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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nutritional status and dietary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in Gangwon-do as well as the

effects of dietary education on them. Forty college students were recruited, and their dietary lifestyle was examined using an

Adult NQ questionnaire before and after dietary education. The questionnaire items were grouped into four categories:

balance, diversity, moderation, and dietary behavior. The mean NQ score out of 100 was 48.00. Among the three grades

of the NQ grade criteria, most subjects (50%) were in the lowest grade, which was poor. The mean scores of the NQ factors

were highest for moderation (68.76%), followed in order by diversity (50.81%), dietary behavior (45.66%), and balance

(21.01%). Compared to the criterion value, moderation was only good, and balance was the wors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nutritional status of the subjects is poor.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areas of the NQ

score (53.7), balance (29.22) and dietary behavior (56.77) after dietary education. Nevertheless, the ‘balance’ area

remained lower than the average, highlighting the need for education on food intake to enable diverse food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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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로,

이 시기의 식생활 습관 및 영양 상태는 앞으로 다가올 성인

기와 노년기의 건강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Kim

2003; Kim 등 2013; Kim 2015). 하지만 대학생들은 자취,

하숙 등 거주지 형태의 변화를 비롯하여 늘어난 자유시간과

학업 외 활동시간 증가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불합리

한 식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많다(Lee & Kim 1997; Jang

등 2011). 실제로 대학생들은 결식, 불규칙한 식생활, 잦은

편의 식품섭취 등 식생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 Kim 2005; Kim 등 2013; Kim & Kim 2015).

대학생들의 식생활이 좋지 않은 이유는 스스로 식생활을 영

위해야 할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다(Lee & Kim 1997; Kim 등 2013; Kim 2015). 특히 지

방소재 대학생은 올바른 영양 지식이나 식습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하게 되면 식습관과 영양 상태가 부적절

해지기 쉽다(Kim 등 2013). 대학생의 식생활교육을 통해 식

습관 변화와 영양 상태 개선을 이룰 수 있으므로 대학생 시

기에 평생 건강을 위한 좋은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올

바른 식생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영양 및 식생활교육이 필

요하다(Kim 2010; An 등 2018; Won & Lee 2019). 식생

활교육은 영양소 및 식품에 관한 지식을 단지 전달하는 수

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이 올바르게 변화

될 수 있도록 실시될 때 의의가 있는 것이다 (Paik 1990;

Kim 2010; Lee 2013; An 등 2018; Won & Lee 2019).

더구나, 일단 성립된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은 쉽게 변화하

지 않으므로 이론 위주의 교육보다는 실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이다(An 등 2018).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식생활교육

지원법(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09)의 건강, 환경, 배려의 3대 가치를 고려한 식생활교육

의 중요성과 그러한 교육이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에 비해 효

과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Kim & Kim 2010; An 등 2018).

하지만 지금까지의 식생활교육은 건강에 대한 부분에 치중

되어 있으며, 환경과 배려 부분의 교육과 연구는 부족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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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Kim 2010; Ko & Kim 2012)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식

생활 교육내용에 영양과 건강에 관한 내용에 더하여 지속 가

능한 식생활, 식품의 안전과 위생 등의 환경과 식생활문화에

깃들인 배려 등 건강, 환경, 배려를 고려한 식생활교육이 필

요하다.

한편,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평소의 식

행동이나 식습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영양

문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영양 문제를 야기한 식행동을 찾

아내어 식사 및 식 행동 교정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에 활용

할 수 있다(Lee 등 2016).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를 평가하

는 방법으로 주로 24시간 회상법, 식품섭취 빈도 조사 등이

이용된다. 하지만 이 방법은 훈련받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조사 분석에 기술과 시간이 많이 요구된다. 또한, 조사대상

자들에게는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어(Kang 등 2012), 간

단하면서 타당성 있는 조사 도구가 개발되어 있다. 영양 상

태와 식 행동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평가도구로 외국에서는

미국의 DQI (dietaty quality index, Haines 등 1999), HEI

(healthy eating indrx, Gil 등 2014), 스페인의 KIDMED

(Serra-Majem 등 2004)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D-HRA

(KHIDI 2016), 한국영양학회에서 개발한 영양지수(NQ) 등

이 있다. 이중 NQ는 영양 및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식

사의 질 또는 식습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Kang 등 2012), 조사대상자의 식 행동과 식사 섭취 실태를

간단하면서도 타당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이다. 현

재 어린이. 취학 전 아동, 청소년,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각 생애주기의 특성에 맞춘 NQ가 개발되어 있다(Kang 등

2012; Lee 등 2016; Chung 등 2018). 개발된 NQ를 활용하

여 개인의 식사의 질 및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연구가 어린

이집과 유치원 아동들,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행

해지고 있다(Lim 등 2016; Ling & Ryu 2017; Kim 등

2019). 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성인의

식생활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Lee 등 2018) 성인 영양지

수(NQ for adult: 이하 성인 NQ)는 간단하면서도 타당도가

검증된 평가도구이며, 체계적인 영양 관리, 만성질환 예방 등

을 위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대학생 식사

의 질과 영양 상태를 측정하여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건강관

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대학생을 대

상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 환경, 배려의 식생

활교육을 하였고, 성인 NQ를 이용하여 식생활교육 전과 후

의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람직한 식습관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립하기 위

한 식생활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교양강의를 수강하는 강원도 K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대학생 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톨

릭관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CKU-19-02-0110)을 받

은 후 성인 NQ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교육 전

조사는 2019년 9월 3일에, 교육 후 조사는 2019년 11월 12

일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자기 기입 방식으로 설문지

에 응답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없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분석이 가능한 40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 식생활 교육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한 교육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

