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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hange in the use of home meal 
replacement (HMR) and delivered foods and food habits of college students due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on 460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n Chungcheong 
province in December 2020.
Results: The methods of participation in classes in the 2nd semester of 2020 were 40.2% for 
‘100% non-face-to-face’ and 40.4% for ‘more than 70.0% of non-face-to-face classes’. 52.8% 
of the subjects responded that their physical activity had decreased, while 36.1% of the subjects 
responded that their body weight had increased over the past 6 months. Regarding the use of 
HMR, 62.7% of the male students and 69.6% of the female students responded with ‘1–2 times 
a week or less’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After the outbreak, 57.4% of males and 46.7% 
of females responded with ‘3–4 times a week or more’ (p < 0.05, p < 0.001). As for the use of 
delivered food, 58.3% of the females responded with '2–3 times a month or less' before the 
outbreak, whereas the rate of responding with ‘1 or more times a week’ after the outbreak was 
64.6% (p < 0.001). Negative changes in food habits caused by COVID-19 were in the order of 
irregular meals (56.7%), increased intake of delivered food (42.2%), increased intake of snacks 
(33.3%), and increased intake of processed foods such as HMR (30.4%).
Conclusion: As mentioned above, many college students had non-face-to-face classes due 
to COVID-19. During this period, they experienced decreased physical activity, weight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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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undesirable eating habits such as irregular meal time, and increased intake of processed 
foods, delivery foods, and snacks. Therefore, there is a high need for nutrition education 
and policy support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health and nutrition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which can be caus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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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은 2020년 전 세계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패턴의 변화를 초
래하였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2021년 중반에 이르는 현재 상황에서도 확산의 감소와 

증가가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건강문제로는 사회적 격리에 

의한 건강에 유해한 일상생활 패턴과 정신적·생리적 스트레스가 지적되고 있다 [1,2]. 건강에 

유해한 일상생활 패턴으로는 고열량 함유 식품의 섭취, 간편식품 등 장기 저장용 가공식품
의 구매, 운동 부족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었고 [3,4], 코로나-19로 인한 식습관을 포함
한 일상생활 패턴의 변화에 대한 우려는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임신·수유부에 우선적으
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5].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학생들은 학교의 휴교령과 폐교로 전 세계 

전체 학생의 87%가 학업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6], 이로 인해 학업방식에도 큰 변화를 초래
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온라인 학습방식이 진화하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왔
으나,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교육 체계는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수자와 학생과의 

대면을 통한 수업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2020년 3월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를 시작
으로 정상적인 수업활동의 개시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 시스템의 

가동을 빠른 속도로 확산시키면서 2020년 1학기는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가 비
대면 수업을 실시하였다. 2020년 2학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가 가능
한 범위 내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아
동·청소년 시기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일상적인 생활
과 식생활에 보호자의 보호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성인 초기의 대학생들은 부모의 보
호와 통제로부터 벗어남에 따라 식생활에 있어서도 자유로워지면서 잦은 결식과 외식, 과
식, 불규칙적인 식사 등으로 인해 식생활의 균형을 잃기 쉽다 [7,8].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20

대 대학생들의 식생활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불규칙한 식사와 아침결식, 음주
의 비율이 높으며 [9-11], 영양 섭취보다는 편의성이나 맛에 중심을 두고 가공식품과 편의식
품의 소비가 높다 [12-14]. 이러한 식습관은 열량과 나트륨의 과잉 섭취, 필수 영양소의 불균
형을 초래하여 비만, 당뇨병, 고혈압, 대사증후군과 같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15-17]. 가
공식품과 편의식품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신선식품의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신선식품
은 호흡기 감염 예방과 면역조절 기능이 알려진 비타민 A, B6, 엽산, B12, C, D와 철분, 구리, 아
연과 같은 무기질의 함량이 높아 코로나-19의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신선식품 섭취의 중요
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18-20].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대학생들의 생활패턴에 영향을 주고 이들의 식습관에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
재까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전·후 식생활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본 연구보고
는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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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외부 활동 억제, 운동시설 운영 중지 및 기피 현
상, 비대면 수업의 증가 등으로 신체활동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였다. 운동과 같은 규칙
적인 신체활동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 비만 위험을 낮추고 [21], 심혈관계 질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2,23]. 또한 운동은 면역력을 증강시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다 [24,25]. 따라서 대학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업방
식을 포함한 환경의 변화가 신체활동이나 체중변화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학업방식의 변화와 식생
활 실태를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s, HMR)과 배달음식의 이용 실태에 초점을 맞추
어 조사하여 코로나-19가 성인 초기에 있는 20대 대학생의 식생활 변화를 파악하고, 성인기 이
후 건강 확보를 위한 대학생 대상의 영양교육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는 충청지역 소재 2개 대학 4개 지역의 캠퍼스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0

년 12월 17일에서 12월 31일까지 구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읽고 설
문조사에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되었다. 총 응답자는 464명이었고, 본 연구에 

목적과 내용을 확인하고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4명의 대상자를 제외한 460명 (분석
률 99.1%)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서원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1040820-202012-HR-006-02) 진행되었다.

