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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식습관이 건강행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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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adolescents’ obesity prevalence increases recently in Korea due to Westernized dietary life, according to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physical activity decline, distorted body image and improper dietary habits are prevalent, 
because of excessive obsession with weight control, deriving from psychological impacts including appearance supremacy.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health oriented awareness and attitude related with dietary habits targeting adolescents, 
such as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younger than 24, from May 11 to May 29, 2015. In this study, 280 
questionnaire copies were collected out of 300 distributed questionnaire copies, and used 269 copies as analysis data, except 
11 copies of which responses were inadequat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 school students showed 
higher dietary regularity than the college students. Especially, 95.5% of the college students showed very high irregularity 
of lunch, compared with just 4.5% of the high school students. Second, the adolescents showed distorted perceived body 
image in comparison with body mass index (BMI). As a result of examining BMI relationship, according to one’s own 
perception on body type, 28.6% of the respondents perceived themselves fat, despite normal BMI, and 40.4% of the 
respondents perceived themselves normal, despite low BMI. Third, health behavior activities level was higher, as the 
regularity of breakfast (B=1.093), lunch, (B=0.650), and dinner (B=0.765) was higher. The variable affecting the most (β
=0.372) was the regularity of breakfast. As interest in weight control was higher, health behavior activities was lower. 
Because over-interest in weight control may be linked with improper dietary habits or weight control, a caution is need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the basic data for the policy and health-oriented program development 
to improve adolescents’ health behavior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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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람에게 있어 식생활이란 맛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이상으

로 영양분의 섭취, 정신적 만족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인이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른 식생활의 서구화와 

신체 활동량의 감소로 청소년의 과체중과 비만 비율이 상승

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비만율 변화를 살펴보

면, 2005에는 8.2%의 비만율이었으나, 2015에는 10.9%로 상

승하였다(11th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5). 비만도가 높을수록 섭식장애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되

고 있다(Lee 등 2008).
청소년기에는 건강에 대한 주의보다는 시간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결식이 빈번하고 불규칙한 식사 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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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을 형성하게 된다(Lee 등 2012). 식
습관에 있어 고등학생은 비교적 규칙적인 점심식사를 하는 

반면, 대학생들은 생활 영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기면서 

불규칙한 식사, 부적당한 간식, 폭식 등을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Seo EH 2014; Nam 등 2016). 성인의 초기라 볼 수 있

는 청소년기에 형성된 잘못된 식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무리한 절식을 하게 되면 백혈구 수의 감소, 모발손실, 변비, 
혈중 포타슘의 감소, 거식증, 폭식증 등 심리적 섭식장애라는 

생리적인 문제들과 함께 자존심의 상실, 우울, 부정적 자기 

신체상 등과 같은 정신․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며, 올바르

지 못한 식습관은 중장년기에 접어들어 노인성질병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Lee 등 2008; Seo EH 2014).
또한, 비만도에 따른 식습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모지상

주의 등 심리적인 영향 및 부적절한 신체상 때문에 자기의 

외모를 개선하려는 체중조절 행동에 대한 문제점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Kim 등 2007; Oh and Lee 2015; Song 등 2015). 
청소년기의 외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성인기로 이어져 정

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신경성 

식욕부진과 신경성 폭식증 등의 섭식장애와 같은 문제를 가

져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uh 등 2011).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넘쳐나는 다이어트 관련 정보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신체상은 

본인의 체형을 잘못 인식하게 하여 부적절하거나 무리한 체

중조절로 자신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실제로 질변관리

본부에서 발표한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주요 

결과에서도 3명 중 1명은 최근 1개월 내 체중감소를 시도하

였으며, 체중감소 시도 학생 6명 중 1명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사회인구학적 변수, 경제적 측면 등의 환경적 변

수를 통한 건강행위는 변화를 촉진할 수 없는 변수라고 보고

되고 있다(Kim & Kim 1998). 또한, 식습관과 같은 건강문제

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질병의 치료나 예방의 차원이 아니라, 
건강행위와 식생활 양식을 건강지향적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건강에 대한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 
Kim 1998).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실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올바른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건강실천행위를 이해하는 접근방법

으로, 건강행위실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왜곡된 체형인지와 부적절한 체중조절로 인한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식습관 인식

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체중조절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

유가 지나치게 왜곡되지 않아야 하고, 체중조절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 즉, 건강지향적으로 전환시키고, 건강실천행

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청소년기는 청소년기법 제3조 제1호에 의거하여 그 대상

이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지

역 고등학생과 경기도 소재의 대학생 등 만 24세 미만의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예

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본조

사의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2015년 5월 11일부터 5월 29일
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 300부를 배포하여 280부를 회수하

였으며, 답변이 불충분한 11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69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 도구

1) 사회인구학적 변수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학제(고등학생과 대학생),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및 4학년), 주거형태, 부모직업 및 

가족 구성원 수 등을 조사하였다.

