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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etary life status according to smart device use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2015, data was collected during a 3 month survey of the eating behaviors, lifestyles, eating habits, and use of smart 
devices of 550 university students, as well as their dependency on smartphones. Ultimately, 520 subjects (94.5% analysis 
rate)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ir daily use time of smart device: low-use group (<4.7 hours, n=173), 
medium-use group (≥4.7 hours and <6.4 hours, n=174), and high-use group (≥6.4 hours, n=173). The more frequent use 
groups showed a higher level of dependency on the smartphone. Breakfast was found to be the most commonly skipped 
meal; and the high-use group showed a higher response of irregular meals than low-use group. In assessment of eating 
habits, the subjects with less smart device usage ate more regularly and at fixed times, did not overeat, drank milk everyday, 
and did not consume processed food as often. To sum up, more irregularity of meal and undesirable eating habits were 
found among university students with higher use of smart devic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control of smart device usage 
would lead to a more desirable dietary life in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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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학생들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모 통제

로부터 자유로워짐에 따라 식생활에 있어서도 가정에서 벗

어나 밖에서 자유롭게 식사하게 되면서 잦은 결식과 외식, 과
식, 불규칙적인 식사로 인해 식생활의 조화가 상실되기 쉽다

(Chung & Choi 2002; Park 등 2011). 
정보화된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기기는 대중적인 기기로서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다(Selwyn N 2004). 인터넷 접속기능

을 탑재한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스마트 TV와 같은 

다양한 단말기의 등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의 제

한 없이 콘텐츠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Cheon 등 

2012). 스마트기기의 빠른 확산에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콘텐

츠 개발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Lee 등 

2015). 대학생들은 주변의 특별한 통제 없이 스마트기기의 소

지와 사용을 자유롭게 하면서 스마트기기는 이들에게 필수

품으로 인식되고 있다(Jeon & Jang 2014). 이들은 특히, 스마

트폰이 지닌 다양한 기능과 새로운 기술에 훨씬 민감하게 적

응하며, 접근성도 용이하여 학업을 위한 검색기능이나 다양

한 단체 활동에서 소통수단으로 그 사용빈도나 의존율이 매

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BN 2013; Park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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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마트기기 보급 증가에 따른 과다 사용으로 스마트

폰 중독위험군 비율이 청소년 및 성인 스마트폰 이용자의 

14.2%로 전년 11.8%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중

독 예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5).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사회준비생으로서 여러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미래에 대한 자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스마트기기와 같은 매체

의 과도한 사용은 여러 사람과의 의사소통 기회를 줄이고, 대
인관계를 통한 사회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올바른 정체감과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Hwang 등 2012). 또한 스마트기기 사용은 식생활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ee NN(2014)은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식행동

과 식습관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Choi JO 
(2016)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식습관

을 불규칙하게 하고, 영양불균형을 초래하여 성장에까지 영

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대학생들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은 식습관 형성 및 영양

섭취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

어졌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사

용실태, 식행동, 생활습관, 식습관을 설문조사한 후, 스마트기

기 사용 정도에 따라 식생활 관련 요인들을 비교분석함으로

써 스마트기기 사용과 식생활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

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5년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경기 일부지

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상세히 설명한 후, 본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질병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

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총 설문지 550
부 중 530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불충분한 10부를 제외한 

520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분석률 94.5%).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KNU_IRB_2015-07)을 받

은 후 대상자로부터 참여 동의서를 받고, Helsinki Declaration
에 준하여 진행되었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에 사용된 문

항은 선행연구(Jung EH 2011; Lee NN 2014)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지

를 조사대상자에게 배포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설문 내용은 조사대상

자의 일반사항, 스마트기기 사용실태, 식행동 및 생활습관, 
식습관으로 분류하여 각 세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

다. 일반사항은 성별, 연령, 신장, 체중, 월 평균용돈, 가족 구

성원 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한 신장

과 체중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kg/m2)
를 산출한 후, 아시아태평양 비만진단기준을 이용하여 체질

