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J Korean Diet Assoc 21(1):57-71, 2015

http://dx.doi.org/10.14373/JKDA.2015.21.1.57

Original Article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for 2011 Korea-Japan Basic Scientific 

Cooperation Program.

접수일 : 2015년 1월 2일, 수정일 : (1차) 2015년 1월 16일, (2차) 2015

년 1월 19일, 채택일 : 2015년 1월 23일
† Corresponding author : Yu Jin Oh, Research Evaluation 

Team, 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11-13, Yeouido-dong,

Youngdeungpo-gu, Seoul 150-868, Korea

Tel : 82-2-3781-3541, Fax : 82-3781-3579

E-mail : oyujin@khealth.or.kr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혼자 식사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인식 및 식행동 비교

이영미ㆍ오유진1†ㆍ조우균ㆍ조필규2

가천대학교 바이오나노대학 식품영양학과ㆍ1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연구평가팀ㆍ2한밭대학교 경제학과

Differences in Solo Eating Perceptions and 
Dietary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by Gender

Youngmee LeeㆍYu Jin Oh1†ㆍWookyoun ChoㆍPil Kyoo Jo2

Dept. of Food and Nutrition, College of BioNano Technology, Gachon University, Seongnam 461-701, Korea
1Research Evaluation Team, 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Seoul 150-868, Korea

2Dept. of Economics,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Hanbat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19, Korea

ABSTRACT

  This study assessed gender differences of ‘solo eating’ perceptions and dietary behaviors among college stu-

dents residing in Seoul and Kyongki province. Two types of questionnaires were used to analyze perception 

and dietary behaviors of subjects: a cross-sectional survey (N=893) and AGA (Associative Group Analysis; 

N=50). Women ate significantly more and intook a greater variety of foods when eating together (P＜0.05). 

Men, on the other hand, showed no difference in these variables. Women, compared to men, spent more time 

eating both alone and together (P＜0.001). In the associative group analysis (AGA), women showed a differ-

ent semantic value for ‘solo eating’ compared to men. Women also tended to feel lonely when they ate alone 

and had positive images of eating together. Students began to decide their own dietary behaviors after junior 

and high school. Dietary lives of Koreans have rapidly changed along with social changes over the past half 

century. These research findings will contribute to more comprehensive and efficient nutrition education pro-

grams for preventing lifestyle-related diseases in the early stage of adult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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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양식 변

화가 식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여성의 사회진출, 핵

가족화 또는 1인 가구의 증가, 주 5일제 등 다양한 

사회변화 현상들은 우리의 식생활에도 영향을 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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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히, 개인화, 산업화의 사회구조는 식생활 양식

을 가족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있다(Ahn 

& Park 2014). 1인 가구는 1990년 9.0%에서 2010년 

23.9%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전체 가구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2013).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추세

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최근에는 솔

로이코노미(solo economy)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1

인 가구는 새로운 소비주체로 급부상하였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이 증가하고 있다(Klinenberg 2013). 

1인 가구는 2인 가구에 비하여, 외식비는 27%, 가공

식품비는 51%가 더 높은데(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14) 이러한 소비욕구에 발맞춰 국내 외식트

렌드조사에서도 ‘1인용 메뉴’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

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2014).

또한, 가정에서 번거롭게 음식을 장만하기 보다는 

외식이나 급식에 대한 비중이 커져(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외식지출이 

1990년 20%에서 2010년 49%로 2.5배 증가하였으며, 

식료품비의 절반을 외식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Hwang 2012). 이로 인해, 외식을 통한 하루 

섭취열량, 지방 섭취량,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

여 1998년에는 외식을 통해 섭취하는 단백질, 지

방, 나트륨의 양이 전체의 절반 이하였으나 2012

년에는 절반을 넘어섰다고 보고하였다(Kwon & Ju 

2014). 이에, 식사 결정 시 건강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제안이 필요

하고, 다양한 건강식의 메뉴가 혼자 식사할 수 

있는 단위로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은 기존의 초중고 학교급식에서 결정된 식

사를 하였던 시기에서 벗어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서 매일의 식사 메뉴와 환경 등을 결정하는 최초의 

시기라 할 수 있다(Lee 등 2012). 일반적으로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Seymour 등 

1997) 타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하고, 고등학교에 비해 개인화된 스케줄로 인해 혼

자 식사하는 기회가 많아지는 등의 식생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Park 2003). 어떠한 형태의 식사를 얼

마만큼 먹었는가 등의 식행동이 건강에 많은 영향

을 미치게 되는데(Song 등 2009), 초기 성인기의 불

충분한 식사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생리적 변화를 나

타내게 된다(Winkleby & Cubbin 2004). 식생활의 건

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으로 대학생의 식행동에 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어져 왔으나(Lee 2003; Yu 등 

2003; Kim 등 2007a; Lee 등 2012),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혼자 먹는 식사에 대하여 타

인과 함께 하는 식사를 할 때 보다 섭취량 및 종류, 

이유 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는 드문 실

정이다. 