조사방법 및 내용
일반사항
일반사항 조사 항목은 성별, 학년,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 조사 중인 학기의 거주지, 수업 

수강 시 수업참여 방식 및 비대면 수업 시 수업을 수강한 장소, 최근 6개월 동안의 신체활동 

및 체중변화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식습관
본 연구와 관련된 설문문항은 선행연구 [26,27]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
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식습관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고 수정·보완
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식습관 변화에 관한 문항은 가정간편식
과 배달음식의 이용 빈도로 구성하였다. 가정간편식 이용 실태에 관한 문항은 가정간편식 

섭취 장소, 가정간편식 섭취 시 동반 섭취자의 여부,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가정간편식의 종
류, 가정간편식 구입 시 한 달 평균 비용, 가정간편식 구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가정
간편식 선호도, 가정간편식 구입 이유, 가정간편식 구입 장소, 가정간편식을 섭취하는 끼니, 

가정간편식에 대한 식태도로 구성하였다. 가정간편식에 대한 식태도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HMR은 내가 직접 조리한 음식보다 맛이 있다, HMR을 사용하여 조리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HMR은 나의 영양섭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간편식을 먹는 것이 외식보다 바람직하다, 가정간편식을 이용해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겠다, 가정간편식은 더 다양한 음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바쁜 현대 생활에

385https://doi.org/10.4163/jnh.2021.54.4.383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의 식생활 변화, 가정간편식과 배달음식의 이용 실태

https://e-jnh.org



서 가정간편식의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가정간편식은 영양적으로 문제가 있다, 나
의 건강을 위해 가능하면 가정간편식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 문항 당 5점 만점으로 하였으
며, 가정간편식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로 묻는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가정간편식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 (가정간편식은 영양적으로 문제가 있다, 나
의 건강을 위해 가능하면 가정간편식을 사용하지 않겠다)로 묻는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
서 ‘매우 그렇지 않다’ 5점으로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가정간편식에 대한 태도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를 분석하였을 때 0.6692로 나타났다. 배달음식 섭취에 관한 문항은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배달음식의 종류, 배달앱을 이용한 배달음식 주문 빈도로 구성하였다. 코로
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나타난 식습관의 부정적인 변화 (불규칙한 식사, 결
식 빈도 증가, 간식 섭취 증가, 야식 빈도 증가, 커피, 음료 등 섭취 증가, 단 간식 [케이크, 쿠키, 

과자 등] 섭취 증가, 김밥, 도식락 같은 편의식품 섭취 증가, HMR과 같은 가공식품 섭취 증가, 

배달음식 섭취 증가) 및 긍정적인 변화 (식사의 규칙성, 결식 빈도 감소, 간식 섭취 감소, 야식 

빈도 감소, 외식 빈도 감소, HMR과 같은 가공식품 섭취 감소, 음주 빈도 감소, 신선식품 섭취 

증가, 직접 조리 증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통계분석
조사된 모든 자료는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범주형 변
수는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계산하였다. 성별에 따
른 군간 범주형 변수의 비교·분석은 χ2-test를 실시하였고, 5미만의 기대빈도가 관찰된 경우 

Fisher 정확도 검증을 통해 p값을 제시하였다. 연속형 변수는 Students's t-test를 실시하였으
며, 모든 통계검정의 유의수준은 p < 0.05로 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일반사항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현재 재학 중인 학
년의 분포는 1학년이 22.6%, 2학년이 24.8%, 3학년이 29.4%, 4학년이 23.3%였으며, 재학 중
인 대학교의 소재지는 ‘시’의 비율이 69.4%, ‘군’의 비율이 30.7%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학
기 중 주요 거주지는 ‘가족과 함께 자택’이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년, 학교 소재지, 

학기 중 거주지는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조사 해당 학기 (2020년 2학기)의 주
된 수업참여 방식은 ‘70% 이상 비대면’이 40.4%, ‘100% 비대면’이 40.2%로 비대면 수업이 주
된 학업 방식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 ‘100% 비대면’이 53.0%로 여학생 (35.9%)에 비해 

높았으며, 여학생은 ‘70% 이상 비대면’이 43.8%로 남학생 (30.4%)에 비해 높게 나타나 성별
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비대면 수업 시 수업을 수강한 장소는 전체 연구대
상자의 97.6%가 ‘집이나 기숙사의 자기 공간(방)’으로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6개월 동안의 신체활동의 변화에 대하여 전체 대상자의 52.8% (남학생 54.8%, 

여학생 52.2%)가 신체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체중변화는 남학생의 47.8%가 ‘체중 증가’로 여학생의 32.2%에 비해 높았고, 여학생은 ‘체중 

감소’가 24.1%로 남학생의 20.0%에 비해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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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전·후의 가정간편식 및 배달음식의 이용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가정간편식 및 배달음식의 이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가정간편식의 이용 빈도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주 1–2회/한 달
에 2–3회/한 달에 1회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62.7%, 여학생 69.6%로 높았던 반면, 코
로나-19 발생 후에는 ‘주 3–4회/주 5–6회/하루 1회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57.4%, 여
학생 46.7%로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발생 후 가정간편식의 이용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p < 0.05, p < 0.001). 배달음식의 이용 빈도는 여학생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전 ‘한 달에 

2–3회/한 달에 1회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58.3%로 높았던 반면,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주 1–2

회/주3–4/주 5–6회/하루 1회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64.6%로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발생 후 