거한 건강, 환경, 배려의 식생활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실시

하였으며, 총 18차시로 구성하였다. 교육내용은 기존의 식생

활교육 프로그램(An 등 2018)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즉,

서론 2차시에서 강의개요와 식생활의 의미, 올바른 식생활의

중요성, 만성질환과의 연관성 등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기초

를 교육하였고, ‘건강’영역의 경우 영양과 건강, 5대 영양소

의 기능과 건강 문제 및 영양표시의 이해와 활용에 대해 8

차시로 진행하였다. ‘환경’영역으로 식생활과 환경, 식생활의

안전과 위생을 중심으로 식중독 예방, 지속 가능한 식생활,

GMO, 푸드 마일리지 등의 내용을 6차시로 진행하였고, ‘배

려’영역으로 식생활과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 식문화

<Table 1> The Contents of dietary education program for the students

Area Topic course

Basic Orientation, Introduction/Nutrition & Health, Chronic disease and foods 2

Health and Nutrition

understanding of nutrients and foods-Carbohydrates 8

understanding of nutrients and foods- Lipid/

understanding of nutrients and foods- Protein

understanding of nutrients and foods-Vitamin/Mineral

Environment

Understanding of food safety

6Sustainable dietary lifestyles

Understanding of GMO/Food mileage

Consideration Understanding of food cult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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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식사예절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2차시로 진행하였다. 수업

의 차시별 내용은 <Table 1>과 같으며, 수업은 각 주제와 관

련된 이론 강의와 관련 동영상을 활용하며 진행하였다. 매번

수업 시작 전에는 지난 수업시간에 학습하였던 내용에 대한

간단한 퀴즈를 통해 지난 시간 수업내용을 복습하였고, 식생

활일지를 과제로 작성하게 하는 등 교육과 실생활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3. 설문 조사

설문지의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8문항과 성인

NQ 21문항 등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사항으로 성

별, 학년, 학과, 신장, 몸무게, 주거형태, 한 달 용돈과 용돈

에서의 식비 비율을 조사하였다. 성인 NQ 설문지는 균형(과

일, 달걀, 콩이나 콩 제품, 우유 또는 유제품, 견과류, 생선류

섭취빈도 및 아침 식사빈도), 다양 3문항(채소 반찬 개 수,

물 섭취빈도와 편식수준), 절제 (패스트 푸드, 라면류, 단 음

식 또는 달거나 기름진 빵, 가당 음료 섭취빈도, 야식, 외식

이나 배달음식 섭취빈도), 식 행동 (영양 성분표시 확인 여

부,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노력 정도, 건강인지 수준, 30분

이상 운동한 빈도, 음식 먹기 전 손 씻기 여부)의 총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Lee 등 2018). 문항별 답지는 Likert 5

점(예: 2주일에 1번 이하, 일주일에 1~3번, 일주일에 4~6번,

하루에 1번, 하루에 2번 이상) 또는 6점(예; 거의 먹지 않는

다, 2주일에 1번, 일주일에 1~3번, 일주일에 4~6번, 하루에

1번, 하루에 2번 이상) 척도로 구성되었다.

4. 자료 분석 및 통계처리

본 조사대상자들의 NQ 평가항목별 응답 결과는 한국영양

학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성인 영양지수 프로그램(http://

www.nutrite.co.kr/nq.asp)에 입력하여 NQ와 NQ 하위요인인

균형, 다양, 절제, 식 행동의 점수와 등급을 산출하였다. NQ

점수와 NQ 요인의 점수는 21개의 평가항목 점수 각각에 개

별 영양지수 경로계수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100점 만

점으로 산출한 것(Lee 등 2018)으로, 점수에 따라 백분위 값

을 기준으로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즉, 75분위 수 이상인 경

우이면 ‘상’, 25~75분위 수 사이인 경우이면 ‘중’, 25분위 수

미만인 경우이면 ‘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NQ 점수에 따

라 58점 이상일 때는 ‘양호’, 58점 미만일 때는 ‘모니터링이

필요’로 구분하여 영양 불량의 정도를 진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5.0 (IBM

Corp. USA)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

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하였다. 또한, 영양 상태 및 식생활 실

태와 식생활교육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Chi-square test 와

t-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0.01,

p<0.05, p<0.001 수준으로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

별은 남학생 35명(87.5%), 여학생 5명(12.5%)으로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년은 주로 2학년(35.0%)과 3학년(50%)

으로 구성되었다. 거주형태는 ‘자취, 친척 및 하숙집 거주’가

가장 많았으며(52.5%) 다음으로 기숙사 27.5%, 자택 거주

20%로, 조사대상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보다 자취

나 기숙사 거주와 같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평균 체질량지수(BMI)는 23.4 kg/m2으로, 조사대상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Variables n(%)

Gender

Male 35(87.5)
Nutrition related 

course status

None 37(92.5)

Female 5(12.5)
1 time 2(5.0)

more than 2 time 1(2.5)

Grade

Freshman 4(10.0)

Food expenditure ratio 

in pocket money

20% 9(22.5)

Sophomore 14(35.0) 20-39% 7(17.5)

Junior 20(50.0) 40-59% 19(47.5)

Senior 2(5.0) 60% 5(12.5)

BMI

BMI<18.5 10(25.0)

Pocket Money

‘(1000 won/month)’

200 10(25)

18.5BMI<23.0 8(20.0) 200-299 8(20.0)

23.0BMI<25.0 11(27.5) 300-390 11(27.5)

25.0BMI 4(10.0) 400-490 4(10.0)

500 7(17.5)

Housing type

Residence with family 8(20.0)

Live alone, Relatives and Boarding house 21(52.5)

Dormitory 1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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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50%가 정상 체중에 속하였고, 과체중 17.5%, 비만

30%, 저체중 2.5%의 순이었다. 저체중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는 매우 적었고 과체중과 비만에 해당하는 비율은 47.5%

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29세 남녀 성인의 체위 기

준(남 22.5, 여 21.5: MOHW 2015)에 비해서도 다소 높았

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 BMI가 21.12~

21.8 정도 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An 등 2018; Won

& Lee 2019). 월평균 용돈은 ‘30~40 만원’이 27.5%로 가장

많았고, 용돈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60% 미만’이

47.5%로 가장 많아 강원 영동지역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등 2013)결과와 같았다. 조사대상자의 절반 정

도는 용돈 중 식비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20% 미만’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자취 등 홀로 거주하는 학생이 자택이

나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식생활 관련 과목을 수강한 적이 없는

경우가 92.5%에 해당하고 있어, 대학생이 된 후 전공자 외

에 영양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Seo 2014; Kim &

Kim 2015)의 결과와 같았다.

