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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eal types by cooking methods provided at different meal provision places 

using the 201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Methods: A total of 42,441 meal data on adults from the 

201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ere used for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by complex sample χ

²-test of independence and complex sam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3.0 for Windows. Results: The meal provision 

place showing the highest frequency was home (60.2%), followed by commercial (32.5%) and institutional foodservices (7.3%). The 

meal types by cooking method most frequently consumed were rices (18.3%) and kimchis (16.6%). The results of the complex sam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breads & snacks, steamed or braised dishes, fried dishes, and fresh seasoned vegetables were 

more likely to be consumed at commercial or institutional foodservices than at home. In addition, noodles & dumplings were more 

likely to be consumed at commercial places, and Korean soups were consumed at institutional foodservices. Conclusion: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o develop recipes for substitution of fried dishes and to develop low sodium recipes at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foodservices. In addition, education of consumers of commercial foodservice is needed to reduce consumption of 

fried dishes, salted seafoods, and pickled vegetables and encourage consumers to choose meals from institutional foodservice managed 

by dietit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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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가구당 인원 수 감소,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 

급격한 생활 양식의 변화와 경제 환경 변화, 외식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해 가정 외에서의 식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Kwon YS & Ju SY 2014, Kwon YS 등 2014, Kim 

MJ & Chong YK 2015, Jo PK 2016). 가정 외에서 식사

를 하는 정도는 소득 및 교육 수준과 관련이 있었고(Ham 

S 등 2004, Kwon YS & Ju SY 2014), 외식 산업 성장 변

수들이 국내총생산, 소비자물가지수 등 거시경제지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Kim MJ & Chong 

YK 2015)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또한 2001년에서 

2011년 사이 성인들의 가정 외 식사 비율 증가와 관련되

는 요인을 살펴 본 Lee CH & Oh ST(2014)의 연구에서 

여성과 노년층의 가정 외 식사 비율 증가 정도가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하여 인구 사회 구조의 변화가 가

정 외 식사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

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Kwon YS & Ju 

SY(2014)의 연구에서 24시간 회상 조사를 실시한 당일에 

가정에서만 식사를 한 대상자의 비율이 1998년 45.8%에



Korean J Food Cook Sci 한국 성인들이 섭취한 음식의 제공 장소별 조리법에 따른 음식 유형 분석 265

http://www.ekfcs.org 2017; 33(3):264-274

서 2012년 38.1%로 감소한 반면, 외식만 이용한 대상자

의 비율은 3.4%에서 10.0%로, 외식과 급식만 섭취한 대

상자의 비율은 1.0%에서 2.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이 최근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가정 외에서의 

식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그에 대한 연구

적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음식 섭취 장소는 식품 섭취 패턴과 

영양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Nayga RM 1996, Chung SJ 등 2006, Kwon YS & Ju SY 

2014, Bae YJ 2016). 2013-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를 이용한 Bae YJ(2016)의 연구에서 외식을 통한 열량 

섭취가 높은 성인남녀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섭취 비율을 

보인 식품류는 육류, 음료, 주류로, 낮은 섭취 비율을 보

인 식품류는 곡류, 채소류, 어패류, 해조류로 나타나 외식

을 자주하는 경우 식사의 영양적 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가정 외 식사

는 지방과 열량 섭취를 높여 비만 위험성을 높이고

(Guthrie JF 등 2002, Ma Y 등 2005, Kim TH 등 2014), 

나트륨 섭취를 높이며(Guthrie JF 등 2002, Kwon YS & 

Ju SY 2014) 섬유질 섭취 수준을 낮게 하는(Nayga RM 

1996, Bae YJ 2016) 것으로 나타나 가정 외 식사는 건강

하지 못한 식습관의 한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가정 외 식사 중에서도 식사를 제공하는 장소

에 따라 섭취하는 식사의 내용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나 품질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여

주는 연구들도 있었다. Kim H & Lee H(2016)의 연구에

서 대학생의 점심식사 장소별 식생활을 진단한 결과, 학

교식당 이용군이 기타 장소를 이용한 학생들에 비해 양

호한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점심식사의 질을 평가한 Kim WG 등

(2016)의 연구에서 외식보다는 급식으로 점심식사를 한 

경우 식사의 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Pak S 등(2010)의 연구에서는 주