배달음식의 이용 빈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p < 0.001), 남학생은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19 발생 후 가정간편식의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가정간편식의 

주된 섭취 장소는 전체 연구대상자의 81.3%가 ‘집’으로 응답하였고, ‘혼자’ 섭취하는 비율이 

46.3%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20% 이상이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정
간편식의 종류는 ‘즉석밥’ (37.2%), ‘즉석조리 분식류’ (32.8%), ‘만두’ (32.4%), ‘김밥’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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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Male (n = 115) Female (n = 345) Total (n = 460) χ2

Grade 5.19
First year 34 (29.6) 70 (20.3) 104 (22.6)
Second year 27 (23.5) 87 (25.2) 114 (24.8)
Third year 27 (23.5) 108 (31.3) 135 (29.4)
Fourth year 27 (23.5) 80 (23.2) 107 (23.3)

University location 2.49
Urban 73 (63.5) 246 (71.3) 319 (69.4)
Rural 42 (36.5) 99 (28.7) 141 (30.7)

Residing type 6.25
Home with family 59 (51.3) 213 (61.7) 272 (59.1)
Dormitory 8 (7.0) 31 (9.0) 39 (8.5)
Self-boarding alone 37 (32.2) 80 (23.2) 117 (25.4)
Self-boarding with friend 11 (9.6) 21 (6.1) 32 (7.0)

Type of taking classes 10.96*
100% non-face-to-face 61 (53.0) 124 (35.9) 185 (40.2)
Above 70% non-face-to-face 35 (30.4) 151 (43.8) 186 (40.4)
Half non-face-to-face 14 (12.2) 47 (13.6) 61 (13.3)
Above 70% face-to-face 5 (4.4) 23 (6.7) 28 (6.1)

Place of taking non-face-to-face classes 5.461)

Own room 111 (96.5) 338 (98.0) 449 (97.6)
Internet cafe 2 (1.7) 1 (0.3) 3 (0.7)
Cafe 2 (1.7) 2 (0.6) 4 (0.9)
Others 0 (0.0) 4 (1.2) 4 (0.9)

Changes in activity level over last 6 months 5.69
No change 28 (24.4) 118 (34.2) 146 (31.7)
Increase 24 (20.9) 47 (13.6) 71 (15.4)
Decrease 63 (54.8) 180 (52.2) 243 (52.8)

Changes in body weight over last 6 months 9.31**
No change 37 (32.2) 151 (43.8) 188 (40.9)
Increase 55 (47.8) 111 (32.2) 166 (36.1)
Decrease 23 (20.0) 83 (24.1) 106 (23.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1)The Fisher-exact p-value determined by differences in proportions.
*p < 0.05, **p < 0.01.



‘컵밥’ (26.3%), ‘즉석조리 면류’ (24.6%), ‘도시락’ (20.9%)이었다. 성별에 따라서 ‘도시락’이 남
학생은 33.0%로 여학생 16.8%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 (p < 0.001), ‘즉석조리 분식류’는 여학
생이 35.7%로 남학생 24.4%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5). 가정간편식 구입에 쓰는 한 

달 평균 비용은 ‘10,000–30,000원 미만’이 28.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0,000–50,000

원 미만’(26.3%), ‘50,000–100,000원 미만’(2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간편식 구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전체 연구대상자의 88.5%가 ‘맛’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가격’ 73.5%, ‘편리성’ 48.5%로 나타났다. 가정간편식에 대한 선호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

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가정간편식의 구입 이유는 전체 연구대상자
의 82.6%가 ‘편리해서’로 응답하였고, ‘맛이 있어서’가 32.4%로 나타났으며, 주된 구입 장소
로는 ‘대형 할인마트’가 61.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편의점’ 59.4%, ‘인터넷’ 40.2% 순
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가정간편식을 주로 섭취하는 끼니로는 ‘점심
식사’가 58.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저녁식사’ 50.9%, ‘야식’ 29.1% 순으로 나타났으
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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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to the next page)

Table 2. Frequency of use of home meal replacement and delivered foods before and after coronavirus disease 2019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Variables Male (n = 115) Female (n = 345) Total (n = 460)

Pre Post p-value Pre Post p-value Pre Post p-value
Frequency of using HMR 11.62* 33.85*** 38.03***

Once a day or more 11 (9.6) 13 (11.3) 17 (4.9) 34 (9.9) 28 (6.1) 47 (10.2)
5–6 times a week 8 (7.0) 10 (8.7) 11 (3.2) 40 (11.6) 19 (4.1) 50 (10.9)
3–4 times a week 24 (20.9) 43 (37.4) 77 (22.3) 87 (25.2) 101 (22.0) 130 (28.3)
1–2 times a week 43 (37.4) 31 (27.0) 123 (35.7) 111 (32.2) 166 (36.1) 142 (30.9)
2–3 times a month 18 (15.7) 8 (7.0) 86 (24.9) 51 (14.8) 104 (22.6) 59 (12.8)
Less than once a month 11 (9.6) 10 (8.7) 31 (9.0) 22 (6.4) 42 (9.1) 32 (7.0)