2. 조사대상자의 식품섭취 NQ 점수와 NQ 요인별 점수

본 조사대상자들의 NQ 점수와 NQ 요인별 점수 및 등급

은 <Table 3>과 같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교육 전 NQ 점수는 100점 만점에

48.0점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Lee 등(2018)의 연구에서의

NQ 점수(53.2점)보다 낮았다. 대상 나이가 달라 직접 비교하

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NQ 점수

가 강화군 유아 62~64점(Kim 2017), 제주 초등학생 60.3점

(Kim & Kim 2015), 서울지역 초등학생 68.3점(Lim 등

2016), 충남지역 중학생 61.2점(Kim 등 2019)에 비해 봐도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어서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영양 상태

가 전반적으로 불량함을 알 수 있었다.

성인 NQ는 균형, 다양, 절제, 식 행동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 영양지수 경로계수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된 것이다. 본 조사대상자들

은 절제영역 점수가 가장 높았고(68.8점), 균형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21.0점).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와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Ling & Ryu 2017; Kim 등 2019)와도 같은

결과이다. 특히 균형영역은 전국 규모 조사 연구의 점수인

38.6점(Lee 등 2018)보다 매우 낮은 점수를 보여, 조사대상

자들이 골고루 먹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양 영역

과 식 행동영역은 전국 평균 점수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나

타났다. 하지만, 교육 후에는, NQ 점수(53.7점)와 균형영역

(29.2점), 식 행동영역(56.8점)의 점수가 유의성(p<0.001)있게

증가하였다. 이 중 NQ 점수와 식 행동영역의 점수는 Lee 등

(2018)의 전국 규모 조사 연구의 총점보다 높게 나타나 교육

의 효과가 있었지만, 균형영역의 경우는 전국 평균 점수인

38.6점보다 여전히 낮게 나타나 영양의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므로 조사대상자의 다양한 식품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품섭취에 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바

람직한 영양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비록 유의

차는 없었지만 다양 영역과 절제영역에서도 점수가 올랐다.

또한, 본 조사대상자들의 교육 전의 NQ 등급은 전체 3등

급 중에서 ‘하’ 등급이 47.5%로 가장 많았고, ‘중’ 등급이

45.0%로 그다음이었으며, ‘상’ 등급은 7.5%에 불과하였다.

이는 ‘중’ 등급이 가장 많고, ‘상’보다 ‘하’ 등급이 더 많다는

중학생 대상의 연구(Kim 등 2019)와 비슷하지만 ‘하’ 등급

에 속하는 비율이 본 연구에서는 더 많았다. 또한, 어린이 대

상의 연구에서 ‘상’ 등급과 ‘하’ 등급이 비슷하거나(Ling &

Ryu 2017), ‘상’ 등급이 많게 나타난(Lim 등 2016) 연구와

비교해 보아도 본 조사대상자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반

적인 NQ 등급이 낮게 나타나서, 대학생의 영양 관리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Lee 등(2018)의 연구에

의하면 NQ 등급이 ‘하’ 인 경우 ‘상’ 등급보다 에너지, 비타

민 B1, 나트륨을 제외하고는 영양소의 권장량 대비 섭취비

<Table 3> NQ score and factor scores and NQ grades of the subjects between before- after training

Variables before-training after-training t–test /2)-test

NQ Score Total 48.0±8.61) 53.7±11.4 -3.851***

NQ Factors

Balance 21.0±12.5 29.2±13.5 -4.865***

Diversity 50.8±13.1 53.4±16.4 -0.985NS

Moderation 68.8±14.0 72.4±14.6 -1.353NS

Dietary behavior 45.7±16.5 56.8±17.4 -3.854***

NQ grade3)

High 3(7.5) 12(30.0)

10.084*Medium 18(45.0) 17(42.5)

Low 19(47.5) 11(27.5)

1)Values are Mean±SD
2)N(%)
3)High:75%<NQ-P percentile=100%, Medium:25%=NQ-P percentile<75%, Low: 0%=NQ-P percentile<25% 

*p<0.05, ***p<0.001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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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낮으며, 비타민 C의 경우 영양소 권장량의 66%, 칼슘

과 칼륨은 61.6%에 불과하여 유의적으로 섭취가 부족하며,

인은 권장량 이상으로 섭취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본 조사

대상자들의 영양소섭취를 바람직하게 유도할 수 있는 적절

한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조사대상자의 영양지수 요인별 등급

NQ 요인별 등급은 Lee 등(2018)의 연구에서 제시한 영양

지수(NQ) 판정 기준값 점수 58점을 기준으로, ‘양호’와 ‘모니

터링이 필요(불량)’로 구분되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본 조사대상자 중 영양 상태가 ‘양호’한 학생은 7.5%, ‘모

니터링이 필요’한 학생은 92.5%로 영양 상태가 불량한 학생

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재 대학생들의

식습관이 부적절하다는 Kim 등(2013)과 Won & Lee(2019)

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NQ 요인별로 살펴보면 절제영역

의 양호(60%)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 행동영역

은 양호와 불량이 절반씩이었다. 하지만 다양 영역과 균형영

역에서는 영양 상태가 불량한 비율이 각각 67.5, 90%로 높

게 나타났다. 이렇듯 조사대상자들의 영양 상태가 나쁜 것은

본 조사대상자들의 80%가 집을 떠나 기숙사(29.2%)나 자취

(52.5%)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Kim 등(2013)은

올바른 식습관이 미처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숙사, 자

취 등의 형태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지방소재 대학생

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Won &

Lee(2019)의 연구에서도 자택 거주 학생인 경우, 가족들의

도움으로 규칙적인 식사와 아침 식사 섭취가 가능하여 식습

관이 좋다는 결과와도 연관이 된다고 하겠다. 또한, 자취하

는 학생의 경우 용돈 중에서 본인의 식생활을 해결해야 하

고, 자취하다 보면 재료를 사다 놓고 미처 이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 조리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유로 생각되므로, 자취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