성별에 따라서 식품섭취, 영양, 건강 등에 대하여 

어릴 때부터 다르게 인지하고 행동하며(Turrell 1997),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식생활 태도와 영양섭취 순

응도가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McConaghy 1989; 

Turrell 1997). 외식 행태도 성별에 따라 한식, 패밀리

레스토랑 등의 선호 종류, 배달ㆍ테이크아웃의 이용행

태, 외식 이유 등이 다르게 나타나듯이(Hwang 2012), 

혼자 식사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혼자 식

사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현 시점에서, 식사 메뉴와 

환경을 매일 선택하게 되는 대학생이 혼자 식사할 

때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 식사 종류 및 

양 등의 식행동 차이가 있는지를 성별에 따라서 비

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성별의 특성에 맞

게 건강식사를 위한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 외식

가공식품 개발 시 보다 건강한 식품 개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혼자 먹는 식사 및 함께 하는 식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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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남녀 대학생의 인식 및 식행동을 비교하기 위

하여 서울, 경인지역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1

년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혼자 먹는 식사에 대한 인

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50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고, 식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1,000명에게 

양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12월에 이루어졌으

며, 12월은 학기말 및 연말에 해당되어 친구 및 가

족과 함께 식사하는 기회가 많으므로 혼자 식사와

의 식행동 차이를 볼 수 있다고 기대되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 중 부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인터

뷰는 50케이스, 설문지는 893개의 설문지를 회수하

여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조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질적연구인 AGA(Associative Group 

Analysis, Kelly 1985; Rozin 등 1999; Linowes 등 

2000)와 양적연구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혼자 

먹는 식사와 함께 하는 식사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

기 위하여 ‘혼자 식사’와 ‘공동 식사’라는 단어를 30

초간 제시 후 연상되는 단어를 본인이 자유롭게 기

록하도록 하는 AGA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

사된 단어를 감정, 경제, 식행동, 음식 및 기타 어휘 

표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후 혼자 식사와 

달리 함께 하는 식사에서 나타나는 회합, 사람, 수

다 등의 어휘표현을 추가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식

행동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거주형태, 평균 용돈, 혼자 식사와 함께 식사  

시의 식행태 등을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문항에 대해서는 혼자 식사와 함께 하는 

식사 시의 식행태에 대한 AGA 인터뷰 결과를 중심

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Kelly 1985). 이에 대한 결

과에 따라, 함께 하는 식사는 가족과 함께할 때와 

친구와 함께할 때 느끼는 감정, 식행동 등이 달리 

표현되어 가족식사와 친구식사로 문항을 구분하여 

설문하였다. 

3. 통계

본 연구 자료는 SPSS 18.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혼자 식사와 함께 하는 식사 시의 식

사 종류, 양, 이유 등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교

차분석(χ2-test)을 실시하였다. AGA 조사 자료의 경

우 기존의 AGA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남녀 대학생

이 응답한 단어 및 문장을 유사 의미 단어로 일차 

정리한 후 2차적으로 감정, 경제, 식행동, 음식 및 

기타 표현 어휘로 분류하였다. 그 후 혼자 식사와 

달리 함께 하는 식사에서 나타나는 회합, 사람, 수

다 등의 어휘표현을 추가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분

류어휘군의 반응 빈도수를 전체 응답 반응단어 수

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산출하고 혼자 식사 및 함

께 하는 식사에 대한 의미론적 가치로 환산하여 남

녀의 내재적 인식, 가치, 행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한 바

와 같다. 성별은 남학생 42.6%, 여학생 57.4%, 거주 

형태는 약 70% 이상이 자택에서 살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취는 약 20%로 나타났다. 월평균 용돈

은 20∼40만원이 5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20만원 

이하는 약 15%, 50만원 이상은 약 13%로 나타났다. 

2. 식생활의 건강영향에 대한 인식, 식생활 문제점, 

식사준비 경향 비교

성별에 따라 스스로 인지하는 식생활의 건강영향

정도, 식생활 문제점, 식사준비 경향에 대하여 비교

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식생활의 

건강영향 정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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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n Women Total χ
2 P-value

Dietary behavior will effect on health
Strongly agree 272 ( 71.6) 342 ( 66.8) 614 ( 68.8) 11.952 0.018*
Agree 68 ( 17.9) 130 ( 25.4) 198 ( 22.2)
Neutral 33 ( 8.7) 29 ( 5.7) 62 ( 7.0)
Disagree 4 ( 1.1) 10 ( 2.0) 14 ( 1.6)
Strongly disagree 3 ( 0.8) 1 ( 0.2) 4 ( 0.4)
Total 380 (100.0) 512 (100.0) 892 (100.0)

Problems of food behavior
Irregular eating 134 ( 35.3) 179 ( 34.9) 313 ( 35.1) 11.387 0.023*
Control food to loose weight 87 ( 22.9) 123 ( 24.0) 210 ( 23.5)
Eating too much processed food and 

ready-to-eat food 
62 ( 16.3) 93 ( 18.1) 155 ( 17.4)

