  1.5*

Thinking myself as useless one 1.8±1.0 1.7±0.9 1.7±0.9  0.2

Dislike moving 2.4±1.3 2.5±1.2 2.5±1.2 –0.7

Wish to think nothing 2.1±1.0 2.1±1.2 2.1±1.1 –0.3

Dislike myself 1.7±1.0 1.6±0.9 1.6±1.0  0.5

Mean stress score 43.3±14.5 41.3±15.1 42.2±14.8 68.9*
*P＜0.05, ***P＜0.011: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by t-test

‘가족, 친지가 만들어 주어서’ 3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방 공간이 없어서’ 11.9%, ‘요리를 할 

줄 몰라서’ 10.5%의 순서였다. 그러나 유학 후 한국

에서는 ‘귀찮아서’가 1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이 ‘주방 공간이 없어서’ 12.6%, ‘아르바이트나 업무

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 9.8%의 순서였다. 특히 남

학생은 유학 후 주로 ‘귀찮아서’나 ‘주방 공간이 없

어서’ 요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

은 ‘요리를 할 줄 몰라서’나 ‘주방 공간이 없어서’ 
요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생활습관, 음주 및 흡연 실태 변화

전체 학생들이 유학 오기 전에는 밤 10시 전에 

잠자는 학생 비율이 16.8%였으나 유학 후는 밤 10시 

전에 자는 비율이 1.4%로 감소하였고, 밤 12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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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Health perception, smoking and drinking pattern of 
Chinese students by level of stress.

Variables LS1) 
(n=75)

HS2) 
(n=68)

Total 
(N=143)

t or 
χ2-test

Perception on health status  12.1*

    Good 33 (44.0) 25 (36.7) 58 (40.6)

    So so 33 (44.0) 22 (32.4) 55 (38.5)

    Bad 9 (12.0) 21 (30.9) 30 (21.0)

Frequency of drinking   4.0

    Not drink at all 38 (50.7) 31 (45.6) 69 (48.3)

    2∼3 times a month 28 (37.3) 21 (30.9) 49 (34.3)

    1∼2 times a week 6 ( 8.0) 11 (16.2) 17 (11.9)

    3∼4 times a week 3 ( 4.0) 4 ( 5.9) 7 ( 4.9)

    Every day 0 ( 0.0) 1 ( 1.5) 1 ( 0.7)

Drinking types   0.6

    Beer 39 (50.0) 37 (56.9) 76 (53.1)

    Kaoliang liquor 3 ( 3.8) 3 ( 4.6) 6 ( 4.2)

    Wine 3 ( 3.8) 3 ( 4.6) 6 ( 4.2)

    Liquor (whisky etc) 1 ( 1.3) 2 ( 3.1) 3 ( 2.1)

    Traditional liquor 2 ( 2.6) 3 ( 4.6) 5 ( 3.5)

Number of glasses per 
drinking occasion

 2.1±2.8 2.6±3.3 2.3±3.1   1.8

Smoking status   1.8

    Smoking 7 ( 9.3) 10 (14.7) 17 (11.9)

    Smoked but not 
smoking now

6 ( 8.0) 8 (11.8) 14 ( 9.8)

    Never smoking 62 (82.7) 50 (73.5) 112 (78.3)

Number of cigarette per day 0.73±2.8 1.49±3.7 0.9±3.0   2.1*
1) LS: Low stress group (total stress score ＜40)
2) HS: High stress group (total stress score ≥40)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low and high stress 
groups by either t-test or χ2-test

잠자는 학생 비율이 24.5%에서 86.0%로 크게 증가

하였다(Table 6). 전체 학생의 2/3 정도가 유학 후 6∼
8시간 자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학생이 하루에 TV나 컴퓨터를 하는 시간은 

3시간 이내 비율은 67.8%에서 48.3%로 감소하였고 

4시간 이상 하는 비율이 32.2%에서 49.7%로 증가했

다(P＜0.01). 
운동 상황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운동을 안 한다’

의 비율이 22.2%에서 33.3%로 증가했다(P＜0.05). 
데이터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운동의 종류로는 유산

소 운동이 약간 줄어들고 무산소 운동의 비율이 약

간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줬다. 그러나 여학생은 유

학 후 운동 정도에 차이가 없었으며, 56.3%가 운동

을 안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유학 전에는 52.4%, 유학 후 35.0%가 ‘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하고 있지 않다’가 37.1%되었다. 유학 