중이 주말에 비해 식품섭취 가짓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주중에는 학교급식을 통해 다양한 

식단의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만 20-29세 성인을 대상으로 외식 장소와 식품섭취 간 관

련성을 조사한 Larson N 등(2011)의 연구에서 햄버거나 

튀김류를 주로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열량, 가당음료, 지방 섭취량이 높고 과체중과 비만

의 위험은 높은 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과 핵심 영

양소들의 섭취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샌드위치

를 주로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일부 영양소 섭취에 문제가 있기는 하였으나 체중 상태

와는 관련이 없었으며 풀서비스 레스토랑을 자주 이용하

는 경우 오히려 채소 섭취가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외식 

장소의 선택에 따라 식사 섭취 패턴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같이 식사를 제공하는 장소에 따라 

식사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식품 섭취 및 영

양적 질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식사 내용의 차

이는 제공되는 음식의 조리법이나 음식의 유형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식사 제공 장소에 따른 영양 불

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식사 제공 장소와 음식의 유형 선

택에 대한 식생활 지도가 필요하다.

한편, 외식과 급식을 운영하는 관리자들은 제공되는 식

단에 대한 평가와 식단 운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다. 많은 급식 운영자들이 고객 만족과 건강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메뉴 분석을 통한 급식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Choi MK & Ahn SW 2011), 외식업체에서

도 다양하고 건강한 메뉴의 제공 등 고객 지향적 메뉴 운

영이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바 있

다(Cho KI 등 2006). 따라서 전략적 메뉴 운영을 통해 소

비자 만족도와 수익성 제고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 외식

과 급식 소비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

나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조리법이다(Baek OH 등 

2007, Lee EJ 2012). 식품의 조리법은 조리도구, 열원, 조

리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같은 식재료를 사용

하더라도 조리법에 따라 관능적 특성이나 소비자의 기호

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날 뿐 아니라(Lee JA 등 2010, 

Jeon KH 등 2013, Jeon KH 등 2015), 영양적 가치도 달

라질 수 있다(Gokoglu N 등 2004, Miglio C 등 2008, 

Song DY 등 2013). 따라서 음식의 조리법은 소비자의 만

족도와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식단 관리

자에게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따라서 외식과 급식

에서의 식단 운영 개선을 위해 현재 외식과 급식에서 제

공되고 있는 음식들을 조리법에 따른 유형으로 구분하여 

장소에 따른 제공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

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식 제공 장소와 식품 및 영

양 섭취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음식 제공 장소와 음식의 조리법에 따른 음식 유

형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 식품과 영양섭취 실태

에 대한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춘 통계 산출을 위해 시

행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개인별 24시간 회상

조사를 통해 식품섭취조사를 실시하고 섭취된 각 식품에 

해당하는 음식명, 음식군, 음식 제공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층

화집락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모집

단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가중치를 산출하여 제공하므

로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가정식, 외식, 급식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유형을 조

리법에 따라 분석하고, 음식 제공 장소와 조리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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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유형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외식·급식 관리자의 

메뉴 운영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외식·급식 

소비자들에 대한 식생활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에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

료 중 식품섭취조사(개인별 24시간 회상조사)를 이용하였

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만 19-64세 성인이 섭취한 음식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고, 동일 ID, 동일 끼니, 동일 음식명에 대한 중복케

이스를 제외하여 식품단위로 조사된 자료로부터 음식명

을 기준으로 하는 자료를 얻었다. 변수 선정 과정에서 연

구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을 추가로 제외한 후 총 

3,831명으로부터 수집된 42,441개의 음식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변수 선정

1) 조리법에 따른 음식 유형

조리법에 따른 음식 유형은 음식코드 변수를 이용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분류한 29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조리법과 관련한 음식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밥류, 