량지수가 18.5 미만에 해당하면 저체중군, 18.5~22.9에 해당

하면 정상체중군, 23.0~24.9에 해당하면 과체중군, 25.0 이상

이면 비만군으로 분류하였다. 스마트기기 사용실태는 스마트

기기 종류별 소지 여부, 사용 여부, 사용빈도,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을 조사하여 스마트기기 1일 총 사용량을 산출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스마트기기인 스마트폰의 

의존도를 총 12개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조사한 후, 점수가 높을수

록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식행동 및 생활습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침, 점심, 저녁 섭취 횟수를 조사하였으

며, 식사의 규칙성, 식사 양의 변화, 식사 양의 정도, 식사속

도, 외식 빈도, 흡연 유무, 음주 유무, 운동 횟수, 수면시간 등

을 조사하였다. 식습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15개의 세부 문항

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

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을 부여하는 

Likert 척도로 조사한 후, 점수가 높을수록 식습관이 좋은 것

으로 평가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남자는 294명(56.5%), 여자

는 226명(43.5%)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데스크톱 PC, 스마트 TV)의 종류별 사용 

여부, 사용빈도와 1회 사용시간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이용

하여 1일 총 사용량을 계산한 후 사용시간의 3분위수에 따라 

스마트기기 총 사용시간 그룹을 상(6.4시간/일 이상, 평균 8.9
시간/일), 중(4.7~6.3시간/일, 평균 5.7시간/일), 하(4.7시간/일 

미만, 평균 3.0시간/일)의 3군으로 분류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program(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조사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는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스마

트폰 의존도와 식습관 조사 문항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

여 Cronbach’s α값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0.7 이상으

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았다.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군별 차이

는 비연속변수일 경우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속변수일 

경우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유의성을 검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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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ffe test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유의성 검증은 α

<0.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에 따른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에 따른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과 BMI는 전체 21.5
세와 22.1 kg/m2이었으며, 전체 조사대상자 520명 중 55.7%
는 정상체중이었으며, 비만은 16.5%, 저체중은 11.4%이었고,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 비

율은 low-use군의 경우 남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medium-use군은 여학생 비율이 더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연구(Hwang 등 2012; Park 
등 2014; Haug 등 2015; Cho & Jeon 2016)에서 여학생은 남학

생보다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degree of smart device use of the subjects

Variable Criteria
Time of smart device use1)

Total
(n=520)

F value/ 
χ2 value (p)Low-use 

(n=173)
Medium-use

(n=174)
High-use
(n=173)

Age (years) 21.4±1.92) 21.4±2.0 21.5±2.1 21.5±2.0 1.110 (0.971)

Gender
Male 116(67.1)4) 85(48.9) 93(53.8) 294(56.6)

12.512 (0.002)
Female  57(32.9) 89(51.1) 80(46.2) 226(43.4)

BMI (kg/m2)3) 22.3±3.9 21.7±3.3 22.3±3.8 22.1±3.7 1.595 (0.204)

<18.5  15( 8.6) 22(12.6) 22(12.7)  59(11.4)

4.877 (0.559)
≧18.5 and <23 101(58.4) 94(54.0) 95(54.9) 290(55.7)
≧23 and <25  25(14.5) 34(19.6) 26(15.0)  85(16.4)
≧25  32(18.5) 24(13.8) 30(17.4)  86(16.5)

Time of smart device use 
(hours/day) 3.0±1.1a5) 5.7±0.5b 8.9±2.4c 5.9±2.9 644.28 (<0.001)

Monthly
allowance

(thousand won)

<200 83(47.9) 79(45.4) 50(28.9) 212(40.8)

22.183 (0.005)
≧200 and <300 53(30.6) 50(28.7) 75(43.3) 178(34.2)
≧300 and <400 21(12.1) 26(15.0) 19(11.0)  66(12.7)