Frequency of using delivered foods 5.28 54.42*** 54.31***
Once a day or over 3 (2.6) 5 (4.3) 7 (2.6) 18 (5.2) 10 (2.2) 23 (5.0)
5–6 times a week 4 (3.5) 9 (7.8) 5 (1.5) 16 (4.6) 9 (2.0) 25 (5.4)
3–4 times a week 13 (11.3) 16 (13.9) 23 (6.7) 70 (20.3) 36 (7.8) 86 (18.7)
1–2 times a week 37 (32.2) 40 (34.8) 109 (31.6) 119 (34.5) 146 (31.7) 159 (34.6)
2–3 times a month 35 (30.4) 31 (27.0) 139 (40.3) 88 (25.5) 174 (37.8) 119 (25.9)
Less than once a month 23 (20.0) 14 (12.2) 62 (18.0) 34 (9.9) 85 (18.5) 48 (10.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HMR, home meal replacements.
*p < 0.05, ***p < 0.001.

Table 3. Current status of use of home meal replacement after coronavirus disease 2019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Variables Male (n = 115) Female (n = 345) Total (n = 460) χ2

Main places to eat HMR 7.14
Home 97 (84.4) 277 (80.3) 374 (81.3)
University 3 (2.6) 19 (5.5) 22 (4.8)
Convenience store 11 (9.6) 19 (5.5) 30 (6.5)
Dormitory 3 (2.6) 25 (7.3) 28 (6.1)
Others 1 (0.9) 5 (1.5) 6 (1.3)

Company to eat HMR 3.63
Alone 61 (53.0) 152 (44.1) 213 (46.3)
Friends 24 (20.9) 72 (20.9) 96 (20.9)
Family 30 (26.1) 121 (35.1) 151 (32.8)

HMR consumed more than once a week1)

Lunch box 38 (33.0) 58 (16.8) 96 (20.9) 13.76***
Gimbap 33 (28.7) 111 (32.2) 144 (31.3) 0.49
Ready-to-heat soup 16 (13.9) 41 (11.9) 57 (12.4) 0.33
Ready-to-heat rice 48 (41.7) 123 (35.7) 171 (37.2)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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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ale (n = 115) Female (n = 345) Total (n = 460) χ2

Ready-to-heat porridge 3 (2.6) 19 (5.5) 22 (4.8) 1.59
Ready-to-eat salad 8 (7.0) 39 (11.3) 47 (10.2) 1.78
Meat side-dishes 17 (14.8) 52 (15.1) 69 (15.0) 0.01
Fish side-dishes 6 (5.2) 15 (4.4) 21 (4.6) 0.15
Vegetable side-dishes 5 (4.4) 18 (5.2) 23 (5.0) 0.14
Cup-bap 25 (21.7) 96 (27.8) 121 (26.3) 1.65
Rice bowl source 14 (12.2) 48 (13.9) 62 (13.5) 0.22
Dumplings 29 (25.2) 120 (34.8) 149 (32.4) 3.60
Snack cooking kit 28 (24.4) 123 (35.7) 151 (32.8) 5.00*
Noddle cooking kit 25 (21.7) 88 (25.5) 113 (24.6) 0.66

Average spending for purchasing HMR per month 1.72
Under 10,000 won 14 (12.2) 43 (12.5) 57 (12.4)
10,000–< 30,000 won 32 (27.8) 98 (28.4) 130 (28.3)
30,000–< 50,000 won 26 (22.6) 95 (27.5) 121 (26.3)
50,000–< 100,000 won 29 (25.2) 72 (20.9) 101 (22.0)
Over 100,000 won 14 (12.2) 37 (10.7) 51 (11.1)

Important considering factors when purchasing HMR1)

Taste 97 (84.4) 310 (89.9) 407 (88.5) 2.57
Nutrition 37 (32.2) 93 (27.0) 130 (28.3) 1.16
Price 91 (79.1) 247 (71.6) 338 (73.5) 2.51
Convenience 56 (48.7) 167 (48.4) 223 (48.5) 0.00
Hygiene 21 (18.3) 80 (23.2) 101 (22.0) 1.22
Brand 15 (13.0) 52 (15.1) 67 (14.6) 0.29
Variety 16 (13.9) 50 (14.5) 66 (14.4) 0.02
Promotion 13 (11.3) 57 (16.5) 70 (15.2) 1.82

Preference of eating HMR 8.03
Strongly dislike 2 (1.7) 3 (0.9) 5 (1.1)
Dislike 11 (9.6) 19 (5.5) 30 (6.5)
Moderate 54 (47.0) 182 (52.8) 236 (51.3)
Like 36 (31.3) 124 (35.9) 160 (34.8)
Strongly like 12 (10.4) 17 (4.9) 29 (6.3)

Mean preference score2) 3.4 ± 0.9 3.4 ± 0.7 3.4 ± 0.7 0.06
Reasons for purchasing HMR1)

Lack of time 23 (20.0) 94 (27.3) 117 (25.4) 2.39
Convenience 95 (82.6) 285 (82.6) 380 (82.6) 0.00
Tasty 32 (27.8) 117 (33.9) 149 (32.4) 1.46
Lack of cooking skills 22 (19.1) 59 (17.1) 81 (17.6) 0.24
Variety of HMR products 23 (20.0) 91 (26.4) 114 (24.8) 1.88
Cheaper than direct cooking 19 (16.5) 74 (21.5) 93 (20.2) 1.30
Hygienic and safe 7 (6.1) 7 (2.0) 14 (3.0) 4.813)