빵 및 과자류, 면 및 만두류, 죽 및 스프류, 국 및 탕류, 

찌개 및 전골류, 찜류, 구이류, 전·적 및 부침류, 볶음류, 

조림류, 튀김류, 나물·숙채류, 생채·무침류, 김치류, 젓갈

류, 장아찌·절임류 등 17가지 음식군을 분석 대상으로 하

였고, 조리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단일 식품류(장류, 과

일류, 당류 등, 유제품류 및 빙과류, 음료 및 차류, 주류 

등)와 곡류 및 서류제품, 두류, 견과 및 종실류, 채소 및 

해조류, 수·조·어·육류, 기타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음식 제공 장소

음식 제공 장소에 대한 분류는 매식여부 변수를 이용

하였다. 매식여부 변수는 음식이 섭취된 장소나 음식을 

조리한 장소가 기준이 아니라 음식을 제공받은 장소를 

기준으로 항목을 구분하였으므로 선행연구(Kwon YS 등 

2014)를 참고하여 ‘음식 제공 장소’로 명하고 크게 가정

식, 외식, 급식의 3개 항목으로 재분류하였다. 가정에서 

준비한 것, 가정에서 준비한 도시락, 이웃집, 친척집 등에

서 만든 것 등 3개 항목은 가정식으로 분류하였고, 업체 

배달 도시락과 매식으로 분류된 한식, 중국식, 양식, 일

식, 패스트푸드,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 분식을 외식으로 

분류하였으며, 학교급식, 직장급식, 노인정(노인대학)급식, 

무료급식, 사찰/교회 급식, 기타 단체급식을 급식으로 분

류하였다. 빵/과자(매식), 기타(매식) 항목은 식사 제공 장

소라는 측면에서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음식 제공 장소’의 조

작적 정의는 ‘음식을 섭취한 장소와는 별개로 음식이 제

공된 장소를 의미하며 가정식, 외식, 급식 등으로 구분된

다.’로 하였다.

3) 음식 섭취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 음식을 섭취한 성인들의 일반적 특성은 동/

읍면 구분, 성별, 만 나이, 소득4분위수(가구), 교육수준 

재분류 코드, 직업재분류 및 실업/비경제활동 상태 코드

를 이용하였다. 이 중 만 나이는 연령 집단 간 비교를 용

이하게 하기 위하여 만 19-29세, 만 30-49세, 만 50-64세

의 3개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고, 직업재분류 및 

실업/비경제활동 상태 코드는 직업유무에 따라 2개 집단

으로 재분류하였다.

4) 음식 섭취 시기

대상 음식을 섭취한 시기는 영양조사 요일과 끼니구분 

변수를 이용하였다. 끼니구분의 항목으로 제시된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식이보충제 중 조리법에 따른 음식 유

형을 정의할 수 없는 식이보충제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3.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ver. 23.0,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고, 복합표본 설계를 활용한 자료

분석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층화변수(변수명 

kstrata), 집락변수(변수명 psu), 가중치(변수명 wt_tot)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음식섭취자의 일반사항과 음식 제

공 장소, 식사 시기와 음식 제공 장소와의 관련성을 파악

하기 위해 복합표본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였고,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음식 제공 장소

에 따른 음식군별 오즈비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으

며, 유의성 검정은 p<0.05로 하였다.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 음식 제공 장소와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반적 사항(섭취

자의 성별, 연령대, 가구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유무)을 

보정하였고, 모형의 설명력과 적합성 검정은 Nagelkerke 

R
2
와 Wald F를 각각 이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Table 1은 조사 대상 음식의 제공 장소와 조리법에 따

른 음식 유형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음

식 제공 장소는 가정식(60.2%), 외식(32.5%), 급식(7.3%)

의 순서로 나타나 가정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조리법에 따른 음식 유형은 밥류(18.3%), 김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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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l types by cooking method

Meal provision place

Total
% in a 

columnHome
Commercial

foodservice 

Institutional

foodservice

Rices

Breads & snacks

Noodles & dumplings

Porridges & soups

Korean soups

Stews & hotpots

Steamed or braised dishes

Grilled or roasted dishes

Korean pancakes

Stir fried dishes

Dishes braised in sauce

Fried dishes

Cooked seasoned vegetables

Fresh seasoned vegetables

Kimchis

Salted seafoods

Pickled vegetables

5,109(65.9)
1)

 85(17.9)

 331(18.1)