≧400 and <500  6( 3.5) 11( 6.3) 14( 8.1)  31( 6.0)
≧500 10( 5.9)  8( 4.6) 15( 8.7)  33( 6.3)

Number of 
family members

2   5( 2.9)  9( 5.2)   8( 4.6)  22( 4.2)

2.413 (0.878)
3  25(14.5) 23(13.2)  27(15.6)  75(14.4)
4 102(58.9) 98(56.3) 102(58.9) 302(58.1)
≥5  41(23.7) 44(25.3)  36(20.9) 121(23.3)

1) Low: <4.7 hours/day, medium: 4.7~6.3 hours/day, high: ≥6.4 hours/day
2) Mean±standard deviation
3) Body mass index
4) n (%)
5)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in each row of smart device us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Scheffe test.

과와 유사하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휴대폰을 단순 통신 수

단이 아닌 액세서리로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적극적

이고,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교류를 통한 소통과 관계에 적극

적인 참여를 위한 수단으로 과다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연구보고(Hwang 
등 2012)와 같이 여성들의 스마트폰 사용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하루 스마트기기 총 사용시간은 high-use군이 

8.9시간, medium-use군이 5.7시간, low-use군이 3.0시간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월 평균 용돈은 스마트기

기 사용시간이 많은 그룹일수록 40만 원 이상인 비율이 높았

다(p<0.01). 이는 경제적 상태가 스마트기기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제시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2.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에 따른 스마트폰 의존도
대표적인 스마트기기인 스마트폰의 의존도에 관한 12문항

에 대하여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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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martphone dependancy according to degree of smart device use of the subjects 

Question 
Time of smart device use1)

Total
(n=520)

F value
(p)Low-use 

(n=173)
Medium-use

(n=174)
High-use
(n=173)

I forget my plan due to using smartphone. 2.0±0.92) 2.1±0.9 2.1±1.0 2.1±0.9 －0.936 (0.393)
I do not put down smartphone when I concentrate on project or work. 2.2±1.0a3) 2.6±0.9b 2.5±0.9b 2.5±0.9   6.615 (0.001)
I have felt tired and sleep disturbance due to using smartphone. 2.3±1.0a 2.6±1.1b 2.6±1.1b 2.5±1.1   5.102 (0.006)
I feel free when I use smartphone. 2.2±1.0a 2.5±1.0b 2.5±1.0b 2.4±1.0   5.199 (0.006)
I would be unable to stop using smartphone even if it spoils my life. 2.3±1.0a 2.8±1.1b 2.7±1.1b 2.6±1.1  11.643 (<0.001)

I take smartphone when I run to toilet. 2.8±1.2a 3.1±1.2b 3.0±1.1ab 3.0±1.2   3.087 (0.046)
I constantly check smartphone not to miss friend’s news on SNS. 2.1±1.0a 2.5±0.0b 2.4±1.1ab 2.3±1.1   5.216 (0.006)
I have heard that I use smartphone too much. 1.9±0.9a 2.4±1.1b 2.3±1.1b 2.2±1.0   9.063 (<0.001)
I feel more enjoyable when I use smartphone than when I have time 
with family or friends. 1.6±0.7a 1.8±0.9b 1.8±0.9ab 1.8±0.9   4.182 (0.016)

I feel enjoyable by meeting many people through smartphone. 2.0±0.9a 2.1±1.0ab 2.2±1.0b 2.1±1.0   3.853 (0.022)
I always fail to shorten time using smartphone. 2.0±0.8a 2.3±1.0b 2.3±0.9b 2.2±0.9   3.910 (0.021)
I am used to spending time with smartphone. 2.5±1.1a 2.9±1.0b 3.1±1.0b 2.8±1.1  11.465 (<0.001)