Main places to purchase HMR1)

Convenience store 72 (62.6) 201 (58.3) 273 (59.4) 0.68
Large discount store 69 (60.0) 212 (61.5) 281 (61.1) 0.08
Supermarket 26 (22.6) 95 (27.5) 121 (26.3) 1.08
Internet shopping 41 (35.7) 144 (41.7) 185 (40.2) 1.33
Home shopping 9 (7.8) 14 (4.1) 23 (5.0) 2.58

Main meal using HMR1)

Breakfast 27 (23.5) 62 (18.0) 89 (19.4) 1.68
Lunch 69 (60.0) 202 (58.6) 271 (58.9) 0.07
Dinner 53 (46.1) 181 (52.5) 234 (50.9) 1.40
Late night snack 27 (23.5) 107 (31.0) 134 (29.1) 2.37
Side dishes 20 (17.4) 45 (13.0) 65 (14.1) 1.34
Snack 19 (16.5) 80 (23.2) 99 (21.5) 2.27

Data are shown as mean ± SD or number (%).
HMR, home meal replacements.
1)Respondents were allowed to select multiple choices. 2)1: strongly dislike, 5: strongly like. 3)The Fisher-exact p-value determined by differences in proportions.
*p < 0.05, ***p < 0.001.

Table 3. (Continued) Current status of use of home meal replacement after coronavirus disease 2019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가정간편식에 대한 태도를 가정간편식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높은 점수를 부
여하는 방식으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Table 4), 10개 항목 총점 평균 3.1점으로 보통 정
도의 태도를 보였고,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부 항목 중 ‘가정간편식
은 나의 영양섭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항목에 대하여 남학생은 2.9점으로 여학생 2.7

점에 비해 높았다 (p < 0.05). 남학생은 ‘가정간편식은 영양적으로 문제가 있다’에서 3.9점과 

‘나의 건강을 위해 가능하면 가정간편식을 사용하지 않겠다’에서 3.3점으로 여학생의 3.0점, 

2.7점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p < 0.001, p < 0.001) 가정간편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남
학생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후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배달음식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Table 5), 30% 이상
의 대상자가 주 1회 이상 이용한 배달음식은 ‘치킨’이 6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분
식’ (44.4%), ‘피자’ (38.9%), ‘패스트푸드’ (34.8%), ‘중국음식’ (34.1%), ‘한식’ (30.7%)의 순으
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 ‘분식’ (48.7%)과 ‘족발·보쌈’ (21.5%)의 이용이 남
학생 (31.3%, 9.6%)의 이용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1, p < 0.01). 배달앱을 이용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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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ating attitude towards HMR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Variables Male (n = 115) Female (n = 345) Total (n = 460) t value
HMRs are tastier than my cooking1) 3.1 ± 1.0 3.2 ± 0.9 3.1 ± 0.9 −0.91
I like to use HMR to shorten the cooking time, and I prefer to use that time for other work1) 3.3 ± 1.0 3.4 ± 0.9 3.3 ± 0.9 −0.94
HMRs play an important role for my nutrition intake1) 2.9 ± 0.9 2.7 ± 0.9 2.7 ± 0.9 2.09*
Eating HMRs is more desirable than dining out or delivered foods1) 2.8 ± 0.9 2.8 ± 0.8 2.8 ± 0.9 −0.41
It can be prepared as nutritious food using HMRs1) 2.9 ± 0.8 2.9 ± 0.8 2.9 ± 0.8 0.47
HMRs allow me to experience various foods1) 3.3 ± 0.9 3.4 ± 0.8 3.3 ± 0.8 −0.23
Usage of HMRs is not option but essential in the modern life1) 2.9 ± 0.9 3.1 ± 0.9 3.1 ± 0.9 −1.79
HMRs are hygienic and safe1) 3.1 ± 0.9 3.2 ± 0.7 3.2 ± 0.8 −0.8
HMRs are not nutritious2) 3.9 ± 0.9 3.0 ± 1.1 3.2 ± 1.2 5.04***
For my health, I will try not to use HMRs if possible2) 3.3 ± 1.3 2.7 ± 1.2 2.8 ± 1.2 3.68***
Mean (total of 5 point scale) 3.1 ± 0.7 3.0 ± 0.6 3.1 ± 0.6 0.65
Data are shown as mean ± SD.
HMR, home meal replacements.
1)1: do not agree at all, 5: certainly agree. 2)Reverse scoring 1: certainly agree, 5: do not agree at all.
*p < 0.05, ***p < 0.001.