후 아르바이트 하는 상황은 남학생이 19.0%, 여학생

이 47.5%였다.
전체 학생이 술을 마시는 빈도는 ‘거의 안 마신다’

가 유학 전 55.9%, 유학 후 48.3%였다(Table 7). 한 

달에 2∼3회 마시는 비율은 중국에서 32.2%, 한국에

서 34.3%로 나타났고 매주 1회 이상 마시는 비율은 

11.9%에서 17.5%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유의적이지 

않았다. 유학 후 남학생들이 주로 마시는 술의 종류

는 맥주(69.8%), 고량주(7.9%)였고 여학생은 맥주

(40.0%), 막걸리(6.3%)였다. 유학 후 남학생이 매번 

마시는 평균 양은 2.7잔, 여학생은 2.1잔이었다.
전체 학생의 흡연 상황은 유학 전 14.7%가 흡연

했고, 유학 후 11.9%가 흡연을 하고 있었다. 유학 

후 남학생의 흡연율이 11.1%, 여학생은 12.5%였다. 
유학 후 하루 흡연량은 남녀 각 1.2개비와 0.6개비였

다. 여학생 흡연자는 유학 전에 하루에 1.3개비를 

피웠는데, 유학 후 0.6개비를 피고 있어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P＜0.01).

5. 스트레스 정도와 음주ㆍ흡연 실태 및 식행동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은 원인을 

질문한 결과 일이나 직업 및 학교와 관련된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남녀 각 61.9%, 72.5%로 가

장 컸다(Table 8). 전체 학생의 스트레스 평균 점수

는 42.2점이었고, 남학생이 43.3점, 여학생 41.3점으

로 나타나 남학생이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

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스트레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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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ntinued. 

Variables LS1) 
(n=75)

HS2) 
(n=68)

Total 
(N=143) χ

2-test

Property of meal size   6.2

   Overeat always 7 ( 9.3) 3 ( 4.4) 10 ( 7.0)

   Tend to overeat 21 (28.0) 10 (14.7) 31 (21.7)

   Eat appropriately 37 (49.3) 41 (60.3) 78 (54.5)

   Eat hungerly 8 (10.7) 12 (17.6) 20 (14.0)

   Eat a little bit 2 ( 2.7) 2 ( 2.9) 4 ( 2.8)

Type of preferred beverage  10.7*

   No drink at all 24 (32.0) 18 (26.5) 42 (29.4)

   Soft drink 10 (13.3) 17 (25.0) 27 (18.9)

   Tea 10 (13.3) 11 (16.2) 21 (14.7)

   Coffee 16 (21.3) 19 (27.9) 35 (24.5)

   Juice 15 (20.0) 3 ( 4.4) 18 (12.6)
1) LS: Low stress group (total stress score <40)
2) HS: High stress group (total stress score ≥40)
*P＜0.05,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low and high 
stress groups by χ2-test

Table 10. Dietary behaviors of Chinese students by level of st-
ress. 

Variables LS1) 
(n=75)

HS2) 
(n=68)

Total 
(N=143) χ2-test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2.3

   Always 21 (28.0) 13 (19.1) 34 (23.8)

   Often 23 (30.7) 20 (29.4) 43 (30.1)

   Seldom 23 (30.7) 24 (35.3) 47 (32.9)

   Never 8 (10.7) 11 (16.2) 19 (13.3)

Reason for skipping meal   9.9*

   Habitually 2 ( 2.6) 11 (16.9) 13 ( 9.1)

   Lack of appetite 10 (12.3) 5 ( 7.7) 15 (10.5)

   Lack of time 36 (46.2) 31 (47.7) 67 (46.9)

   Etc 12 (15.4) 6 ( 9.2) 18 (12.6)

Accompanying behavior when eating  14.8**

   Only eat without 
anything

28 (37.3) 15 (22.1) 43 (30.1)

   Reading book or 
newspaper 

7 ( 9.3) 1 ( 1.5) 8 ( 5.6)

   Watching TV 12 (16.0) 28 (41.2) 40 (28.0)

   Talking 28 (37.3) 24 (35.3) 52 (36.4)

Frequency of meal regularity   8.3

   Always  15 (20.0) 7 (10.3) 22 (15.4)