Mean 2.2±0.6a 2.5±0.6b 2.5±0.6b 2.4±0.6  13.120 (<0.001)
1) Low: <4.7 hours/day, medium: 4.7~6.3 hours/day, high: ≥6.4 hours/day 
2) Mean±standard deviation. Score: completely disagree (1)~completely agree (5)
3)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in each row of smart device us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Scheffe test.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 후, 스마트기기 사용시

간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스마트폰 사용으

로 인해 자신의 계획된 일을 잊어버린다’ 문항을 제외한 나

머지 모든 문항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이 길수록 스마트

폰 의존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스마트폰 의존도 총 점수는 

medium-use군 2.5점, high-use군 2.5점으로 low-use군 2.2점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Low-use군은 하루 스마트기기 

평균 사용량이 3시간이며, 스마트폰 의존도가 다른 두 군보

다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고려할 때,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

기 위해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하루 3시간 이내로 조절하는 

것을 제안한다.

3.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에 따른 식행동 및 생활습관
조사대상자의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에 따른 식행동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끼니별 일주일 식사횟수는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 군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식사의 규칙성은 스마트기

기 사용시간에 따라 아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는 비율이 

low-use군은 10.4%인 반면, medium-use군은 4.0%, high-use군
은 5.2%로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Lee NN(2014)
의 연구에서 남자 고등학생들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중학

생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식습관 및 영양소 섭취 실태조사

(Yoon JR 2011)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높은 군의 식사시간이 

불규칙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

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스마트기

기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식사시간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청소

년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스마트기기 사용이 길어질수록 

식사시간이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스마트기기 사용

량이 많은 이들에 있어 좀 더 세심한 식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식사량의 변화, 식사량, 식사속도, 외식빈도는 스

마트기기 사용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운동습관, 수면시간, 흡연과 음주의 생활습관

은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Table 4). 초등학생(Kim & Lee 2008)이나 청소년(Lee NN 
2014)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신체활동

이 감소하고,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수면장애를 겪

는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스마트기기 중독수준

을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독수준을 논의하기 어렵고, 대
학생은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보다 행동 조절이 보다 잘 이루

어지기 때문에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에 따라 생활습관이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4.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에 따른 식습관 평가
조사대상자의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에 따른 식습관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식습관에 관련된 15문항에 대해 ‘전



Vol. 29, No. 3(2016) 스마트기기 사용수준에 따른 식생활 367

Table 3. Eating behaviors according to degree of smart device use of the subjects 

Variable Criteria
Time of smart device use1)

Total 
(n=520)

χ2 value
(p)Low-use 

(n=173)
Medium-use

(n=174)
High-use
(n=173)

Frequency of 
breakfast

Once a day   53(30.6)2)  45(25.9)  59(34.1) 157(30.2)

3.845 
(0.697)

5~6 times a week  28(16.2)  22(12.6)  26(15.0)  76(14.6)
3~4 times a week  36(20.8)  37(21.3)  28(16.2) 101(19.4)
Twice a week and less  56(32.4)  70(40.2)  60(34.7) 186(35.8)

Frequency of 
lunch

Once a day 127(73.4) 115(66.1) 118(68.2) 360(69.2)

8.546 
(0.382)

5~6 times a week  30(17.3)  37(21.3)  29(16.7)  96(18.5)
3~4 times a week  14( 8.1)  18(10.3)  24(13.9)  56(10.8)
Twice a week and less   2( 1.2)   4( 2.3)   2( 1.2)   8( 1.6)

Frequency of 
dinner

Once a day 115(66.5) 101(58.0) 113(65.3) 329(63.3)

15.445 
(0.051)

5~6 times a week  34(19.7)  38(21.8)  22(12.7)  94(18.1)
3~4 times a week  17( 9.8)  23(13.2)  30(17.3)  70(13.5)

Twice a week and less  7( 4.0)  12( 7.0)   8( 5.0)  27( 5.2)