으로 여겨진다. 식생활교육 후에는 균형영역의 양호비율이

10%에서 20%로 유의적으로 높아졌고, 이에 따라 전체적으

로도 양호비율이 7.5%에서 32.5%로 유의적인 변화가 생겼

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식생활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의 접

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조사대상자의 식품섭취 빈도와 식 행동 실태

 성인 NQ 요인인 균형, 다양, 절제, 식 행동의 네 가지 영

역에 해당하는 세부항목들을 분석하여 조사대상자의 구체적

인 식품섭취 빈도와 식 행동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1) 균형 관련 식 행동

균형영역은 과일, 달걀, 콩 및 콩 제품, 우유 및 유제품, 견

과류, 생선류 등 6가지 항목의 식품들을 얼마나 균형 있게

섭취하는지와 아침 식사의 빈도를 조사하여 식 행동의 균형

정도를 평가하는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들의

균형영역 평균 점수는 21점으로 전국 규모의 평균인 38.6점

(Lee 등 2018)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으며 그 자세한 사항은

<Table 5>와 같다.

본 조사대상자들은 교육 전에는 균형영역에서 과일, 우유

및 유제품, 콩 및 콩 제품을 섭취하는 빈도가 ‘2주일에 1번

이하’ 또는 ‘일주일에 1~3번’ 정도로 적게 섭취하는 비율이

‘우유 및 유제품’ 72.5%, ‘과일’ 85%, ‘콩 및 콩 제품’

87.5%, ‘견과류’ 95%, ‘생선 및 조개류’ 97.5%로 높게 나타

나 다양한 식품의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기존의 여러 연구(Kim 2000; Lee & Kim

2000; Kim & Kim 2005; Cheong & Chang 2006; Kim

등 2013; Won & Lee 2019)에서 대학생들의 식품섭취가 다

양하지 않다는 결과와도 같은 경향이었다. 특히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속해 있는 학교가 동해안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패류의 섭취빈도가 매우 낮음을 볼 때 어패류의

섭취는 지역과 상관없이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어패류의

섭취 증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유의 섭취도 권장 횟수인 ‘하루 1회(KDRIs 2015)인 경

우가 7.5%에 불과하여 우유 섭취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웰빙을 추구하는 대학생의 경우 다른

음료에 비해 우유의 섭취가 많다는 연구(Kim & Kim 2015)

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29~40% 정도는 하루에 1회의

우유를 섭취한다는 연구결과(Lim 등 2016; Ling & Ryu

2017; Kim 등 2019)와 비교해 보아도 본 조사대상자들의 우

유 섭취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대상의 조사

에서 우유 섭취량이 좋은 집단이 영양섭취와 식습관이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고(Kim 등 2011), 당류의 과다섭취를 막기

<Table 4> Nutritional Status of the subjects between before and

after training

Variables
Grade 

collection1)

before-

training

after-

training
χ2 2)

Total
Good 3(7.5)3) 13(32.5)

6.736NS

Bad 37(92.5) 27(67.5)

Balance
Good 4(10.0) 8(20.0)

8.403*
Bad 36(90.0) 32(80.0)

Diversity
Good 13(32.5) 14(35.0)

3.007NS

Bad 27(67.5) 26(65.0)

Moderation
Good 24(60.0) 25(62.5)

4.000*
Bad 16(40.0) 15(37.5)

Dietary 

behavior

Good 20(50.0) 29(72.5)
3.135NS

Bad 20(50.0) 11(27.5)

1)Good: NQ score= 58, Bad: NQ score < 58
2)χ2 value was determined by χ2–test according to before and after

traning
3)N(%)

*p<0.05,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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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도 우유 섭취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Kim 등 2019)

는 연구를 참고하여, 대학생 시기의 우유 섭취 증가를 위해

우유와 건강과의 연관성, 우유를 활용한 다양한 조리법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과일의 섭취도 대부분이 2주에 한 번 섭취하는 것으

로 나타나 과일도 적게 섭취하고 있었으며, 하루에 한 번 과

일을 먹는 경우는 2.5%에 불과하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었지만(Lim 등 2016;

Ling & Ryu 2017; Kim 등 2019)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의 섭취량은 그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우유와

과일의 섭취가 적은 이유는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기숙사

나 자취를 하는 학생이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Table 5> Checklist items for Balance factor of subjects between before and after training

Checklist Items Consumption frequency before-training after-training χ2 1)

Fruit

≤once every 2 weeks 18(45.0)2) 12(30.0)

16.118NS

1~3 times per week 16(40.0) 19(47.5)

4~6 times per week 5(12.5) 6(15.0)

Once per day 1(2.5) 3(7.5)

≥twice per day 0 0

Milk

≤once every 2 weeks 9(22.5) 8(20.0)

19.685*

1~3 times per week 20(50.0) 19(47.5)

4~6 times per week 8(20.0) 7(17.5)

 Once per day 3(7.5) 4(10.0)

≥twice per day 0 2(5.0)

Beans or Tofu

(including soymilk)

≤once every 2 weeks 21(52.5) 10(25.0)

32.453***

1~3 times per week 14(35.0) 22(55.0)

4~6 times per week 4(10.0) 5(12.5)

Once per day 1(2.5) 2(5.0)

≥twice per day 0 1(2.5)

Egg

≤once every 2 weeks 5(12.5) 2(5.0)

26.980***

1~3 times per week 21(52.5) 17(42.5)

4~6 times per week 11(27.5) 12(30.0)

Once per day 3(7.5) 6(15.0)

≥twice per day 0 3(7.5)

Fish or Shellfish

Seldom 23(57.5) 18(45.0)