   Often 37 (49.3) 29 (42.6) 66 (46.2)

   Normal 10 (13.3) 7 (10.3) 17 (11.9)

   Seldom 12 (16.0) 21 (30.9) 33 (23.1)

   Never 1 ( 1.3) 4 ( 5.9) 5 ( 3.5)

Reason for irregular meal  24.9**

   Lack of appetite  12 (15.4) 4 ( 6.2) 16 (11.2)

   Lack of digestion 3 ( 3.8) 1 ( 1.5) 4 ( 2.8)

   Snacks Overeating 2 ( 2.6) 2 ( 3.1) 4 ( 2.8)

   Weight control 3 ( 3.8) 5 ( 7.7) 8 ( 5.6)

   Save money 1 ( 1.3) 1 ( 1.5) 2 ( 1.4)

   Lack of time 32 (41.0) 30 (46.2) 62 (43.4)

   Etc 13 (16.7) 23 (35.4) 36 (25.2)

항목 중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거나 심판받는

다고 느껴진다’, ‘행동이 거칠어졌다’, ‘참을성이 없

다’의 문항에서 남녀 간 답변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P＜0.001).
스트레스 관련 문항은 20개이고 각 문항을 5점 

만점으로 하여 스트레스 점수를 총 100점으로 하고 

스트레스 점수가 40점 이상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룹(High stress group, HS군)으로, 40점 미만이

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군(Low stress group, LS군)
으로 나누어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건강인지, 음주 

및 흡연 실태를 비교해 본 결과 HS군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30.9%로, LS
군의 12.0%보다 높았다(Table 9). 또한 음주 실태에

서는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으나 하루 흡연량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유의적

인 차이가 있었다(P＜0.05). HS군이 하루 피우는 담

배는 평균 1.49개비였고, LS군은 평균 0.73개비였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식행동 차이는 Table 10에 

제시하였다. 아침식사 여부는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아침식사를 전혀 안 먹는 

사람의 비율이 LS군은 10.7%, HS군은 16.2%로 나타

났다.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이유는 HS군에서 습관

적으로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비율이 LS군보다 높았

고, LS군에서는 시간 부족이나 식욕이 없어 아침식

사를 결식하는 비율이 높아 두군 간에 차이가 있었

다(P＜0.05). 또한 LS군은 식사 때 식사에만 열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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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율(37.3%)이 높은 반면, HS군에서는 TV를 시

청하면서 식사를 하는 비율(41.2%)이 높아 식사 시 

수반하는 행동이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

이가 있었다(P＜0.01). 또한 음료수 섭취 양상은 스트

레스 정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P＜0.05) 
LS군은 음료수로 커피나 주스를 마시는 비율이 높

은 반면, HS군에서는 커피나 탄산 음료수를 마시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식생활 패턴은 하루 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

라 오랜기간 동안 식품의 소비 습관이나 그들이 생

활해 온 환경적 요소에 따라 적응해 오면서 형성되

는 것이다. 유학이나 이민을 가게 되면 언어뿐만 아

니라 생활환경과 식문화 등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외국에서 식생활 변화를 잘 극복하면 유학생

활에 적응이 빠를 수 있다(Holmboe-Ottesen & Wandel 
2012). 

유학 전후 식사 섭취실태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는 50% 이상의 학생이 하루에 3∼4종류의 

신선한 채소를 먹었으나 유학 중에는 하루에 1∼2
종류의 채소를 먹는 빈도가 가장 많았고, 과일의 섭

취 빈도도 감소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한국에 거주한지 1년 이상인 중국 유학생이 