Skipping meal 57 ( 15.0) 93 ( 18.1) 150 ( 16.8)
Drinking alcohol 40 ( 10.5) 25 ( 4.9) 65 ( 7.3)
Total 380 (100.0) 513 (100.0) 893 (100.0)

I prepare meal by myself
Always 57 ( 15.0) 93 ( 18.1) 150 ( 16.8) 11.387 0.023*
Usually 62 ( 16.3) 93 ( 18.1) 155 ( 17.4)
About half the time 134 ( 35.3) 179 ( 34.9) 313 ( 35.1)
Seldom 87 ( 22.9) 123 ( 24.0) 210 ( 23.5)
Never 40 ( 10.5) 25 ( 4.9) 65 ( 7.3)
Total 380 (100.0) 513 (100.0) 893 (100.0)

*P＜0.05

Table 2. Comparison of perceptions on health effect and dietary behaviors by gender.     N (%)

Variables N %

Gender
Men 380 42.6
Women 513 57.4
Total 893 100.0

Residence type
Home 643 72.0
Accommodation 177 19.8
Dormitory 52 5.8
Relative's house 9 1.0
Others 12 1.3
Total 893 100.0

Monthly allowance (Won)
≤200,000 134 15.0
200,000∼300,000 246 27.6
300,000∼400,000 249 27.9
400,000∼500,000 149 16.7
500,000≤ 114 12.8
Total 892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된다’ 68.8%, ‘비교적 도움이 된다’ 22.2%의 응답을 

나타냈다.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P＜0.05),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남 71.6%, 

여 66.8%). 자신 식생활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불규

칙한 식습관’ 35.1%, ‘지나친 다이어트’ 23.5%, ‘가공

식품ㆍ편이식품 과다 섭취’ 17.4%, ‘결식’ 16.8%, ‘음

주습관’ 7.3%의 순으로 꼽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P＜0.05), 특히, 여성이 남

성에 비해 ‘결식’(남 15.0%, 여 18.1%)에 대하여, 남

성은 여성에 비해서 ‘음주습관’(남 10.5%, 여 4.9%)

에 대하여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스스로의 식사 준비 경향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반

반이다’ 35.1%, ‘비교적 그렇지 않다’ 23.5%, ‘비교적 

그렇다’ 17.4%, ‘대부분 그렇다’ 16.8%의 순으로 나

타났다.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P＜0.05),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남 10.5%, 

여 4.9%),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부분 스스로 준비

한다’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남 15.0%, 여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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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n Women Total χ
2 P-value

Meal amount
Eat more amount of meal when I eat alone 88 ( 23.2) 131 ( 25.6) 219 ( 24.6) 11.736 0.003**
Eat more amount of meal when I eat together 

with someone
161 ( 42.4) 257 ( 50.3) 418 ( 46.9)

No difference 131 ( 34.5) 123 ( 24.1) 254 ( 28.5)
Total 380 (100.0) 511 (100.0) 891 (100.0)

Menu
Eat more various food when I eat alone 26 ( 6.8) 22 ( 4.3) 48 ( 5.4) 8.110 0.017*
Eat more various food when I eat together 

with someone
293 ( 77.1) 433 ( 84.6) 726 ( 81.4)

No difference 61 ( 16.1) 57 ( 11.1) 118 ( 13.2)
Total 380 (100.0) 512 (100.0) 892 (100.0)

Preference of eating
I prefer to eat a meal alone 27 ( 7.1) 39 ( 7.6) 66 ( 7.4) 0.563 0.755
I prefer to eat a meal together 282 ( 74.4) 388 ( 75.8) 670 ( 75.2)
No difference 70 ( 18.5) 85 ( 16.6) 155 ( 17.4)
Total 379 (100.0) 512 (100.0) 891 (100.0)

Frequencies of eating 
I do solo eating more than together eating 50 ( 13.2) 68 ( 13.3) 118 ( 13.2) 6.095 0.047*
I do solo and together eating in similarly frequencies 173 ( 45.5) 193 ( 37.7) 366 ( 41.0)
I do together eating more than solo eating 157 ( 41.3) 251 ( 49.0) 408 ( 45.7)
Total 380 (100.0) 512 (100.0) 892 (100.0)

*P＜0.05, **P＜0.01

Table 3. Comparison of solo eating and together eating dietary behaviors by gender.     N (%)

3. 혼자 식사와 함께 하는 식사 시의 식행동 비교

1) 식사 양과 종류, 선호식사 및 실제 식사 경향 

혼자 식사와 함께 하는 식사 시의 식행동에 대하

여 비교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식사

량은 전체적으로 ‘여럿이 먹을 때 더 많이 먹는다’ 

46.9%, ‘차이가 없다’ 28.5%, ‘혼자 먹을 때 더 많이 

먹는다’ 2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P＜0.01), 여성은 남성

에 비해 ‘여럿이 먹을 때 더 많이 먹는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고(남 42.4%, 여 50.3%), 남성은 여성

에 비해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 34.5%, 여 24.1%,). 음식의 종류는 전체적으로 

‘여럿이 먹을 때 더 다양한 음식을 먹는다’가 81.4%, 

‘차이가 없다’ 13.2%, ‘혼자 먹을 때 더 다양한 음식

을 먹는다’ 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P＜0.05), 특히, 여성은 남성

에 비해 ‘여럿이 먹을 때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

는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고(남 77.1%, 여 84.6%), 

남성은 여성에 비해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남 16.1%, 여 11.1%). 