14.228*

Once every 2 weeks 16(40.0) 14(35.0)

1~3 times per week 1(2.5) 7(17.5)

 4~6 times per week 0 1(2.5)

≥Once per day 0 0

Nut

Seldom 24(60.0) 19(47.5)

11.551NS

Once every 2 weeks 9(22.5) 9(22.5)

1~3 times per week 5(12.5) 12(30.0)

4~6 times per week 1(2.5) 0

 Once per day 1(2.5) 0

≥twice per day 0 0

Breakfast

<once per week 12(30.0) 7(17.5)

25.080*

1~2 times per week 8(20.0) 9(22.5)

 3~4 times per week 8(20.0) 7(17.5)

5~6 times per week 7(17.5) 9(22.5)

everyday 5(12.5) 8(20.0)

1)χ2 value was determined by χ2 according to before and after traning
2)N(%)

*p<0.05, ***p<0.001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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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스스로 식생활을 해결해야 할 상황에서 특별히 섭취

를 유의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달걀의 경우 다른 식품보다는 섭취상황이 비교적 좋았다. 이

는 달걀의 경우 조리와 섭취가 다른 식품에 비해 비교적 쉽

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식생활교육 후에는 콩 및 콩 제품, 달걀의 섭취빈도,

우유 및 유제품, 어패류와 아침 식사의 섭취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즉, 콩 및 콩 제품과 달걀의 섭취빈도가 ‘2주에

1회 이하’로 적게 섭취하는 학생이 콩 및 콩 제품은 52.5%

에서 25%로, 달걀은 12.5%에서 5%로 감소하였다. 우유 및

유제품 섭취빈도는 ’하루에 1회 또는 2회 이상‘ 많이 섭취하

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어패류는 ’1주에 1~3회 섭취

‘한다는 비율이 2.5%에서 17.5%로 증가하여, 저지방 고단백

질 식품으로서의 어패류의 중요성을 비롯한 다양한 식품을

통한 건강한 식품섭취를 교육한 교육의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견과류와 과일의 섭취빈도는 유의차가 없

었다. 과일은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하며, 견과류는

단백질과 지질의 건강한 급원이므로 매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용돈의

다소와 자취, 기숙사 등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침 식사빈도는 교육 전에는 ‘일주일에 1회 미만’인 경우

가 30.0%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1~2회’ 20.0%, ‘일주일

에 3~4회’ 20.0%, ‘일주일에 5~6회’ 17.5%의 순이었고, ‘매

일’ 먹는 경우는 12.5%로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경향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와

같았다(Kim 2000; Cheong & Chang 2006; Kim 등 2013;

Won & Lee 2019). 아침 식사는 하루 활동을 위한 원동력으

로 매우 중요하며(Kim 2000), 아침 결식으로 인해, 집중력

저하로 인한 학습능력 저하는 물론 만성적인 영양부족의 염

려 외에도 간식 섭취가 늘거나 점심의 과식으로 이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많으므로 아침 결식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하다(Kim 등 2013)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교육

후에는 ‘일주일에 1회 미만’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17.5%로

대폭 감소하였고, ‘일주일에 1~2회’ 22.5%, ‘3~4회’ 17.5%,

‘5~6회’ 22.5%로 약간이지만 증가하였으며, 아침을 ‘매일’ 먹

는 비율은 20%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교육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다양 관련 식생활

다양 영역은 조사대상자들의 다양한 채소(김치 제외)와 수

분의 섭취 정도 및 편식 여부를 조사하여 식 행동의 다양성

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다

양 관련 식 행동의 평균 점수는 50.8점으로 전국 규모의 평

균인 53.9점(Lee 등 2018)보다 점수가 낮았으며, 그 자세한

사항은 <Table 6>과 같다.

본 조사대상자들은 교육 전에는 김치를 제외한 채소류 반

찬을 ‘하루 2가지’ 섭취하는 경우가 40.0%로 가장 많았고, ‘하

루 1가지 섭취’ 35.0%, ‘3가지 섭취’ 7.5%의 순이었으며, ‘4

가지 이상 섭취’는 없었고, ‘채소를 아예 먹지 않는’ 비율은

17.5%였다. 본 조사대상자들은 대학생들의 채소류 섭취횟수

는 1주에 3회 이상이라는 Kim(2000)의 연구보다 적게 섭취

<Table 6> Checklist items for Diversity factor of subjects between before and after training

Checklist Items Consumption frequency before-training after-training) χ2 1)

Number of Vegetable dishes 

(excluding kimchi)

Never 7(17.5)2) 0

6.026NS

1 14(35.0) 18(45.0)

2 16(40.0) 18(45.0)

3 3(7.5) 4(10.0)

≥4 0 0

Water

Seldom 0 0

15.736*

1~2 times per day 6(15.0) 6(15.0)

3~5 times per day 15(37.5) 15(37.5)

6~7 times per day 12(30.0) 8(20.0)

≥8 times per day 7(17.5) 11(27.5)

Refuse certain food

Never 6(15.0) 6(15.0)

18.078*

Seldom 14(35.0) 15(37.5)

So-So 15(37.5) 13(32.5)

Many 4(10.0) 6(15.0)

Very many 1(2.5) 0(0)

1)χ2 value was determined by χ2 according to before and after traning
2)N(%)

*p<0.05,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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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이 감소되는 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채소

섭취를 증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Kim(2000)의 연구에서

는 교육 후에도 채소류 섭취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본 연구

에서도 유의차는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채소를 먹

지 않는’ 경우가 17.5%에서 0%로 줄었고, ‘1~2가지의 채소

를 섭취’하는 비율은 각각 45%로 증가하였고 ‘3가지 이상의

채소를 섭취’하는 비율도 약간 증가하였다. 기숙사 거주 학

생이 자취 학생보다 채소의 섭취량이 많다는 Kim 등(2013)

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 조리를 해야 하는 자취생

을 대상으로 채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채소 섭취 증가

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수분은 신체 구성분의 60~70%를 차지하고 영양소 공급과