2) 비만도 평가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는 연구대상자의 신장, 

체중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이를 아시아-태평양 비만진단

기준(대한비만학회)을 이용하여 18.5 미만은 저체중, 18.5에
서 22.9 사이는 정상체중 그리고 23.0 이상은 과체중으로 분

류하였다.

3) 체중조절 평가
체중조절 경험 여부, 체중조절 방법, 체중조절 관심도, 운

동경험 여부와 주관적 체형인지 등을 조사하였다.

4) 식행동 평가
식사의 규칙성에서는 아침식사, 점심식사 및 저녁식사의 

규칙 정도와 식사의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식사 규칙성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규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5) 건강행위실천 평가
연구대상자의 식습관과 관련된 건강행위실천은 대한영양

사회에서 제공한 자가진단 리스트를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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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Frequency Percentage

(N) (%)

Gender
Male 114 41.9
Female 155 57.0

School system
High school student 102 37.5
College student 167 61.4

Weight control 
experience

Never 126 46.3

Ever 143 52.6

Exercise 
experience

Never  82 30.1

Ever 187 68.8

Body mass 
index (BMI)

Low (<18.5)  40 14.7

Normal (18.5~22.9) 154 56.6
High (≥23.0)  74 27.2

Perceived 
body image

Skinny  52 19.1
Normal 121 44.5
Fat  96 35.3

Diet 
interests

Low  66 24.3

Normal  37 13.6
High 166 61.0

Nutrition 
knowledge

Low 154 57.5
Normal  87 32.0
High  27  9.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하였다. 건강행위실천 정도는 3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행위실천 정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

하였다.

3. 자료 분석
회수된 설문지의 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통하여 얻

어진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체질량 지수, 체중조

절 관심도 및 주관적 체형인지에 대해서는 범주형으로 변환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학제별 식사의 규

칙성 및 건강행위실천 태도 등의 건강지향적 변수간의 차이, 
체질량지수(저체중, 정장체중 및 과체중)별 비만 및 체중조

절, 자가 체형인지 등의 식습관 변수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수행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체

중조절 영역에 따른 식사 규칙성 및 체중조절 관심도의 차이

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체중조절, 식사 규칙성 

및 건강행위실천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
행하였으며, 건강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은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식이조절 

및 운동 경험 여부, 체질량지수(BMI), 체형인지, 채중조절 관

심도, 기초영양지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114명(41.9%), 여자 155명(57.0%)으로 조사되었

다. 학제로 나누었을 때 고등학생 102명(37.5%), 대학생 167
명(61.4%)으로 조사되었다. 식이조절 경험 여부(최근 3개월 

이내에 경험을 조사함)를 살펴보면, 식이조절 경험이 ‘없음’ 
126명(436.%), ‘있음’이 143명(52.6%)으로 나타났다. 운동 여

부(최근 3개월 이내에 경험을 조사함)의 경우, ‘경험 없음’이 

82명(30.1%), ‘경험 있음’이 187명(68.8%)로 나타났다. 체질량

지수 (BMI) 항목은 ‘저체중’ 40명(14.7%), ‘정상체중’ 154명
(56.6%) 그리고 ‘과체중’ 74명(27.2%)으로 분석되었다. 체형

인지는 ‘마름’ 52명(19.1%), ‘보통’ 121명(44.5%), ‘뚱뚱함’ 96
명(35.3%)으로 조사되었다. 체중조절 관심도는 ‘낮음’ 66명
(24.3%), ‘보통’ 37명(13.6%) 그리고 ‘높음’ 166명(61.0%)으로 

조사되었다. 기초영양지식에 있어 ‘낮음’ 154명(56.6%), ‘보통’ 
87명(32.0%), ‘높음’ 27명(9.9%)으로 조사되었다.