혼자 식사, 함께 하는 식사 중 더 선호하는 식사

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여럿이 

함께 먹는 것’ 75.2%, ‘차이가 없다’ 17.4%, ‘혼자 먹

는 것’ 7.4%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혼자 식사나 함께 하는 식

사 중 어느 식사를 더 자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여럿이 함께 먹는 편이다’ 

45.7%, ‘반반인 편이다’ 41.0%, ‘혼자 먹는 편이다’ 

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는데(P＜0.05),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여럿이 함께 먹는 편이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남 41.3%, 여 49.0%), 남성은 여성에 비해 ‘반반인 

편이다’의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남 45.5%, 여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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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n Women Total χ
2 P-value

Solo eating (min)
＜5 49 ( 13.0) 28 ( 5.5) 77 ( 8.7) 18.647 0.000***
5∼15 232 ( 61.5) 314 ( 61.8) 546 ( 61.7)
15∼30 79 ( 21.0) 144 ( 28.3) 223 ( 25.2)
30≤ 17 ( 4.5) 22 ( 4.3) 39 ( 4.4)
Total 377 (100.0) 508 (100.0) 885 (100.0)

Together eating (min) 
With family

10∼15 124 ( 33.6) 127 ( 25.3) 251 ( 28.9) 7.415 0.060
15∼30 169 ( 45.8) 252 ( 50.3) 421 ( 48.4)
30∼60 63 ( 17.1) 104 ( 20.8) 167 ( 19.2)
60≤ 13 ( 3.5) 18 ( 3.6) 31 ( 3.6)
Total 369 (100.0) 501 (100.0) 870 (100.0)

With friends
10∼15 68 ( 18.3) 57 ( 11.3) 125 ( 14.3) 18.848 0.000***
15∼30 182 ( 49.1) 215 ( 42.7) 397 ( 45.4)
30∼60 89 ( 24.0) 176 ( 35.0) 265 ( 30.3)
60≤ 32 ( 8.6) 55 ( 10.9) 87 ( 10.0)
Total 371 (100.0) 503 (100.0) 874 (100.0)

***P＜0.001

Table 4. Comparison of solo eating and together eating meal times by gender.     N (%)

2) 식사 시 소요 시간

혼자 식사와 함께 하는 식사 시의 소요 시간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혼자 

식사 시의 소요 시간은 전체적으로 ‘5∼15분 이내’ 

61.7%, ‘15∼30분 이내’ 25.2%, ‘5분 이내’ 8.7%, ‘30

분 이상’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P＜0.001),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식사를 5분 이내로 하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

났고(남 13.0%, 여 5.5%), 여성은 남성에 비해 ‘15∼

30분 이내’로 하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남 

21.0%, 여 28.3%).

함께 하는 식사는 가족식사의 경우, 전체적으로 

‘15∼30분 이내’ 48.4%, ‘10∼15분 이내’ 28.9%, ‘30

분∼1시간 이내’ 19.2%, ‘1시간 이상’ 3.6%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친구와 함께 하는 식사의 경우, 전체

적으로 ‘15∼30분 이내’ 45.4%, ‘30분∼1시간 이내’ 

30.3%, ‘10∼15분 이내’ 14.3%, ‘1시간 이상’ 10.0%

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P＜0.001), 남성은 여성에 비해 ‘10∼15

분 이내’의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고(남 18.3%, 여 

11.3%), 여성은 남성에 비해 ‘30분∼1시간 이내’(남 

24.0%, 여 35.0%), ‘1시간 이상’(남 8.6%, 여 10.9%)

의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4. 혼자 식사와 함께 하는 식사의 이유 및 문제점

1) 식사의 이유

혼자 식사와 함께 하는 식사의 이유를 비교한 결

과는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혼자 식사를 하

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같이 먹기 위한 시간조정이 

어려움’ 47.8%,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6.8%, ‘여

유롭게 먹기 위해서’ 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P＜0.001),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같이 먹기 위한 시간조정이 어

려움’(남 45.7%, 여 49.3%)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서’(남 14.1%, 여 18.7%)의 응답이 더 높았으며, 남

성은 여성에 비해 ‘여유롭게 먹기 위해서’(남 18.4%, 

여 12.0%), ‘음식선택이 자유로움’(남 10.1%, 여 5.9%)

에 대하여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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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 Women Total χ
2 P-value