채소, 과일 섭취가 감소하고 라면, 패스트푸드 섭취

가 증가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Zhu 2012)와 유사하

였다. 
전체 학생이 중국에 있을 때 주식은 69.9% 쌀밥, 

24.5% 보리밥, 5.6% 밀가루였으나 유학 후에는 쌀밥 

92.3%, 보리밥 0.7%, 밀가루는 국수 포함하여 7.0%
였다. 탄수화물은 총 에너지 섭취량이나 혈당 조절

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탄수화물의 종류나 섭취 형

태가 비만은 물론 당뇨병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요

소로 지적되고 있다(Pereira 등 2002). 탄수화물 의존

도가 높은 한국은 백미밥 대신 단백질, 수분과 식이

섬유의 함량이 높은 잡곡밥의 섭취로 전체 에너지 

섭취량을 줄여주고 장기적으로는 체중 감량에도 효

과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잡곡밥들은 백미밥에 비해 

낮은 혈당지수를 나타낸다(Lee 등 1997; Pereira 등 

2002; Jung 등 2009). 또한 빵, 라면 등 가공식품을 

매주 3회 이상 먹는 비율이 유학 전 18.2%에서 현

재 45.5%가 되었다. 그중 매일 먹는 남학생은 유학 

전 6.4%에서 유학 후 14.3%로 여학생은 1.3%에서 

17.5%로 증가하였다. Choi 등(2012)의 연구에서 저탄

수화물 식사보다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경우 여

성 비만에 더 높은 위험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Lee 등(2011a)의 연구에서는 빵, 라면, 국수 등을 좋

아하는 식사패턴은 복부비만과 고콜레스테롤혈증과 

상관성이 있었다. 따라서 중국 유학생의 쌀밥 섭취 

증가와 이러한 가공식품의 증가가 과체중 및 비만 

증가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라면 등의 가공

식품을 지속적으로 먹을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

을 주므로 가공음식 대신 편리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중국 유학생들이 유학 후에 음료수를 마시는 패

턴도 많이 바뀌었다. 콜라 등 탄산 음료수와 차를 

마시는 학생은 적어지고 커피를 마시는 학생이 20%
정도 증가했다. 그중 남학생이 차를 좋아하는 비율

이 감소하였다. 옛날에 차는 약으로 사용했고 차의 

다양한 생리적인 효과가 이미 과학적으로 인증을 

받고 있다. 특히 녹차는 항산화 효과에 좋은 카테킨 

등의 미량영양성분(phytochemicals)을 함유하고 있다

(Greenberg 등 2005). 또한 Nagao 등(2007)의 연구에

서 일본 남자를 대상으로 일정량의 카테킨이 함유

된 음료수를 12개월 마시게 하였을 경우 카테킨 함

유 음료를 마시지 않은 대조군보다 체중이 유의적

으로 감소했다. 또한 고에너지의 고지방 사료를 섭

취시킨 쥐에게 4주간 폴리페놀 농도를 달리한 차를 

먹인 결과 폴리페놀을 더 많이 섭취한 쥐가 지방 

함량이 적었고 혈액 중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

테롤, 중성지방의 함량도 적었다(Ning 등 2008).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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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중국 유학생들에게 커피보다 차 섭취의 장점

을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식생활의 간편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가

정 내 식사보다는 외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

고 있다(Chung 등 2006). 중국 유학생의 외식 빈도

는 매주 3∼4회 이상 외식한다는 비율이 7.7%에서 

23.8%로 증가되었다. 야식 빈도도 매주 3일 이상 먹

는 경우가 8.4%에서 18.9%로 증가되었다. 남녀 두군 

모두 유의적으로 야식 빈도가 증가하였다. Colles 등
(2007)의 연구에 의하면 정상체중군보다 비만한 사

람이 야식을 먹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Lee 등(2015)의 연구에서 한국으로 유학한 중국 남

학생의 과체중 및 비만이 증가한 것도 패스트푸드

나 야식 섭취의 증가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전체 학생들의 운동 상황을 보면 운동을 안 하는 

학생의 비율이 5.6% 증가하였다. 남학생은 운동을 

안 하는 학생의 비율이 22.2%에서 유학 후 33.3%로 

증가되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같이 운동할 친구

가 없거나 시간이 없었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

도 장기간 TV 시청하기, 신체활동 부족 시 비만이 

증가되었다(Park & Kim 2003; Villareal 등 2011). 체
중 감량에는 식사요법을 꾸준히 하면서 운동도 병

행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Andersen 등 1999). 운동 

습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바람직한 식습관으로 개

선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

킬 필요가 있다. 
취침 시간도 유학 전 58.7%가 밤 10∼12시에 취

침했으나 유학 후는 밤 12시 이후에 자는 학생이 

86.0%나 되었다. 밤 12시 이후 취침한 비율은 여학

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았다. 2007년 Centre for 
Obesity Research and Education(CORE)의 연구(Colles 
등 2007)에서 늦은 취침과 비만과의 상관성을 보여