Regularity of 
meals

Very regular  18(10.4)   7( 4.0)   9( 5.2)  34( 6.5)
9.664 

(0.046)Regular 111(64.2) 105(60.3) 114(65.9) 330(63.5)
Irregular  44(25.4)  62(35.4)  50(28.9) 156(30.0)

Changes in the 
amount of meal 

intake

Changes frequently  32(18.5)  41(23.6)  44(25.4) 117(22.5)
4.785 

(0.310)Sometimes the amount change 103(59.5) 103(59.2) 104(60.1) 310(59.6)

Always the same amount  38(22.0)  30(17.2)  25(14.5)  93(17.9)

The amount of 
meal intake

Surfeit  26(15.0)  28(16.1)  30(17.3)  84(16.2)
0.346 

(0.987)Amount of proper meal 138(79.8) 137(78.7) 134(77.5) 409(78.7)
Light eating   9( 5.2)   9( 5.2)   9( 5.2)  27( 5.2)

Meal ingestion 
rate

Fast  46(26.6)  40(23.0)  46(26.6) 132(25.4)

6.729 
(0.347)

Usually 109(63.0) 110(63.2) 106(61.3) 325(62.5)

Slow  17( 9.8)  23(13.2)  16( 9.2)  56(10.8)
Irregular speed   1( 0.6)   1( 0.6)   5( 2.9)   7( 1.3)

Frequency of 
dining out

Twice a day  10( 5.8)  11( 6.3)  20(11.6)  41( 7.9)

12.298 
(0.138)

Once a day  33(19.1) 33(19.0)  26(15.0)  92(17.7)
Once a week  64(37.0) 72(41.4)  77(44.5) 213(41.0)
Once a month  37(21.4) 33(19.0)  36(20.8) 106(20.4)

Almost no  29(16.7) 25(14.3)  14( 8.1)  68(13.1)
1) Low: <4.7 hours/day, medium: 4.7~6.3 hours/day, high: ≥6.4 hours/day
2) n (%)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여 식습

관 점수가 높을수록 식습관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한다’의 경우는 low-use군이 3.1점으로 medium- 
use군의 2.8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Lee NN(2014)는 

고등학생 남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낮을수록 식

사시간이 규칙적이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매
끼 식사를 천천히 하는 편이다’의 경우, 스마트기기 사용 정도

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스마트 사용시간이 적은 그

룹일수록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NN(2014)
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빠르게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과식을 하지 않는다’의 경우, low-use군이 3.0점으로 medium- 

use군의 2.7점보다 유의하게 높아(p<0.05) 스마트기기의 사용

시간이 적을수록 과식을 하는 정도가 적었다. 청소년(Lee 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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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ifestyle according to degree of smart device use of the subjects 

Variable Criteria
Time of smart device use1)

Total 
(n=520)

χ2 value
(p)Low-use 

(n=173)
Medium-use

(n=174)
High-use
(n=173)

Frequency 
of exercise 

6 times a week    5( 2.9)2)   7( 4.0)   6( 3.5)  18( 3.5)

9.164 
(0.517)

4~5 times a week  19(11.0)  16( 9.2)  17( 9.8)  52(10.0)
2~3 times a week  33(19.1)  23(13.2)  31(17.9)  87(16.7)
Once a week  30(17.3)  24(13.8)  25(14.5)  79(15.2)
Once a two week  24(13.9)  18(10.3)  26(15.0)  68(13.1)

Almost no  62(35.8)  86(49.5)  68(39.3) 216(41.5)

Sleep time a 
day

1~4 hours   7( 4.0)   5( 2.9)   5( 2.9)  17( 3.3)

5.514 
(0.524)

4~6 hours  84(48.6)  89(51.1)  94(54.3) 267(51.3)
6~8 hours  80(46.2)  76(43.7)  67(38.7) 223(42.9)
More than 8 hours   2( 1.2)   4( 2.3)   7( 4.1)  13( 2.5)