2. 학제 및 체질량지수

1)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교

Table 2는 식사의 규칙성과 기초영양지식 및 건강행위실천 

등 건강지향적 변수들에 대한 학제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교차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1) 식사의 규칙성
고등학생의 아침식사의 규칙성은 ‘불규칙’ 18명(22.2%), 

‘보통’ 9명(32.1%), ‘규칙’ 75명(47.2%)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의 아침식사의 규칙성은 ‘불규칙’ 63명(77.8%), ‘보통’ 19명
(67.9%), ‘규칙’ 84명(52.8%)으로 조사되었다. 아침식사 규칙

성에 대한 학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점심식사의 규칙성에서 고등학생은 ‘불규칙’ 2명(4.5%), 

‘보통’ 5명(11.1%), ‘규칙’ 95명(52.8%)으로 응답하였으며, 대
학생은 ‘불규칙’ 42명(95.5%), ‘보통’ 40명(88.9%), ‘규칙’ 85
명(47.2%)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다(p=0.000).
저녁식사의 규칙성에서 고등학생은 ‘불규칙’ 18명(26.5%), 

‘보통’ 13명(22.0%), ‘규칙’ 102명(50.0%)으로 나타났으며, 대
학생은 ‘불규칙’ 49명(73.5%), ‘보통’ 46명(58.0%), ‘규칙’ 166
명(50.0%)으로 응답했다. 저녁식사 규칙성에 대한 학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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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High school College

χ2 p
N(%) N(%)

Regularity of breakfast
Irregular 18(17.6)  63(38.0)

14.632 0.001*Normal 9( 8.8)  19(11.4)
Regular 75(73.5)  84(50.6)

Regularity of lunch

Irregular 2( 2.0)  42(25.1)

51.438 0.000*Normal 5( 4.9)  40(24.0)
Regular 95(93.1)  85(50.9)

Regularity of dinner
Irregular 18(17.6)  50(29.9)

18.915 0.000*Normal 13(12.7)  46(27.5)
Regular 71(69.9)  71(42.5)

Nutrition knowledge

Low 65(63.7)  89(53.6)

2.762 0.251Normal 29(28.4)  58(34.9)
High 8( 7.8)  19(11.4)

Health behavior activities
Low 35(34.3) 101(61.2)

18.249† 0.000*

High 67(65.7)  64(38.8)
*p<0.05, †Fisher's exact test.

Table 2. Health life by school system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에 비해 대학생들의 아침식사 불

규칙 정도가 77.8% 매우 높았다. 이는 Park 등(2002)의 연구

에서 중학생이 61%가 아침 결식률을 보였으며, 초등학생들

의 아침식사 규칙성보다 낮은 경향으로 학제가 올라갈수록 

식사의 규칙성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Choe 등(2003)의 연

구에서는 아침식사가 규칙적이지 않은 사람보다 14.2~21.3점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일정

하게 하는 사람의 학업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nton 
& Parker(1998)의 연구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사람은 혈액 내 

포도당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기억력이 향상되고 인지능

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보다 식사의 

규칙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2) 건강행위실천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습관과 관련된 건강행위실

천 태도에서 고등학생은 ‘낮음’ 35명(34.3%), ‘높음’ 67명(65.7%)
으로 응답하였으며, 대학생은 ‘낮음’ 101명(61.2%), ‘높음’ 64
명(38.8%)으로 나타났다. Fisher의 정확검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 Kim & Kim(1998)
의 논문에서 청소년의 건강증진행위인 규칙적인 운동이나, 
올바른 식습관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식습관과 관련된 건강행위실천 태도를 살펴보았

으며,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에서와 같이 학제가 올라감에 건

강행위실천 태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체질량지수(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의 비교
식이조절 경험 여부에 따른 BMI를 분석한 결과, 식이조절 

경험이 없는 집단은 ‘저체중’ 21명(52.5%), ‘정상체중’ 71명 
(46.1%) 그리고 ‘과체중’ 34명(45.9%)이었으며, 식이조절 경험

이 있는 집단은 ‘저체중’ 19명(47.5%), ‘정상체중’ 83명(53.9%), 
‘과체중’ 40명(54.1%)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753). 운동 여부에 따른 BMI를 