Solo eating
Difficult to making time for eating together 172 ( 45.7) 250 ( 49.3) 422 ( 47.8) 23.549 0.000***
Saving time 53 ( 14.1) 95 ( 18.7) 148 ( 16.8)
Eat with enough time 69 ( 18.4) 61 ( 12.0) 130 ( 14.7)
Free for choosing menu 38 ( 10.1) 30 ( 5.9) 68 ( 7.7)
Saving money 15 ( 4.0) 8 ( 1.6) 23 ( 2.6)
Others 29 ( 7.7) 63 ( 12.4) 92 ( 10.4)
Total 376 (100.0) 507 (100.0) 883 (100.0)

Together eating
Enjoying eating together 181 ( 48.4) 278 ( 54.7) 459 ( 52.0) 12.178 0.058
Social life (communication) 70 ( 18.7) 72 ( 14.2) 142 ( 16.1)
Eat with someone who is with me in mealtime 50 ( 13.4) 79 ( 15.6) 129 ( 14.6)
Eat various menu 33 ( 8.8) 47 ( 9.3) 80 ( 9.1)
Solo eating looks lonely 31 ( 8.3) 21 ( 4.1) 52 ( 5.9)
Saving money for sharing food 4 ( 1.1) 3 ( 0.6) 7 ( 0.8)
Others 5 ( 1.3) 8 ( 1.6) 13 ( 1.5)
Total 374 (100.0) 508 (100.0) 882 (100.0)

***P＜0.001

Table 5. Reasons for solo eating and together eating by gender.     N (%)

함께 하는 식사는 전체적으로 ‘같이 먹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52.0%, ‘사회생활을 위해서’ 16.1%, 

‘식사시간에 주변에 함께 있으므로’ 14.6%, ‘다양한 

메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9.1%, ‘혼자 먹는 것

이 외로워 보이기 때문에’ 5.9%의 순으로 나타났으

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생활을 위해

서’(남 18.7%, 여 14.2%),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같이 

먹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남 48.4%, 여 54.7%)의 응

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2) 식사 시 문제점

혼자 식사와 함께 하는 식사 시의 문제점을 비교

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혼자 식사를 

할 때의 문제점으로는 전체적으로 ‘식사를 대충하게 

된다’ 36.1%, ‘인스턴트 식품을 주로 먹게 된다’ 

19.1%, ‘빨리 먹게 된다’ 13.3%, ‘대화상대가 없어서 

식사시간이 즐겁지 않다’ 12.9%, ‘많은 양을 먹게 된

다’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

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함께 하는 식사는 가족식사의 경우, 전체적으로 

‘식사시간을 맞추기 어렵다’ 38.8%, ‘식사준비와 뒤

처리가 번거롭다’ 32.9%, ‘별다른 문제가 없다’ 

17.5%, ‘대화주제를 찾기가 어렵다’ 10.5%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

났는데(P＜0.01),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식사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남 34.0%, 여 42.3%)의 응답이 더 높

았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대화주제를 찾기가 어렵

다’(남 15.4%, 여 7.0%)의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친구와 함께 하는 식사의 경우, 전체적으로 ‘식사비

용의 지출이 많다’ 58.4%, ‘메뉴선택이 자유롭지 못

하다’ 23.7%, ‘술을 마시게 된다’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P＜0.01),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식사비용의 지출이 

많다’(남 52.7%, 여 62.4%)의 응답률이 높았고, 남성

이 여성에 비해서 ‘술을 마시게 된다’(남 7.3%, 여 

3.0%)의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5. 혼자 식사와 함께 하는 식사에 대한 인식

혼자 식사에 대한 남녀의 인식차이를 비교한 결

과는 Fig.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여성은 남성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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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 Women Total χ
2 P-value

Solo eating
Eat anything what can full feel hungry 135 ( 35.9) 184 ( 36.2) 319 ( 36.1) 10.812 0.094
Mostly eat fast food 59 ( 15.7) 110 ( 21.7) 169 ( 19.1)
Eat quickly 60 ( 16.0) 58 ( 11.4) 118 ( 13.3)
Unhappy in meal time becouse of nobody to talk 51 ( 13.6) 63 ( 12.4) 114 ( 12.9)
Eat much amount of meal 45 ( 12.0) 68 ( 13.4) 113 ( 12.8)
Eat less amount of meal 9 ( 2.4) 5 ( 1.0) 14 ( 1.6)
Others 17 ( 4.5) 20 ( 3.9) 37 ( 4.2)
Total 376 (100.0) 508 (100.0) 884 (100.0)

Together eating
With family

Can not find appropriate time 108 ( 34.0) 188 ( 42.3) 296 ( 38.8) 15.956 0.003**
Bothering of ready and clean up for meal 104 ( 32.7) 147 ( 33.1) 251 ( 32.9)
No problem at all 56 ( 17.6) 77 ( 17.3) 133 ( 17.5)
Can not find communication topic 49 ( 15.4) 31 ( 7.0) 80 ( 10.5)
Others 1 ( 0.3) 1 ( 0.2) 2 ( 0.3)
Total 318 (100.0) 444 (100.0) 762 (100.0)