Smoking

Non-smoker 126(72.9) 125(71.8) 135(78.0) 386(74.2)
5.403 

(0.248)Smoker  40(23.1)  42(24.2)  27(15.6) 109(21.0)
Ex-smoker   7(40.0)   7( 4.0)  11( 6.4)  25( 4.8)

Drinking
Non-drinker  63(36.4)  48(27.6)  50(28.9) 161(31.0)

6.620 
(0.157)Drinker 109(63.0) 121(69.5) 117(67.6) 347(66.7)

Ex-drinker   1( 0.6)   5( 2.9)   6( 3.5)  12( 2.3)

Frequency 
of drinking

Almost no  17(15.6)  19(15.7)  11( 9.4)  47(13.5)

6.159 
(0.802)

1~2 times a month  28(25.7)  29(24.0)  32(27.4)  89(25.6)
3~4 times a month  19(17.4)  26(21.5)  30(25.6)  75(21.6)
1~2 times a week  34(31.2)  34(28.0)  35(29.9) 103(29.7)
3~4 times a week  10( 9.2)  12(10.0)   7( 6.0)  29( 8.4)
More than 5 times a week   1( 0.9)   1( 0.8)   2( 1.7)   4( 1.2)

1) Low: <4.7 hours/day, medium: 4.7~6.3 hours/day, high: ≥6.4 hours/day
2) n (%)

2014)이나 초등학생(Kang & Kim 2003)에 있어 스마트폰 중

독 정도가 강할수록 식사량의 변화가 많고, 결식도 잦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 스마트기기를 장시간 사용하기 위해 앉아 있

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체활동이 감소하고, 이것이 과식 습

관과 연결되면 스마트기기 사용은 체중 증가의 위험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Choi & Kim 2010). 이와 같이 인터넷 중독

은 식사량의 급격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비만과 

위장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우유를 매일 마신다’의 경우, low-use군이 2.5점으로 medium-use

군의 2.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폰 중독 정도가 높은 군의 우유섭취가 낮다고 보고한 

Lee NN(2014)의 연구와 일치하며, Park JY(2009)의 연구에

서도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우유나 유제품을 덜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공식품을 자주 먹지 않는다’의 경우

low-use군이 2.9점으로 medium-use군의 2.6점보다 유의하게 

높아(p<0.01)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이 적을수록 가공식품 섭

취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Kim & Lee(2008)는 컴퓨터 사용이 

길수록 인스턴트 식품 섭취가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

치하였다. 스마트기기를 통한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일상생활의 리듬이 깨질 수 있으며, 또한 인터넷을 사용

하면서 음식을 섭취할 경우, 조금이라도 간단하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이 높은 군의 경우 가공식품 섭취빈도

가 높은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식습관 총 점수는 low-use군이 2.9점으로 medium- 

use군 2.8점, high-use군 2.8점 보다 유의하게 높아(p<0.001),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이 적을수록 식습관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Lee NN(2014)의 연구에서 스마트폰의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식행동 점수는 더 낮았으며, 스마트폰 중독 초등학



Vol. 29, No. 3(2016) 스마트기기 사용수준에 따른 식생활 369

Table 5. Dietary habits according to degree of smart device use of the subjects 

Criteria
Time of smart device use1)

Total  
(n=520)

F value 
(p)Low-use 

(n=173)
Medium-use

(n=174)
High-use
(n=173)

I have meal on fixed time everyday. 31±1.02)b3) 2.8±1.0a 2.9±0.9ab 2.9±1.0 3.910 (0.021)
I eat slowly every meal. 2.9±1.0 2.8±1.0 2.7±0.9 2.8±1.0 1.944 (0.144)
I avoid salty food. 2.7±0.9 2.7±1.0 2.6±0.8 2.7±0.9 0.619 (0.539)
I avoid spicy food. 2.9±1.1 2.7±1.1 2.7±1.1 2.8±1.1 2.210 (0.111)
I do not overeat. 3.0±0.9b 2.7±0.8a 2.8±0.8ab 2.8±0.9 4.171 (0.016)