Table 5. Current status of use of delivered foods after coronavirus disease 2019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Variables Male (n = 115) Female (n = 345) Total (n = 460) χ2

Delivered foods using more than once a week1)

Korean foods 41 (35.7) 100 (29.0) 141 (30.7) 1.80
Chinese foods 46 (40.0) 111 (32.2) 157 (34.1) 2.35
Chicken 78 (67.8) 237 (68.7) 315 (68.5) 0.03
Pizza 44 (38.3) 135 (39.1) 179 (38.9) 0.03
Flour based foods 36 (31.3) 168 (48.7) 204 (44.4) 10.57**
Asian/Western foods 11 (9.6) 59 (17.1) 70 (15.2) 3.80
Japanese foods 11 (9.6) 46 (13.3) 57 (12.4) 1.13
Jokbal/Bossam 11 (9.6) 74 (21.5) 85 (18.5) 8.09**
Fast foods 38 (33.0) 122 (35.4) 160 (34.8) 0.20

Order frequency of delivered foods using delivery app 4.67
Once a day or over 6 (5.2) 15 (4.3) 21 (4.5)
5–6 times a week 8 (7.0) 16 (4.6) 24 (5.2)
3–4 times a week 14 (12.2) 63 (18.3) 77 (16.7)
1–2 times a week 41 (35.7) 116 (33.6) 157 (34.1)
2–3 times a month 27 (23.5) 93 (26.9) 120 (26.1)
Less than once a month 19 (16.5) 42 (12.2) 61 (13.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1)Respondents were allowed to select multiple choices.
**p < 0.01.



달음식의 주문 빈도는 전체 연구대상자의 34.1%가 ‘주 1~2회’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한 달
에 2–3회’ 26.1%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시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인 변화와 긍
정적인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30% 이상이 경험하
였다고 답한 부정적인 변화는 ‘불규칙한 식사’가 56.7%로 가장 높았고, ‘배달음식 섭취 증가’ 

(42.2%), ‘간식 섭취 증가’ (33.3%), ‘HMR과 같은 가공식품 섭취 증가’ (30.4%)의 순으로 나타났
다. 성별에 따라서 여학생은 ‘불규칙한 식사시간’ (60.9%, p < 0.01), ‘간식 섭취 증가’ (35.9%, p 

< 0.05), ‘커피, 음료 등 섭취 증가’ (31.9%, p < 0.01), ‘야식 빈도 증가’ (31.0%, p < 0.05), ‘결식 빈
도 증가’ (29.9%, p < 0.05), ‘단 간식 (케이크, 쿠키, 과자 등) 섭취 증가’ (22.3%, p < 0.001), ‘김밥, 

도식락 같은 편의식품 섭취 증가’ (13.3%, p < 0.05)로 총 7개의 식습관에서 남학생에 비해 유의
적으로 높았다. 대상자가 경험한 긍정적인 식습관의 변화로는 ‘음주 빈도 감소’가 33.9%로 가
장 높았고, ‘외식 빈도 감소’ (26.1%), ‘직접 조리 증가’ (24.4%)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외
식 빈도 감소’가 여학생의 경우 29.9%로 남학생 (14.8%)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1).

고찰

본 연구에서는 충청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2학기 말인 

12월에 학업방식과 식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의 식생활 문제
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인 대학생들의 약 80% 이상이 2020년 2학기 수업을 ‘70% 이
상–100% 비대면’으로 참여하였다고 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학생들의 학업방식의 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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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s in dietary habits with non-face-to-face classes due to coronavirus disease 2019 among college students
Variables Male (n = 115) Female (n = 345) Total (n = 460) χ2

Negative change1)

Irregular meal time 51 (44.4) 210 (60.9) 261 (56.7) 9.59**
Increase in skipping meals 21 (18.3) 103 (29.9) 124 (27.0) 5.89*
Increase in snaking 29 (25.2) 124 (35.9) 153 (33.3) 4.47*
Increase in night snaking 23 (20.0) 107 (31.0) 130 (28.3) 5.16*
Increase in drinking coffee and beverages 22 (19.1) 110 (31.9) 132 (28.7) 6.86**
Increase in sweet snacks 7 (6.1) 77 (22.3) 84 (18.3) 15.22***
Increase in consumption of convenience food like gimbap and lunch box 7 (6.1) 46 (13.3) 53 (11.5) 4.44*
Increase in consumption of processed foods including HMR 34 (29.6) 106 (30.7) 140 (30.4) 0.05
Increase in consumption of delivered foods 40 (34.8) 154 (44.6) 194 (42.2) 3.43

Positive change1)

Regular meal time 18 (15.7) 41 (11.9) 59 (12.8) 1.10
Decrease in skipping meals 10 (8.7) 19 (5.5) 29 (6.3) 1.48
Decrease in snaking 5 (4.4) 17 (4.9) 22 (4.8) 0.06
Decrease in night snaking 7 (6.1) 21 (6.1) 28 (6.1) 0.00
Decrease in dining-out 17 (14.8) 103 (29.9) 120 (26.1) 10.16**
Decrease in consumption of processed foods including HMR 1 (0.9) 11 (3.2) 12 (2.6) 1.83
Decrease in drinking alcohol 31 (27.0) 125 (36.2) 156 (33.9) 3.31
Increase in consumption of fresh foods 10 (8.7) 33 (9.6) 43 (9.4) 0.08
Increase in cooking foods 23 (20.0) 89 (25.8) 112 (24.4) 1.57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HMR, home meal replacements.
1)Respondents were allowed to select multiple choices.
*p < 0.05, **p < 0.01, ***p < 0.001.