With friends
Spend lots of money 174 ( 52.7) 289 ( 62.4) 463 ( 58.4) 21.007 0.007**
Not free for choosing menu 78 ( 23.6) 110 ( 23.8) 188 ( 23.7)
Drink alcohol 24 ( 7.3) 14 ( 3.0) 38 ( 4.8)
Eat quickly 12 ( 3.6) 16 ( 3.5) 28 ( 3.5)
Noisy 17 ( 5.2) 9 ( 1.9) 26 ( 3.3)
Not comfortable at meal time 13 ( 3.9) 13 ( 2.8) 26 ( 3.3)
Eat much amount of meal 11 ( 3.3) 10 ( 2.2) 21 ( 2.6)
Eat less amount of meal 1 ( 0.3) 0 ( 0.0) 1 ( 0.1)
Others 0 ( 0.0) 2 ( 0.4) 2 ( 0.3)

 Total 330 (100.0) 463 (100.0) 793 (100.0)

**P＜0.01

Table 6. Problems of solo eating and together eating by gender.     N (%)

해서 외로움, 공허함, 괴로움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

로 더 많이 인지하였으나, 남성은 자유로움, 자기 

조절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남성이 인지하는 비용절약의 경제적인 

면과 우연히 혼자 먹게 된다는 중립적인 면은 여성

에게서는 인지되지 않았다. 

함께 하는 식사에 대한 남녀의 인식차이를 비교

한 결과는 Fig. 2와 Fig.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함께 

하는 식사는 혼자 식사와 달리, 사람, 회합, 수다 등

의 단어 표현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족

식사에 대하여는 혼자 식사에 나타났던 경제적인 

면, 시간적인 면이 나타나지 않았고, 친구와 함께 

하는 식사에서는 시간적인 면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의 경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서 신뢰, 즐거움, 따스함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더 많이 인지하였으나, 남성은 고기, 밥 등의 음식 

종류와 외식 등 식행동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더 높

았다. 특히, 남성은 건강ㆍ영양적인 면을, 여성은 집

이라는 장소로서 특징적으로 인지하였다. 친구와 함

께 하는 식사의 경우, 여성은 친근함, 여유로움, 즐

거움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더 많이 인지하였으

나, 남성은 식품의 종류, 음식점으로 인지하는 비율

이 더 높았다. 특히 남성은 경제적인 면과 술을, 여

성은 경쟁 등 부정적인 이미지와 외식의 식행동을 

특징적으로 인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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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erception of solo eating by gender.

고 찰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사람들의 가

치관 변화와 식생활이 빠르게 변화되어(Kim 등 

2014), 식사하는 형태, 종류, 방법의 변화를 일으키

고 있다. 대학생은 고등학교때까지와 달리 독립적, 

주체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스스로의 의지로 식생

활을 형성해 나아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혼자 하는 

식사가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식행동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 대학생이 인지하는 

식생활의 문제는 ‘불규칙한 식습관’ 35.1%, ‘지나친 

다이어트’ 23.5%, ‘가공식품ㆍ편이식품 과다 섭취’ 

17.4%, ‘결식’ 16.8%, ‘음주습관’ 7.3% 등을 꼽았다. 

특히 여성은 ‘결식’, 남성은 ‘음주습관’에 대하여 응

답한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P＜0.05), 

이는 여대생의 경우 마른 체형에 대한 관심으로 지

나친 체중 조절로 인한 영양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반면, 남학생은 음주와 흡연, 과도한 저녁식사 및 

빠른 식사속도 등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

다는 보고들(Choi 등 2001; Chin & Chang 2005; Yu 

& Ro 2009; Kang 등 2012; Lee & Sun 2013)과 같은 

맥락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불규칙한 식습관으로는 

높은 아침결식률(Kim 등 2007a), 높은 비율의 고에

너지 식품 섭취, 부적절한 체중조절 방법 실시(Cho 

등 2004; Kim 등 2007b), 낮은 채소, 섬유소 등의 섭

취 등이 보고되고 있는데(Yu 등 2003), 전반적으로 

신선식품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가공식

품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Ahn & Par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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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erception of eating with family by gender.

‘2014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보고서’에 따르면(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Korea Agro- 

Fisheries Trade Corporation 2014), 가공식품의 유형으

로 간편식 구매비율이 72.6%로 가장 높고, 구입 목

적은 ‘시간절약’ 34.8%, ‘직접 조리보다 저렴’ 24.5%, 

‘직접 조리보다 간편’ 11.7%, ‘맛’ 9.2%로 나타나, 본 

연구의 남자 대학생이 혼자 식사를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선호하는 결과를 볼 때, 남자 대학생의 가공

식품 구매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 사료된다. 가공

식품업체에서도 식품 개발 시 우선 고려해야 할 대

상으로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로써 연령이 낮고, 

남성, 미혼, 광역시 거주하는 사람이 1회 가공식품 

지출액이 높다고 보고하였다(Ahn & Park 2014). 대

학생이 선호하는 가공품으로 우유 및 유제품, 육가

공품, 면류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선택하는 

기준은 ‘즉흥적으로’라는 응답이 약 60%로 높게 나

타나(Kim 등 2013) 가공식품을 선택하는데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식사 소요 시간은 혼자 식사 시 함께 하는 식사