노폐물 배출, 체온, 신진대사 조절 및 각 기관의 정상적인 기

능 유지를 위해 적절한 양의 수분섭취가 필요하며, 섭취가

과해도, 부족해도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적절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Kim & Hong 2015). 본 조사대상자의 교

육 전 물의 섭취빈도는 ‘하루에 3~5번 섭취’하는 비율이

37.5%로 가장 많았고, ‘하루에 6~7회 섭취’하는 비율도

30.0%로 비슷하였다. ‘물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경우는 1명

도 없어서 물은 비교적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Kim & Hong(2015)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교

육 후에는 ‘하루 8회 이상’ 충분히 섭취하는 학생이 유의적

으로 많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편식을 많이 하’거나 ‘매우 많이 하는’

비율이 12.5%로 적은 편이어서 본 조사대상 대학생의 편식

실태는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울산지

역 대학생의 편식 정도가 43%로 높게 나타난 연구(Kim

2000; Kim & Kim 2005)와는 달랐지만, 부산지역 대학생의

경우 편식 정도가 보통 이하로 조사된 Lee(1999)의 연구와

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교육 후에는 ‘편식을 매우

많이 하는 편’에서 ‘많이 하는 편이다’로 편식의 횟수가 감

소하는 변화가 유의적으로 나타나 편식감소에 대한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3) 절제 관련 식 행동

절제영역은 당류, 나트륨, 지질 등의 과다섭취로 인해 영

양 불균형 및 건강 위해를 초래하는 단 음식, 라면, 패스트

푸드, 야식 등의 섭취 정도를 평가하는 영역이다. 본 조사대

상자들의 절제영역 평균 점수는 68.8점으로 전국 규모 조사

의 평균인 67.1점(Lee 등 2018)보다 높았으며 그 자세한 사

항은 <Table 7>과 같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라면과 패스트푸드의 섭취빈도는 ‘1주

일에 1~3번 정도 섭취’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거의 먹지

않는 비율은 각 27.5, 12.5%로 서울지역 일부 초등학생의 라

면 섭취율이 21.5~26.4%이고,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49.5~

59.9%로 나타난 연구(Lim 등 2016; Ling & Ryu 2017)와,

중학생의 라면과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각 35.9, 45.6% (Kim

등 2019)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조사대상자들은 초, 중학

생보다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자 식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학생이 다수인 현실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또한, 패스트푸드(62.5%)를 라면(47.5%)보다 더 자주 섭취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스트푸드의 경우 조리과정

을 거치지 않아 라면보다는 편의성이 좋기 때문으로 보이며,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끼니로 라면을 먹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용

하기 편리하다고 해서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영양

부족 현상을 나타내기 쉬우며, 영양부족 상태에서는 스트레

스를 많이 받게 되며 수면장애, 집중력 부족 등의 부정적인

감정적 요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Han &

Cho 1998). 교육 후에는 패스트푸드를 ‘거의 먹지 않거나’

‘2주에 1회 정도’로 적게 섭취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나 유의

차는 없었다.

달거나 기름진 빵과 같은 간식은 ‘일주일에 1~3회’ 섭취

(50%), 또는 ‘2주에 1번 이하’ 섭취(40.0%)‘하는 비율이

90%이며, ‘하루에 한 번’ 섭취하는 비율은 5%로 적었으며,

하루에 2번 이상 간식을 먹는 경우는 없었다. 이는 초. 중.

대학생들의 간식 섭취가 많다는 기존의 연구(Kim 등 2013;

Lim 등 2016; Kim 등 2019) 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달

거나 기름진 음식은 영양 불균형의 위험을 높이므로(Kim 등

2019) 이러한 음식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절제하는 것이

좋으므로 본 조사대상자들이 간식을 적게 섭취하는 것은 좋

은 식습관이라 할 수 있다.

가당 음료는 교육 전에는 ‘1주에 1~3번’ 섭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52.5%), ‘2주에 한 번 이하’ 22.5%, ‘1주에

4~6번 섭취’ 12.5%, ‘하루에 한 번’은 10%, ‘하루 3회 이상’

은 2.5% 순으로, 본 조사대상자들은 비교적 가당 음료를 많

이 섭취하지 않는 편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공식

품 중 당류 섭취 주요 급원 식품이 음료류이며, 탄산음료로

인한 당류 섭취가 19~29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

구결과(Lee 등 2014: MOHW 2016)와는 다른 결과이다. 당

류를 과다섭취하면 혈중 중성 지방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Welsh 등 2011), 칼슘과 철 등의 미량 영양소 섭취량이 감

소하게 되어(Johnson & Frary 2001), 만성 질병 등의 영양

불균형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과다섭취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Ahn & Kim 2016; Gu 등 2018: Kim 등 2019).

교육 후에는 본 조사대상자들의 가당 음료 섭취가 2주일에

1번 이하로 마시는 비율이 22.5%에서 30.0%로 늘어나고 하

루에 1~2번 마시는 비율은 10%에서 7.5%로 줄어드는 등

가당 음료의 섭취빈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

과가 나타났다.

외식이나 배달음식 섭취횟수는 ‘일주일에 1~3번’이 50.0%,

‘2주일에 1번’이 27.5%, ‘일주일에 4~6번’이 15.0%, ‘거의

먹지 않는다’가 7.5%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외식 또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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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 편이었다. 이는 대학생 대상의

다른 연구결과(Kim & Kim 2005; Woo 등 2005; Kim 등

2013; An 등 2018)와도 유사하였다. 교육 후의 외식 빈도의

변화는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무분별한 야식은 아침의 식욕 저하 및 불면증과 같은 야

식 증후군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Hong 등 2013), 불규칙적

인 식습관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현대

인 특히 대학생들은 생활습관으로 인해 야식으로 인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조사대상자들은 야식의