 115(51.6) 

 1,761(62.7)

 1,442(65.4)

 293(46.8)

 1,803(69.3)

 950(72.2)

 1,904(66.7)

 907(70.9)

 188(23.4)

 1,695(68.0)

 1,229(50.0)

 4,705(66.8)

 252(59.2)

 716(51.4)

 2,054(26.5)

 369(77.7)

 1,440(78.8)

 98(43.9)

 636(22.6)

 670(30.4)

 272(43.5)

 683(26.2)

 276(21.0)

 706(24.7)

 237(18.5)

 529(65.9)

 606(24.3)

 968(39.4)

 1,815(25.8)

 161(37.8)

 616(44.2)

 590(7.6)0

 21(4.4)0

 56(3.1)0

 10(4.5)0

 412(14.7)

 92(4.2)0

 61(9.7)0

 116(4.5)0

 89(6.8)0

 243(8.5)0

 136(10.6)

 86(10.7)

 191(7.7)0

 259(10.5)

 524(7.4)0

 13(3.1)0

 62(4.4)0

7,753(100)

 475(100)

1,827(100)

 223(100)

2,809(100)

2,204(100)

 626(100)

2,602(100)

1,315(100)

2,853(100)

1,280(100)

 803(100)

2,492(100)

2,456(100)

7,044(100)

 426(100)

1,394(100)

18.3 

1.1 

4.3 

0.5 

6.6 

5.2 

1.5 

6.1 

3.1 

6.7 

3.0 

1.9 

5.9 

5.8 

16.6 

1.0 

3.3 

Total 25,543(60.2) 13,791(32.5)  3,107(7.3)0 42,441(100) 100 

1) 
n (%).

Table 1. Cross table for meal provision places and meal types by cooking methods

(16.6%), 볶음류(6.7%), 국 및 탕류(6.6%), 구이류(6.1%), 

숙채류(5.9%), 생채류(5.8%), 찌개 및 전골류(5.2%) 등의 

순으로 섭취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섭취 빈도가 상대적

으로 낮았던 조리법에 따른 음식 유형은 죽 및 스프류

(0.5%), 젓갈류(1.0%), 빵 및 과자류(1.1%), 찜류(1.5%), 

튀김류(1.9%) 등이었다. 빵 및 과자류의 경우 음식 제공 

장소의 구분이 불명확한 ‘빵/과자(매식)’와 ‘기타(매식)’ 

범주를 분석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제 섭취 빈도에 비해 

다소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 식사 섭취에 대

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든 범주에 대한 분

석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는 조사 대상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의 일반적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도시 거주 비율

이 유의적으로 높았고(p<0.05), 교육수준은 남성이 여성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무직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고(p<0.001), 연령과 

가구 소득 수준은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여성의 무직 비율이 높았던 것은 여성의 경우 

전업 가정주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은 일반사항과 음식 제공 장소에 대한 복합표본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음식 제공 

장소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p<0.001)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정식 비율이 높았고 남

성은 여성에 비해 외식과 급식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여성

의 무직 비율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에 있어서는 19-29세의 경우 외식 비율이 타 연령대

에 비해 높았고, 30-49세의 급식 이용 비율, 50-64세의 가

정식 이용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거

지역(동/읍면 구분)에 따라서는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음식 제공 장소에 유

의적 차이가 나타났는데(p<0.01) 저소득층에서 가정식이, 

고소득층에서 외식과 급식 비율이 높았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중졸 이하는 가정식 비율이, 대졸 이상에서 외

식과 급식 비율이 높게 나타나(p<0.001) 가구 소득 수준

의 경우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직업 유무에 따라

서는 무직인 경우 직업을 가진 집단에 비해 가정식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업을 가진 경우 무직에 비해 외

식과 급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선행 연구들에서도 외식 빈도는 남성, 젊은 연령층, 고소

득층,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Ham S 등 2004, Ahn BC 등 2006, Binkley 

JK 2006, Kwon YS & Ju SY 2014). 한편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료를 이용한 Lee CH & Oh ST(2014)의 연구에서 