에 비해서 여성과 남성 모두 더 짧게 소비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혼자 식사의 경우 여성은 

‘15∼30분 이내’(남 21.0%, 여 28.3%), 남성은 5분 이

내(남 13.0%, 여 5.5%) 소요된다는 응답이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P＜0.001). 혼자 식사를 하면 대화

상대 등이 없어서 식사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데, 외식프랜차이즈의 통계에 의하면, 혼자 식사하

는 경우는 두 명 이상이 함께 찾는 손님들보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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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erception of eating with friends by gender.

사시간이 3분 가량 짧으며, 주문 후 2분이면 식사를 

할 수 있고, 5분 이내에 식사를 마칠 수 있는 간편 

제품을 개발, 시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The Food Service Economic News 2010). 식사 소요 

시간과 비만지표에 대한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 의

하면(Kim 2006) 식사 속도가 빠를수록 비만하다는 

식사 소요 시간과 신체질량지수 사이에 연관성을 

보고하였으며, 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식사시간은 

더 적지만 저작횟수는 낮아 음식섭취속도는 빠른 것

으로 나타난 바(Jun 등 2013), 혼자 식사를 하더라도 

천천히 여유있는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혼자 식사를 할 때의 문제점으로는 성별의 유의

적인 차이 없이 ‘식사를 대충하게 된다’ 36.1%, ‘인

스턴트 식품을 주로 먹게 된다’ 19.1%, ‘빨리 먹게 

된다’ 13.3%, ‘대화상대가 없어서 식사시간이 즐겁지 

않다’ 12.9%, ‘많은 양을 먹게 된다’ 12.8% 등을 꼽

았다. 우리나라 대학생은 한 끼 식사대용으로 남녀 

모두 라면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주로 사발면을 편

의점에서 구입하여 먹는 것(Lim 등 2005)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영양적 불균형뿐만 아니라 식품 다양

성의 저하가 우려될 수 있다. 식품 다양성의 측면에

서 젊은 세대일수록 식품소비에 대한 다양성의 수

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Kim 2010) 이처

럼 식품 다양성이 저하되면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기 위해서 생활패턴

에 맞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다양성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이해한다는 것은 시장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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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

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Han & Lee 2013).

본 연구결과, 성별에 따라 혼자 식사할 때와 여럿

이 함께 식사할 때의 식사 양(P＜0.01), 종류(P

＜0.05), 소요 시간(P＜0.001), 식사형태(P＜0.05) 등

의 식행동 및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여성

은 남성에 비해 혼자 식사할 때보다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할 때 식사 양과 종류가 더 많고, 식사 시간

을 더 길게 소요하며 실제로 함께 식사하는 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남성에 비해 혼자 식

사에 대하여 외로움, 괴로움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거움, 따스함 등의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나 시간적 제약 때문에 못하는 경

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은 여성에 

비해 혼자 식사할 때나 함께 식사할 때 식사 양, 종

류 선호도 등의 식행동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는 응답률이 더 높았으며, 함께 하는 식사를 사회공

동체적 의식, 비용적인 것으로 더 인식하고, 혼자 

식사를 여유와 자유로움으로 인해 선택하는 경우가 

더 높았다. 식품섭취, 영양, 건강 등은 성별에 따라 

어릴 때부터 다르게 인지하고 행동하며(Turrell 

1997),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식생활 태도와 영양섭

취 순응도가 높다고 보고된 바(McConaghy 1989; 

Turrell 1997)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하는 식사를 혼자 식사보

다 더 선호하고, 긍정적으로 인지하며, 함께 하는 식

사에 대해서 혼자 식사와 달리 사람, 회합, 수다 등

의 단어 표현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Rozman(2012)의 ‘아시아적 자아’라는 개념에서 살펴

보면, 아시아적 자아는 서구의 자아와는 달리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으며, 특히, 한국은 전통적인 농

업 국가로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여 공동체 주

의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

러한 공동체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혼자 식사를 하

는 사람은 타인이 보기에 공동체 생활에 대한 적응

력이 없는 사람, 친화력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져, 

공동체 내에서 소외받고 싶지 않은 욕구,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등이 혼자 밥먹는 것을 꺼

려하는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바쁜 일정에 쫓겨 함께 식사를 하

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Food Forward 

Trend Report 2014), 대학생의 약 67%가 나홀로 족이

라고 생각하며, 90% 이상은 나홀로인 것이 낫다고 생

각한다는 조사 결과(Korean Spirit News 2014)처럼 혼

자 식사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더욱이 1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의해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규모면에서 

194조원(19.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시장에

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Han & Lee 2013). 