화를 초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청도를 포함한 중부권 지방 소재의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약 47.1% 정도의 대학생들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고, 15.8% 

정도가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8], 현재의 거주 상태를 조사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함께 자택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59.1% 높아 비대면 수업의 확대로 학
기 중에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거주 형태에 따른 대학생의 식
생활을 살펴본 연구들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자취를 하면서 스
스로 식사를 해결하는 대학생에 비하여 식사의 규칙성과 식사의 질이 높고, 외식 빈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과 함께 자택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야식 빈도와 패스트푸
드 및 분식류의 섭취가 낮고, 과일 섭취가 높으며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13,29,30].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식품섭취조사를 통한 식사의 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지지는 않았으나,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거주지의 변화가 식습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
성 또한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비대면 수업 시 수업을 수강한 장소에 대하여 전체 대상자의 97.6%가 ‘집이나 기숙사의 자기 

공간 (방)’으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외부 장소가 아닌 거주하는 공간 내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과 

같은 외부 요인과 학생 스스로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기피, 학습에 집중을 위한 환경 확보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주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의 증가와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 감소는 신체활동에도 영향을 주어 전체 대상자의 52.8%가 최근 6개월간의 신체
활동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ho과 Lee [21]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운동이 비만지표와 식이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규칙적인 운동군은 대조군과 비교 시 열량이 높은 식품류를 유의하게 적게 섭취하고 과일 및 

채소류를 많이 섭취하여 운동이 건강지표뿐 아니라 식이섭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Chung 등 [31]은 운동을 하는 성인은 운동을 하지 않는 군보다 아침 결
식률이 낮고 우유 및 유제품류, 채소 및 과일류와 주스류를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 식습
관이나 영양섭취 상태가 더 양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과 Cheon 

[32]의 연구에서 운동을 하는 남학생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바람직한 식습관을 보였고, 

영양소 섭취상태도 전반적으로 우수하였다. 본 연구는 신체활동량이란 표현으로 운동과 일
상 활동을 포함한 변화를 질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선행연구와 달리 운동 상태를 특정할 수
는 없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신체 활동의 감소가 식습관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난 6개월간의 체중변화에 대하여 남학생은 체중이 증가하였다고 답한 비율이 약 절반 정
도인 47.8%였으며 여학생의 32.2%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반면 여학생은 체중이 감소하
였다고 답한 비율이 24.1%로 남학생의 20.0%에 비해 높았다 (p < 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녀 대학생 모두에서 체중 증가를 경험한 비율이 체중 감소를 경험한 비율에 비하여 높음
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의 위험은 사회적으로 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과 기피 현상을 초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식습관에 미친 긍정적인 식습관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에서 외식 빈도 

감소가 26.1%, 직접 조리 증가가 24.4%로 나타나 대상자의 약 1/4정도에서 외식 감소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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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조리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전국 시·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수
요변화를 분석한 연구에서 코로나-19 이후 3개월 동안의 외식 횟수는 코로나-19 이전 3개월과 

비교할 때 79.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33], 가정 내에서 가족과의 식사 횟수는 47.7% 증
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34]. 그러나, 가정 식사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직접 조
리하는 비율뿐 아니라 간편식 등 가공식품의 이용과 집으로 조리된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 배
달음식 이용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간편성과 편의성
을 위해 개발된 가정간편식은 바로 섭취하거나 데우기 등과 같은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가
정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식을 말하며,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는 ‘소비자가 별도의 조
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으
로 정의하고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35]. 가정간편
식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기존의 간편식에 비해 맛과 영양 면에서 품질이 향상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편식은 열량, 지방, 나트륨 함량이 높고, 식이섬
유, 비타민이나 무기질과 같은 영양성분 함량은 낮아 간편식 위주의 식생활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36,3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에 유해
한 일상생활패턴의 대표 사례 중의 하나가 캔 식품, 냉동식품 및 간편식품 등 장기 저장용 가
공식품 구매 습관이다 [3,4]. 본 연구에서도 가정간편식의 이용 빈도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남녀 학생 모두 60% 이상이 ‘주 1–2회/한 달에 2–3회/한 달에 1회 이하’

로 응답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약 50% 정도의 남녀 대학생이 ‘주 3–4회/주 5–6회/하
루 1회 이상’으로 응답하여 두 배가량 가정간편식의 섭취 빈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대상자의 30% 이상이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정간편식의 종류는 ‘즉석밥’ 

(37.2%), ‘즉석조리 분식류’ (32.8%), ‘만두’ (32.4%), ‘김밥’ (31.3%)으로 나타나 주로 즉석섭취
식품과 즉석조리식품이며, 주요 열량 급원이 되는 탄수화물 식품인 반면 샐러드와 같은 신선
편의 식품의 섭취는 낮음을 알 수 있다. 가정간편식 구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약 

90%의 대상자가 ‘맛’을 택한 반면, ‘영양’을 고려하는 비율은 전체 30%에도 미치지 않았다. 