경우 교육 전에는 ‘일주일에 1~2회 섭취’ 하는 비율이 37.5%

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Kim 등(2013)의 연구와 같은 경향이

었다. ‘거의 먹지 않는다’(27.5%)와 ‘2주에 1회’ 정도로 소량

섭취하는 비율(17.5%)도 절반은 차지하였다. 야식으로 인한

영양의 질적 지수 특히, 미량 영양소의 질적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Hong 등 2013) 성인기 초반에 해당하는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하여 적절한 식습관에 대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교육 후

에는 ‘거의 먹지 않는다’가 27.5%에서 42.5%로 2배 이상

<Table 7> Checklist items for Moderation factor of subjects between before and after training

Checklist Items Consumption frequency before-training after-training χ2 1)

Ramyeon

 Seldom 11(27.5)2) 8(20.0)

11.279NS

Once every 2 weeks 7(17.5) 10(25.0)

1~3 times per week 19(47.5) 20(50.0)

 4~6 times per week 3(7.5) 2(5.0)

Once per day 0 0

≥twice per day 0 0

Fast food

Seldom 5(12.5) 8(20.0)

13.065NS

Once every 2 weeks 7(17.5) 10(25.0)

1~3 times per week 25(62.5) 19(47.5)

4~6 times per week 3(7.5) 2(5.0)

Once per day 0 1

≥twice per day 0 0

Snacks (including chocolate, 

candies) or Sweet and greasy 

baked goods(cake, donut, etc)

≤once every 2 weeks 16(40.0) 13(32.5)

9.401NS

1~3 times per week 20(50.0) 20(50.0)

4~6 times per week 2(5.0) 6(15.0)

Once per day 2(5.0) 1(2.5)

≥twice per day 0 0

Sweetened Beverages

≤once every 2 weeks 9(22.5) 12(30.0)

28.065**

1~3 times per week 21(52.5) 15(37.5)

4~6 times per week 5(12.5) 9(22.5)

1~2 times per day 4(10.0) 3(7.5)

≥3 times per day 1(2.5) 1(2.5)

Eating out or Delivery food

Seldom 3(7.5) 5(12.5)

7.828NS

Once every 2 weeks 11(27.5) 9(22.5)

1~3 times per week 20(50.0) 23(57.5)

 4~6 times per week 6(15.0) 2(5.0)

Once per day 0 1(2.5)

Late night meal

Seldom 11(27.5) 17(42.5)

38.471**

Once per month 4(10.0) 2(5.0)

Once every 2 weeks 7(17.5) 11(27.5)

1~2 times per week 15(37.5) 8(20.0)

3~4 times per week 2(5.0) 1(2.5)

≥5 times per week 1(2.5) 1(2.5)

1)χ2 value was determined by χ2 according to before and after traning
2)N(%)

**p<0.01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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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으로 증가하여 교육의 효과를 알 수 있었다.

4) 식 행동 관련 식생활

식 행동영역은 가공식품 구매 시 영양성분 표시 확인 여부,

건강한 식습관 노력 정도, 건강 인지 수준, 운동빈도, 손 씻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행동영역

평균 점수는 45.7점으로 전국 규모연구의 평균인 47점(Lee 등

2018)보다 낮았으며, 그 자세한 사항은 <Table 8>과 같다.

평소에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 하

는 정도는 교육 전에는 ‘보통이다’ 55.5%, ‘노력하는 편이다’

30.0%,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 12.5%의 순이었다. ‘매우 노

력하는 편이다’는 거의 없었다. 건강에 관심이 높을수록 체

중 관리를 비롯하여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며, 건강 증진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건강 행위를 실천한다는 연구(Jang

등 1997; Lee 1999)를 참고하여, 식생활교육을 통해 건강관

리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장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

다면 성인기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에서도 교육 후에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편이 증가

하였다.

가공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 확인 여부에 관해서는 교육 전

에는 ‘전혀 하지 않는다’ 30.0%. ‘확인하지 않는다’ 27.5%,

‘가끔 확인하는 편이다’ 7.5%, ‘언제나 확인한다’ 2.5%로 영

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영양표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영양표시의 유용성에 대

해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여, 자신의 식생활에 적극적으로 활

용하지 못한다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Kim 등

2013)와도 같은 결과였다. 또한, 나주지역 중학생의 경우, 교

과 시간에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Jung

등(2014)의 연구결과를 볼 때, 영양표시제의 기능과 이를 활

용한 식품 선택 방법 등을 생활 속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

도록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교육 후에는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영양표시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줄었으며, ‘확인한다’라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Table 8> Checklist items for Dietary Behavior factor of subjects between before and after training

Checklist Items Consumption frequency before-training after-training) χ2 1)

Efforts to have healthy

eating habits 

 Never 0 1(2.5)2)

12.681NS

Seldom 5(12.5) 0

Normal 22(55.0) 16(40.0)

 Often 12(30.0) 19(47.5)

 Always 1(2.5) 4(5.0)

Check nutrition labeling

 Never 12(30.0) 2(5.0)

15.557NS

Seldom 11(27.5) 13(32.5)

Normal 13(32.5) 13(32.5)

Often 3(7.5) 6(15.0)

Always 1(2.5) 6(15.0)

Wash hands before meals

Never 0 0

17.641**

Seldom 3(7.5) 0

Normal 16(40.0) 12(30.0)

Often 16(40.0) 15(37.5)

Always 5(12.5) 13(32.5)

Exercise for more than

30 minutes a day 

Never 11(27.5) 5(12.5)

20.970NS

1~2 times per week 11(27.5) 15(37.5)

3~4 times per week 7(17.5) 8(20.0)

 5~6 times per week 8(20.0) 5(12.5)

Everyday 3(7.5) 7(17.5)

Health condition

Never 3(7.5) 1(2.5)

21.351NS

Not healthy 7(17.5) 7(17.5)

So-So 18(45.0) 18(45.0)

Healthy 9(22.5) 10(25.0)

Very healthy 3(7.5) 4(10.0)

1)χ2 value was determined by χ2 according to before and after traning
2)N(%)

**p<0.01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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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도는, 교육 전에는 ‘보통’인