식품산업에서도 1인 가구를 위한 싱글푸드숍이 2014

년 생겨났고(Maekyung Business News 2014), 온라인 

유통핵심 소비자 다섯 중 하나로 나홀로족이 꼽히

는 등(Korea Joongang Daily 2010) 나홀로족의 소비

경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식사형태를 

보면, 20대의 나홀로족은 혼자 식사를 경험하는 비

율이 78%로 30대와 40대 중장년층의 69%보다도 높

아 혼자 식사에 대한 산업 경제적 접근은 지속될 

것이다(The Food Service Economic News 2010).

그러나 혼자 식사를 하면서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사람들이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관심

사를 공유하며 뭉치는 경우도 많다(Trendinsight 

2012). 함께 밥을 먹으면서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하는 소셜다이닝(social dining)은 식사를 

매개로 사람들과의 친교를 맺는 기회로 활용하고, 

혼자 먹는 외로움을 달래는 기회로 삼기도 한다

(Youssef 등 2014). 회식 등의 공동식사가 사회생활 

및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화에서 많은 

종류와 양을 먹을 기회가 있을 때 식행동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은 건강 식생활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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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혼자 식사할 때

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 식사 종류 및 양 

등의 식행동 및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자 서울, 경인지역 대학생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N=893) 및 질적조사(N=50)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식생활의 건강영향정도에 대하여,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식생활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

한 비율이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남 

71.6%, 여 66.8%, P＜0.05). 자신 식생활의 문제로 

여성은 결식(남 15.0%, 여 18.1%)을, 남성은 음주

습관(남 10.5%, 여 4.9%)을 응답한 비율이 유의적

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P＜0.05). 스스로의 식사 

준비에 대하여, 여성은 ‘대부분 스스로 한다’(남 

15.0%, 여 18.1%), 남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남 

10.5%, 여 4.9%)의 응답비율이 유의적으로 더 높

게 나타냈다(P＜0.05).

2. 혼자 식사 시의 섭취 양 및 종류를 함께 식사할 

때와 비교해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럿이 

먹을 때 ‘더 많이’(남 42.4%, 여 50.3%, P＜0.01),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으며(남 77.1%, 여 

84.6%, P＜0.05), 식사는 ‘여럿이 함께’ 먹는 편이

라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남 41.3%, 

여 49.0%, P＜0.05). 남성은 여성에 비해 혼자 먹

을 때나 여럿이 먹을 때나 먹는 양(남 34.5%, 여 

24.1%, P＜0.01)과 음식의 종류(남 16.1%, 여 

11.1%, P＜0.05)에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

타났으며, 실제 빈도도 ‘반반인 편이다’는 응답이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남 45.5%, 여 

37.7%, P＜0.05). 

3. 혼자 식사와 함께 하는 식사 시의 소요 시간을 

비교해 보면, 혼자 식사할 때 여성은 ‘15∼30분 

이내’(남 21.0%, 여 28.3%), 남성은 5분 이내(남 

13.0%, 여 5.5%)의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P＜0.001). 친구와 함께 할 때 여성은 ‘30분

∼1시간 이내’(남 24.0%, 여 35.0%), ‘1시간 이상’

(남 8.6%, 여 10.9%)을, 남성은 ‘10∼15분 이내’

(남 18.3%, 여 11.3%)를 소요한다는 응답이 유의

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나(P＜0.001), 가족식사

의 경우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없이 ‘15∼30

분 이내’에 대한 응답이 48.4%로 나타났다.

4. 혼자 식사하는 이유로, 여성은 ‘같이 먹기 위한 

시간조정의 어려움’(남 45.7%, 여 49.3%),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남 14.1%, 여 18.7%)를, 남성은 

‘여유롭게 먹기 위해서’(남 18.4%, 여 12.0%), ‘음

식선택이 자유로움’(남 10.1%, 여 5.9%)을 응답한 

비율이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P＜0.001). 

함께 식사를 하는 이유는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없이 ‘같이 먹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52.0%)

라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혼자 먹는 식사의 문제점은 ‘식사를 대충하게 된

다’ 36.1%, ‘인스턴트 식품을 주로 먹게 된다’ 

19.1%, ‘빨리 먹게 된다’ 13.3%, ‘대화상대가 없어

서 식사시간이 즐겁지 않다’ 12.9%, ‘많은 양을 

먹게 된다’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식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성은 ‘식사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남 34.0%, 여 42.3%), 남성은 ‘대

화주제를 찾기가 어렵다’(남 15.4%, 여 7.0%)에 대

한 응답률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본 연구결과, 성별에 따라 혼자 식사를 할 때와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할 때의 식사 양, 종류, 시간소

요 등의 식행동에 차이가 있었으며, 혼자 식사를 외

로움과 자유로움 등으로 바라보는 등 시각에도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혼자 식사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현 시점에서 매일 

식사 메뉴와 환경을 선택하게 되는 대학생에게 건

강식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성별에 따라 다

르게 접근되어야 하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식

품환경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혼자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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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영향 등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생활환경에 따른 건강 식생활 

적용 방법을 더욱 효율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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