주지 못했다. 그러나 잦은 간식 섭취와 스트레스는 

비만과 상관성이 있었다. 따라서 야식 섭취와 과잉

의 간식 섭취는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학생이 받는 스트레스는 학교, 직업 관련 

일 및 대인관계였다. 스트레스는 사람의 식습관과 

비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Torres ＆ Nowson 2007). 
전체 중국 유학생의 스트레스 평균점수는 42.2점
(100점 만점)이며 남학생이 43.3점, 여학생 41.3점으

로 나타나 남학생이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

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Lee 등(2011b)의 

연구에 의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모든 변

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문화적응 스트

레스의 각각 하위요인과 사회적 지지는 역의 상관

관계를,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삶의 질은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았으며 주관적 삶의 질은 낮았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Ng ＆ Jeffery(2003)는 스트레스와 식습관과의 상

관성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고지방 음

식을 많이 섭취하고 신체지수도 스트레스가 적은 

사람이 보다 크다고 하였다. Torres ＆ Nowson(2007)
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식사량 감소 또는 증가도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미국에서 해군 

전사들을 대상으로 식사연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
투를 시작한 첫 날에 68%의 전사들이 평상시 보다 

적게 먹었다. 주요한 이유는 시간 부족, 무서움, 긴

장 등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한다(Popper 등 1989). 
본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식습관 차이

를 조사하기 위하여 스트레스가 낮은 군과 높은 군 

두 개의 군으로 나눴다. 전체 대상자의 스트레스 평

균점수 40점을 기준으로 나눴다(Tserendejid 2012; 
Park 등 2015).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에서 본인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고 하루 피우는 흡연 개비수가 많았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군이 습관적으로 아침식사를 

결식하거나 식사 시 TV를 시청하면서 먹고 주스보

다 커피나 탄산 음료수를 마시는 등 식행동에 차이

가 있었다.
결국 중국 유학생이 한국에 오면 식생활 및 생활

습관 등이 변화하며 특히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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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태에 대한 인지 및 일부 식행동에 차이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이들 유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패스트푸드 섭취와 야식 빈도를 줄이고 쌀밥 대신 

잡곡밥의 섭취나 채소ㆍ과일 섭취 빈도를 늘리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

록 적절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며, 아울러 스트레스 

관리 방안이나 건전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는 생

활교육도 필요해 보인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에 유학 온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

로 유학 전후 식생활 및 생활습관의 변화,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체 143명 중 남학생은 63명(44.1%), 여학생은 

80명(55.9%)이었고 한국에 평균 체류시간 2.9년이

었다. 남학생은 71.4%가 친구와 거주하는 반면, 
여학생은 친구와 거주하는 학생은 47.5%이고 혼

자 거주하는 학생도 38.8%로 많았다. 
2. 주식으로 유학 전 69.9%는 쌀밥, 24.5%는 보리밥을 

먹었으나 유학 후 92.3%가 쌀밥을 먹었다. 채소ㆍ과

일 섭취 빈도도 한국에 온 후에 먹는 빈도와 양

이 유의적으로 줄었다(P＜0.001). 반면 패스트푸

드, 야식ㆍ외식의 빈도가 유학 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1, P＜0.001). 좋아하는 음료수

는 콜라 등 탄산 음료수이며 차 섭취는 줄었고 

커피 섭취는 증가하였다(P＜0.001). 
3. 유학 후 86.0% 이상의 학생이 취침시간이 밤 12시 

이후에 자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TV나 컴퓨터하

는 시간은 하루 4시간 이상인 학생이 49.7%나 되

었다. 남학생은 유학 후 운동하는 학생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줄었다(P＜0.05). 
4. 스트레스 정도는 전체 대상자는 42.2점(100점 만

점)으로 나왔고 여학생은 평균 41.3점으로 남학생 

43.3점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나(P＜0.05) 남학

생이 스트레스를 약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건강에 대한 인지 및 하루 

피우는 흡연 개비수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

다(P＜0.05).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군이 습관적

으로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또한 식

사 시 TV를 시청하면서 식사하는 비율이 유의적으

로 높았다(P＜0.01). 음료수 섭취 양상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P＜0.05).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에 온 후 식생활과 생활습관 등이 변화하였고 스트

레스 정도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유학

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의 식생활 

및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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