편과 ‘씻는 편’이 각각 40%, ‘항상 씻는 편’ 12.5%, ‘가끔

씻는 편’ 7.5%의 순이었고 ‘전혀 씻지 않는’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등 2019)에서

의 손을 씻는 비율이 79%인 결과보다 적게 나타났다. 최근

어린이집, 학교에서의 손 씻기 교육의 증가로 나이가 어린

집단에서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비율이 높아졌지만, 성인에

게 있어서는 아직도 손 씻기의 중요성 인식과 실천이 부족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손 씻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교육 후에는

손 씻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아졌다. 손을 씻는 비율을 높

이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손 씻기를 실천할 수 있

도록 식당 개수대 설치 등 손을 씻을 수 있는 여건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조사대상자들은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1주에 1~2번’

27.5%, ‘1주에 5~6번’ 20%, ‘1주에 3~4번’ 17.5%, ‘매일’

7.5%의 순으로 실시하고 있어 조사대상자의 72.5%가 운동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27.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원주지역 대학생의

59.3%가 운동을 하며 40.7%는 하지 않으며, 운동하는 경우

는 일주일에 1~2번이 가장 많았던 연구(Lee & Lee 2015)와

비슷한 결과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운동을 많이

하며(Lee 1999), 운동 시간과 NQ 점수 사이에 유의적인 관

련이 있다는 연구(Boo 등 2015; Kim 등 2019)를 참고해볼

때, 식생활 요인 외에도 운동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건강에 관한 관심을 고취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교육 후에 운동하는 시

간이 늘어났으며, 특히 ‘매일 운동’은 7.5%에서 17.5%로 2

배 이상 증가하였다.

본인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건강상태는 ‘보통’이라고 여기

는 경우가 45.0%로 가장 많았고, ‘건강하다’ 22.5%, ‘건강하

지 않다’ 17.5%의 순이었다. 이는 원주와 부산의 대학생에

대한 연구결과(Lee 1999; Lee & Lee 2015)와도 비슷하였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지 수준은 식품, 간식의 섭취와 같은

식 행동과 관계가 있으며, 달걀류와 패스트푸드의 섭취빈도

가 적을수록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Kwon 등

(2012)의 연구를 통해 볼 때 본 조사대상자들의 영양 상태와

식생활의 질은 보통에서 약간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 후에는 비록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건강하지 않다’는

25%에서 5% 감소하였고 ‘건강하다’는 30%에서 35%로 약

간 증가하였다. 교육 후에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운동도 더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은 Won & Lee의 연구(2019)와도 같

은 결과였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영동지역 K시 소재 대학생 중 교양

강의를 듣는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 환경, 배려의 식

생활교육을 하였고, 성인 NQ 설문지를 이용하여 교육 전과

후의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의 변화를 조사하여 대학생을 위

한 효과적인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

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NQ 점수는 42.8점으로 전국 규모 조

사의 평균 53.2점에 못 미쳤으며, NQ의 요인별 점수는 균형

21.0점, 다양 50.8점, 절제 68.8점, 식 행동 45.7점으로 절제

항목을 제외하고 전국 평균보다 점수가 낮았으며, 특히 균형

영역은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영양지수 등급은 전

체 3등급 중에서 ‘하’ 등급이 가장 많았으며(50%), 영양 상

태는 ‘모니터링 필요’한 경우가 92.5%로 영양 상태가 불량

한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전반적인 식 행동 및 식습관

점수는 하위범주에 속했으며, 절제영역을 제외한 식사의 다

양 영역, 균형영역, 식 행동 영역에서 점수가 평균보다 낮았다.

하지만 건강, 환경, 배려의 식생활교육을 한 결과, NQ 점

수, 균형, 식 행동 영역의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영

양 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7.5%에서 32.5%로 증가하고, 영

양 상태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가 92.5%에서 67.5%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좋아졌으며, NQ 등급도 교육 후에 ‘상’

등급에 분포하는 수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본 조사대상자들은 식생활교육 후, 균형영역에서는

우유, 콩과 두부, 달걀, 생선과 조개류와 아침 식사빈도가 유

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국 규모 평균에 미치지 못하

여 다양한 식품섭취를 위해 영양 및 식생활교육 외에도 다

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 영역에서

는 물의 섭취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편식의 정도는 유

의하게 감소하였지만 채소 섭취에서는 유의적인 변화가 없

어서 채소의 섭취를 늘리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

었다. 절제영역에서는 가당 음료와 야식의 섭취빈도가 유의

하게 감소하였지만 라면, 패스트푸드, 단 음식, 외식이나 배

달음식 섭취빈도의 변화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식 행동 영역

에서는 음식 먹기 전 손 씻기 항목에서만 유의차가 있었으

며 영양표시 확인 여부, 좋은 식생활을 위한 노력 정도, 운

동 여부, 건강인지 정도에서의 변화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대

학생의 영양섭취 부족과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은 앞으로

의 성인기와 노년기의 영양 불균형 및 질병 발생에도 영향

을 미치므로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양 및 식생활교육 시 과일, 우유 등 다양한 식품

을 골고루 섭취하기, 채소 반찬 골고루 섭취하기, 당류가 많

은 간식 줄이기, 외식, 라면, 패스트푸드 줄이기와 영양표시

확인하기 등의 내용이 우선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

식이나 이론 위주의 교육 외에도 식사일지 작성, 앱 활용 등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을 개발하여 일

상생활에서 변화를 통한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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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성인 NQ가 간편하며 타당한 영양평

가 도구임을 알 수 있었으며, 식생활교육이 건강관리에 긍정

적인 효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효과적인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

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균형’ 영역의 경우는

교육 후에도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자들

의 다양한 식품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식이나 태도의

변화가 실제 식생활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강원도 일부 지역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 NQ를 이용하여 식습관과 영양 상

태를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지역별로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식생활교육 기간이 비

교적 짧은 편이다. 비록 의미 있는 교육 효과가 있었지만, 장

기간의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후속 연

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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