분석한 결과, 운동 경험이 없는 집단은 ‘저체중’ 13명(67.5%), 
‘정상체중’ 50명(32.5%) 그리고 ‘과체중’ 19명(25.7%)이었으며, 
운동 경험이 있는 집단은 ‘저체중’ 27명(32.5%), ‘정상체중’ 
104명(67.5%), ‘과체중’ 55명(74.3%)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58). 체중조절 관심

도에 따른 BMI를 분석한 결과, 체중조절 관심도가 낮은 집단

은 ‘저체중’ 16명(40.0%), ‘정상체중’ 35명(22.7%), ‘과체중’ 15
명(20.3%)이었다. 체중조절 관심도가 보통인 집단은 ‘저체중’ 
5명(12.5%), ‘정상체중’ 23명(14.9%), ‘과체중’ 9명(12.2%)으로 
조사되었다. 체중조절 관심도가 높은 집단을 분석한 결과, 
‘저체중’ 19명(47.5%), ‘정상체중’ 96명(62.3%), ‘과체중’ 50명
(67.6%)으로 나타났다. 이 세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52).
체형인지에 따른 BMI를 분석한 결과, 자기 체형인지를 마

름으로 응답한 집단은 ‘저체중’ 24명(60.0%), ‘정상체중’ 25명
(16.2%), ‘과체중’ 3명(4.1%)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체형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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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iet interest 

N M t p

Gender
Male 114 3.04

－5.688 0.000**

Female 155 3.92

School system
High school 102 3.19

－3.528 0.000**

College 167 3.77

Weight control 
experience

Never 126 2.79
10.356 0.000**

Ever 143 4.22

Exercise 
experience

Never  82 3.15
3.312 0.001**

Ever 187 3.72
*p<0.05, **p<0.01

Table 4. Diet interest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etary life

Variable
Low Normal Fat

χ2 p
<18.5 18.5~22.9 ≥23.0

Weight control experience
Never 21(52.5)  71(46.1) 34(45.9)

 0.568 0.753
Ever 19(47.5)  83(53.9) 40(54.1)

Exercise experience
Never 13(67.5)  50(32.5) 19(25.7)

 1.166 0.558
Ever 27(32.5) 104(67.5) 55(74.3)

Diet interest
Low 16(40.0)  35(22.7) 15(20.3)

 6.704 0.152Normal  5(12.5)  23(14.9)  9(12.2)
High 19(47.5)  96(62.3) 50(67.6)

Perceived body image
Skinny 24(60.0)  25(16.2)  3( 4.1)

82.882 0.000**Normal 13(32.5)  85(55.2) 22(29.7)
Fat  3( 7.5)  44(28.6) 49(66.2)

*p<0.05, **p<0.01

Table 3. Dietary life by body mass index (BMI)

보통이라고 응답한 집단은 ‘저체중’ 13명(32.5%), ‘정상체중’ 
85명(55.2%), ‘과체중’ 22명(29.7%)으로 조사되었다. 자기 체

형인지를 뚱뚱하다고 응답한 집단을 분석한 결과, ‘저체중’ 3명
(7.5%), ‘정상체중’ 44명(28.6%), ‘과체중’ 49명(66.2%)으로 나타

났다. 세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the 2014 Korea National Health 

&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에 의하면 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인 비만자 중 최근 1년간 본인 의지로 체중을 감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비율은 63.5%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보여주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만 유병자 중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 본인의 체형이 “약간 비만” 또는 

“매우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비만 인지율은 85.4%에 

해당한다. Song 등(2015)의 논문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여자

의 비만 유병율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25~38% 수준을 유

지했지만, 본인의 체형이 ‘약간 비만’ 또는 ‘매우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비만 인지율은 96.4%라고 보고하였다. 그러

나 Lee YJ(2013)의 연구에서 18.5<BMI 그룹은 약간 마른편이

라고 33.3%, 18.5≤BMI<23.0 그룹은 보통이 40.4%, 23.5≤
BMI<25.0 그룹은 약간 살찐 편이라 66.3%가 가장 높은 응답

을 하여 본 연구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청년기 여성의 체형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Ryu & Yoon 

1999)에서 체중조절이 필요하지 않은 저체중군과 정상체중

군에서 각각 51.7, 64.7%의 청소년들이 체중조절 경험이 있었

고,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Kang & Choue 2010)에서도 

초저체중, 저체중, 정상체중군에서 각각 60.0, 66.7, 85.5%로 

체중감량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체중조절 행동

은 현재의 체형이나 체중보다는 체형에 대한 인식 특히 자신

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도에 더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

고되고 있다(Suh 등 2011).