가정간편식에 대한 선호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점으로 보통 보다 높은 긍정적 태도를 보였
다. 다수의 연구에서 가공식품의 섭취와 식사의 질을 평가한 결과, 가공정도가 높은 식품의 

섭취 증가는 식사의 질 감소와 연관되어 있었다 [38,39].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HMR 중 즉석섭취식품과 즉석조리식품의 섭취 빈도 및 기호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
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성을 보인 반면, 샐러드 등과 같은 신선편의식품은 편식, 과식, 짜게 먹
기의 식습관과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27]. 신선식품은 비타민과 무기질의 함량이 높아 면역
력을 높이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기능으로 코로나-19의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섭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18-20],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의 가정간편식의 

섭취 증가와 함께 주로 섭취하는 식품이 즉석조리 및 즉석섭취식품과 같은 가공도가 높은 식
품이라는 것은 대학생의 식생활 문제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가정간편식의 섭취가 증가하였고, 또한 배달음식의 이용도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배달음식의 빈도는 여학생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전 ‘한 달에 2–3

회/한 달에 1회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58.3%로 높았던 반면,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주 1–2회/

주3–4/주 5–6회/하루 1회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64.6%로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발생 후 배
달음식의 이용 빈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p < 0.001), 남학생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4분기 모바일을 통한 음식서비
스 거래액은 전년 동분기대비 77.0%가 증가하였고, 모바일쇼핑 거래액 중 음식서비스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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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비율이 18.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40] 모바일을 통한 음식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외식소비형태 조사에서 배달음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음
식은 치킨 (55.0%)과 중식 (53.9%)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많이 주문하는 음식으로 나타
났다 [41]. 치킨과 중식은 열량, 지방, 나트륨 함량이 높아 지나친 섭취는 비만이나 영양 불균
형을 초래할 수 있어 건강상의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배달음식은 음식을 선택
할 때 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불안감을 느끼게 되며, 배달음식 이용의 급격
한 증가는 이물질 혼입 등의 위생상의 문제점이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위생안전 문제
점을 해결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음식의 위생정보 제공을 시행하고 있으나 배달
음식 앱 업체에 등록된 모든 음식점에서 위생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보다 많은 

음식점들이 위생정보를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관리 방안 강화와 함께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위생정보를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교육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의 식습관 변화를 가정간편식과 배달음식 섭취 실태 및 식
습관의 부정적 변화와 긍정적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생활
에 영향을 준지 약 1년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함으로써 초기의 단기적인 변화가 아닌 일
상화되어 갈 수 있는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는 대학생
들의 수업방식에 전면적인 영향을 주어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비율을 높였고, 신
체 활동량의 감소와 체중 증가, 가정간편식 및 배달음식의 이용, 불규칙한 식사의 비율을 높
였다. 긍정적인 변화로 약 1/3정도의 대상자에서 음주가 감소하였다고 하였으며, 1/4정도의 

대상자에서만 외식 비율이 감소하고 직접 조리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본 결과는 충청지역 소
재에 재학 중인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기 때문에 전체 대학생들에 대한 결과
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19 이전의 식생활에 대한 응답은 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한 대학생의 식생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활습관 (음주, 흡연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성인기 초기에 있으면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야하고, 향후 성인기 중기
와 후기, 노인기에 걸쳐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게 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정립해 나가야 하
는 대학생들의 식생활이 코로나-19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음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영양교
육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근거자료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요약

충청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에 학업방식과 

식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의 식생활 문제를 제시하고자 하였
다. 조사 항목은 일반사항, 비대면 수업 실태, 최근 6개월 동안의 신체활동 및 체중변화, 식습
관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식습관 변화, 가정간편식 및 배달음식의 이용 실태)으로 구성하
였다. 연구대상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의 소재지는 ‘시’의 비율이 69.4%였으며, 주요 거주지
는 ‘가족과 함께 자택’이 59.1%로 가장 높았다. 주된 수업참여 방식은 ‘70.0% 이상 비대면’이 

40.4%, ‘100% 비대면’이 40.2%로 나타났고, 수업을 수강한 장소는 97.6%가 ‘집이나 기숙사
의 자기 공간(방)’이었다. 최근 6개월 동안의 신체활동 변화는 전체 연구대상자의 52.8%가 신
체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체중변화는 남학생의 47.8%가 체중 증가로 나타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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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32.2%에 비해 높았다 (p < 0.01). 가정간편식의 이용 빈도 분석결과, 코로나-19 발생 전
에는 ‘주 1~2회/한 달에 2~3회/한 달에 1회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62.7%, 여학생 69.6%

로 높았던 반면,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주 3–4회/주 5–6회/하루 1회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57.4%, 여학생 46.7%로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발생 후 가정간편식의 이용 빈도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p < 0.001). 배달음식의 이용 빈도는 여학생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전 ‘한 달에 2–3회/한 달에 1회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58.3%로 높았던 반면, 코로나-19 발
생 후에는 ‘주 1–2회/주3–4회/주 5–6회/하루 1회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64.6%로 높게 나타
났다 (p < 0.001).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식습관에 미친 부정적인 변화
로는 ‘불규칙한 식사’ (56.7%)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배달음식 섭취 증가’ (42.2%), ‘간식 

섭취 증가’ (33.3%), ‘HMR과 같은 가공식품 섭취 증가’ (30.4%)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경험한 긍정적인 식습관의 변화로는 ‘음주빈도 감소’가 33.9%로 가장 높았고, ‘외식 빈도 감
소’ (26.1%), ‘직접 조리 증가’ (24.4%)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참여 비율이 높았고, 이 시기 동안 대학생들은 활동량 감소와 체중 증가, 불
규칙한 식생활, 가공식품·배달음식·간식 섭취 증가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 문제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외부 활동과 식생활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대학생의 건강과 영양문제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영양교육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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