I eat grain food every meal (rice, bread, noodle, potato etc.). 3.5±0.8 3.4±0.9 3.3±0.9 3.4±0.9 1.163 (0.313)
I eat meat food every meal (egg, bean, bean curd etc.). 3.2±0.8 3.3±0.8 3.2±0.9 3.2±0.8 0.132 (0.877)
I eat side dish except kimchi every meal. 3.4±0.8 3.4±0.9 3.5±0.9 3.4±0.8 0.483 (0.617)
I eat food cooked with oil every day. 2.8±0.7 2.8±0.7 2.9±0.8 2.8±0.7 1.535 (0.216)
I drink milk everyday. 2.5±1.1b 2.0±1.1a 2.2±1.0ab 2.3±1.1 3.364 (0.035)
I eat fruits everyday. 2.9±1.1 2.7±1.1 2.8±1.0 2.8±1.1 2.280 (0.103)

I don't frequently eat processed food. 2.9±0.8b 2.6±0.8a 2.7±0.8ab 2.7±0.8 5.620 (0.004)
I don't eat lots of sweet food. 3.0±0.9 2.8±1.0 2.8±0.9 2.8±1.0 2.833 (0.060)
I exercise everyday (over 1 hour). 2.4±1.0 2.2±1.1 2.2±1.0 2.2±1.0 1.873 (0.155)
I use nutrition knowledge in food life. 2.5±0.9 2.3±0.9 2.3±0.9 2.4±0.9 2.681 (0.069)

Mean 2.9±0.4b 2.8±0.4a 2.8±0.4a 2.8±0.4 13.120 (<0.001)
1) Low: <4.7 hours/day, medium: 4.7~6.3 hours/day, high: ≥6.4 hours/day
2) Mean±standard deviation. Score: completely disagree (1)~completely agree (5)
3)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in each row of smart device us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Scheffe test.

생의 식습관은 일반군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되어(Kim 
& Kim 2015),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Choi JO(2016)는 스마트

기기 중독은 소화기장애를 유발하고, 식욕호르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규칙적인 식사를 방해하고, 건강한 음식

보다는 당장 입맛을 당기는 스낵이나 인스턴트 음식에 대한 

욕구를 더 증가시킴으로써 식사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

다고 하였다. 최근 스마트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시점에서 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높을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식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대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유지 및 관리에 이들의 스마트기

기 사용에 대한 적절한 조절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정도에 따라 

식생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550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520명 

(94.5% 분석율)의 대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에 따라 

low-use군, medium-use군, high-use군의 3군으로 분류한 후, 스

마트폰 의존도, 식행동, 생활습관, 식습관을 비교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대상자의 평균 연령과 BMI는 전체 21.5세와 22.1 

kg/m2이었다. 성별 비율은 low-use군의 경우 남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medium-use군은 여학생 비율이 더 높아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월 평균 용돈은 스마트기기 사

용시간이 많은 그룹일수록 40만 원 이상인 비율이 높았다

(p<0.01).
2. 스마트폰 의존도 총 점수는 medium-use군 2.5점, high-use

군 2.5점, low-use군 2.2점으로 나타나,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이 길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01). 
3. 식행동에서 전체대상자의 하루 끼니 중 아침 결식률이 

가장 높았다. 식사의 규칙성은 아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

는 비율이 low-use군은 10.4%인 반면, medium-use군은 4.0%, 
high-use군은 5.2%로 나타나,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이 많은 군

의 식사가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4. 식습관 평가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이 적은 군은 일

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며, 과식을 하지 않고, 우유를 매일 마

시며, 가공식품을 자주 먹지 않아 전체적인 식습관이 바람직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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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대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시간

이 길수록 식사가 불규칙하고 식습관 점수가 낮아 바람직하

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생

들의 올바른 식생활 유지를 위해서 스마트기기의 적절한 사

용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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