3. 체중조절에 대한 자가인식
성별에 따른 체중조절 관심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남자 114명의 다이어트 관심도의 평균은 3.04로 여성 155명
의 평균 3.92보다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00). 학제에 따른 체중조절 관심도의 차이는 고등학

생(102명)이 3.19, 대학생(167명) 평균이 3.77로 대학생의 다

이어트 관심도가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23). 식이조절 경험 여부에 따른 체중조절 관심도

의 차이는 식이조절 경험이 있는 집단(143명)이 평균 4.22, 식
이조절 경험이 없는 집단(126명)의 평균이 2.79로써, 식이조

절 경험이 있는 집단의 체중조절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 운동 여부에 따

른 체중조절 관심도의 차이는 운동을 하는 집단(187명)이 평

균 3.72, 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82명)의 평균이 3.15로써, 운
동을 하는 집단의 체중조절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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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iet interest Body image Breakfast Lunch Dinner Health behavior 
activities

Self perception 

Diet interest
Pearson 1 .496** .003 －.152* －.156* －.212**

p .000 .967 .012 .010 .000

N 269 269 269 269 269 267

Body image
Pearson .496** 1 .075 －.023 －.054 －.110
p .000 .222 .707 .374 .072
N 269 269 269 269 269 267

Regularity

Breakfast
Pearson .003 .075 1 .309** .344** .501**

p .967 .222 .000 .000 .000

N 269 269 269 269 269 267

Lunch
Pearson －.152* －.023 .309** 1 .501** .435**

p .012 .707 .000 .000 .000
N 269 269 269 269 269 267

Dinner
Pearson －.156* －.054 .344** .501** 1 .474**

p .010 .374 .000 .000 .000

N 269 269 269 269 269 267

Health behavior activities
Pearson －.212** －.110 .501** .435** .474** 1
p .000 .072 .000 .000 .000
N 267 267 267 267 267 267

*p<0.05, **p<0.01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of self perception for dietary life, regularity of meal and health behavior activities

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Table 4).
Song 등 (2015)의 연구에 따르면 체중 조절 ‘경험 있음’ 응

답자 414명(72.1%)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체중조절 방법

을 분석한 결과, ‘식이요법’ 246명(59.4%)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중조절 관심도가 높을수록 식이조절 경험 여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만자들은 체중조절을 위해서 식사조절

을 하여 섭취 에너지를 감소시키거나 운동을 통해 소비 에너

지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Lee YS 2000). 본 연구에

서도 체중조절에 관심이 높은 대상자들은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대상자가 매우 많은 것(187명 vs 82명)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 순응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선호하는 방법임

을 알 수 있었다.

4. 건강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력

1) 체중조절관심도, 체형인식, 식사의규칙성, 건강행위
실천과의 관계

Table 5는 체중조절 관심도, 체형인식, 식사의 규칙성 그리

고 건강행위실천과의 관계에 대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

과이다. 체중조절 관심도와 체형인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 0.496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 

아침식사의 규칙성과 체중조절 관심도와의 관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으나(p=0.967), 점심식사 및 저녁식사의 규

칙성과 체중조절 관심도의 관계는 상관계수 －0.152(p=0.012)
과 －0.156(p=0.010)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아침식사의 규칙성과 건강행위 실천태도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상관계수 0.501(p=0.000), 점심식사의 규칙성과 

건강행위실천 태도와의 관계는 상관계수 0.435(p=0.000), 저
녁식사의 규칙성과 건강행위실천 태도의 관계는 상관계수가 

0.474(p=0.000)로 분석되었으며, 아침식사의 규칙성과 건강행

위실천 태도가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Park 등
(2016)의 연구에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집단은 결식하는 집단보다 체질량 지수가 

0.2457에서 0.4350 정도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Lee 등 

(2015)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행동과 식습관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남학생의 건강행동 점수는 

식습관 점수와 상관이 높았고, 유의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p<0.01). 반면 여학생의 경우, 식습관 점수와 건강행동 

점수는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건강지향적 및 건강위해적 요인
독립변수인 체중조절 관심도, 체형인지, 아침․점심․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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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β t p VIF

(Constant) 22.480 1.160  19.372 0.000

Diet interest －0.443 0.197 －0.125 －2.251 0.025* 1.368

Perceived body image －0.335 0.306 －0.060 －1.1095 0.274 1.337

Regularity of breakfast 1.093 0.152 0.372   7.212 0.000** 1.177

Regularity of lunch 0.650 0.195 0.186   3.341 0.001** 1.379

Regularity of dinner 0.765 0.186 0.233   4.121 0.000** 1.416

R2=0.411, F=36.395, Durbin-Watson=1.776, p<0.01

Dependent variable: Health behavior activities, *p<0.05, **p<0.01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f health behavior

식사의 규칙성이 종속변수 건강행위실천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

정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 
Watson 지수를 이용하였다. Durbin-Watson 지수가 1.776으로 

나타나, 종속변수는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임을 보였다. 독
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VIF(분산팽창요인) 지수를 이용하

였다. 독립변수 간 VIF 지수는 1.177~1.416으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체중조절 관심도(p<0.05), 아침식사 규칙성

(p<0.01), 점심식사 규칙성(p<0.01), 저녁식사 규칙성(p<0.01)
은 종속변수인 건강행위실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체중조절 관심도(B=－0.443)가 낮고, 아침식사의 규칙성(B= 
1.093)과 점심식사의 규칙성(B=0.650), 저녁식사 규칙성(B= 
0.765)이 높은 대상자가 건강행위실천 태도가 높아지며, 이들 

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41.1% 이다. 독립변수

에서 아침식사의 규칙성(β=0.372)이 건강행위실천 태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 Kim(1998)의 논문에서 건강증진행위는 자기통제와 

건강행위자기효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인구학

적 특성에서는 경제수준과 부모의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높았다. 건강위해행위에 정의 영향을 주는 변수는 우울이며, 
부의 영향을 주는 변수는 건강행위자기효능과 수줍음, 자기

통제였다. 본 연구에서 건강행위실천에 정의 영향을 주는 변

수는 삼시세끼 식사의 규칙성이며, 부의 영향을 주는 변수는 

체중조절 관심도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체중조절 관심도 높

은 대상자가 건강행위실천 태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체중조절 관심도’가 건강위해적 요인으로 해석된다.

요약 및 결론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른 식습관의 서구

화와 신체 활동량의 감소로 청소년의 과체중과 비만 비율이

상승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비만 유병률의 증가와는 무관하

게 외모지상주의 등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체중조절에 강박

관념이 지나쳐 왜곡된 신체상과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이 만

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 24세 미만의 고등학생과 대학

생 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식습관에 대한 건강지향적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식사의 규칙성의 차이는 고등

학생이 대학생보다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심식

사의 비규칙적인 경우는 고등학생은 4.5%인데 비해, 대학생

은 95.5%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고등학생들은 학

교 급식을 통해 규칙적인 섭식태도가 확보된 반면, 대학생들

은 자율성을 얻는 성인 삶으로의 변화 속에서 비규칙적인 섭

식태도가 형성된 영향으로 사료된다.
둘째, 청소년들은 왜곡된 자가 체형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가 체형인지에 따른 체질량지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정상체중(BMI)임에도 ‘뚱뚱하다고 인지하는 대상자’
가 28.6%, 저체중(BMI)임에도 ‘보통이라고 인지하는 대상자'
가 40.0%에 달했다. 이는 지나치게 ‘마른 몸’을 강조하는 사회

적 미의 기준 변화 역시 현대인들의 식생활 변화의 큰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체형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건강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 재고를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돕는 선행적 

교육과 그에 맞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건강행위실천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건강지향적 

변수는 규칙적인 식습관이며, 건강위해적 변수는 체중조절 

관심도이다. 아침식사, 점심식사 및 저녁식사의 규칙성이 높

을수록 건강행위실천 정도가 높았으며, 이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침식사의 규칙성이었다. 또한, 체중조절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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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을수록 건강행위실천 태도는 낮아졌다. 지나친 체중

조절에 대한 관심정도는 자칫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이나 부

적절한 체중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부
적절한 식이조절 방법을 통한 건강위해행위에 대한 문제점

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청소년의 건강행위실천도를 향상시

키기 위한 정책과 건강지향적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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