만 50세-64세 성인이 가정 외 식사에서 섭취하는 음식의 

비율이 2001년 30.9%에서 2011년 43.9%로 급격하게 증

가하였고, 특히 여성의 증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

고된 바 있어 고연령층, 여성의 외식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4는 식사 시기와 음식 제공 장소에 대한 복합표

본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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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ender

Total p-value
2)

Male Female

Age (yr)

19-29

30-49

50-64

 2,668(14.1)
1)

 7,362(38.9)

 8,903(47.0)

 2,722(11.6)

10,217(43.5)

10,569(45.0)

 5,390(12.7)

17,579(41.4)

19,472(45.9)

<0.306

Town
Urban

Rural

15,378(81.2)

 3,555(18.8)

19,562(83.2)

 3,946(16.8)

34,940(82.3)

 7,501(17.7)
<0.046

*

Income level of 

household

Low

Middle-low

Middle-high

High

 1,762(9.4)

 4,214(22.4)

 5,818(30.9)

 7,012(37.3)

 2,388(10.2)

 5,466(23.4)

 7,205(30.8)

 8,324(35.6)

 4,150(9.8)

 9,680(22.9)

13,023(30.9)

15,336(36.4)

<0.976

No response 0, 127(-) 0, 125(-) 0, 252(-)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1,478(9.5)

 1,420(9.1)

 5,992(38.3)

 6,750(43.2)

 2,448(11.8)

 2,533(12.2)

 7,930(38.2)

 7,846(37.8)

 3,926(10.8)

 3,953(10.9)

13,922(38.3)

14,596(40.1)

<0.001
***

No response  3,293(-)  2,751(-)  6,044(-)

Occupational

status

Unemployed

Employed

 2,598(16.8)

12,903(83.2)

 8,833(42.6)

11,896(57.4)

11,431(31.6)

24,799(68.4)
<0.001

***

No response  3,432(-)  2,779(-)  6,211(-)

Total 18,933(100) 23,508(100) 42,441(100)

1) 
n (valid %), The frequencies are based on meals and can be duplicated for an individual. 

2) 
p-value by complex sample χ²-test of independence.

*
p<0.05, 

***
p<0.001.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who consumed the meals

Variable

Meal provision place

Total p-value
2)

Home
Commercial 

foodservice 

Institutional 

foodservice

Gender
Male

Female

10,158(39.8)
1)

15,385(60.2)

 7,061(51.2)

 6,730(48.8)

1,714(55.2)

1,393(44.8)

18,933(44.6)

23,508(55.4)
<0.001

***

Age (yr)

19-29

30-49

50-64

 2,557(10.0)

 9,768(38.2)

13,218(51.7)

 2,466(17.9)

 6,189(44.9)

 5,136(37.2)

 367(11.8)

1,622(52.2)

1,118(36.0)

 5,390(12.7)

17,579(41.4)

19,472(45.9)

<0.001
***

Town
Urban

Rural

20,697(81.0)

 4,846(19.0)

11,644(84.4)

 2,147(15.6)

 2,599(83.6)

 508(16.4)

34,940(82.3)

 7,501(17.7)
<0.310

Income level of 

household

Low

Middle-low

Middle-high

High

 2,935(11.6)

 6,001(23.7)

 7,781(30.7)

 8,650(34.1)

 1,024(7.5)

 2,913(21.2)

 4,338(31.6)

 5,440(39.7)

 191(6.1)

 766(24.7)

 904(29.1)

 1,246(40.1)

 4,150(9.8)

 9,680(22.9)

13,023(30.9)

15,336(36.4)

<0.001
***

No response 0, 176(-) 00, 76(-) 000, 0(-) 0, 252(-)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2,953(13.4)

 2,732(12.4)

 8,164(37.0)

 8,201(37.2)

 785(6.6)

 1,027(8.7)

 4,817(40.7)

 5,205(44.0)

 188(7.5)

 194(7.7)

 941(37.4)

 1,190(47.4)

 3,926(10.8)

 3,953(10.9)

13,922(38.3)

14,596(40.1)

<0.001
***

No response  3,493(-)  1,957(-) 0, 594(-)  6,044(-)

Occupational 

status

Unemployed

employed

 8,165(37.2)

13,800(62.8)

 3,036(25.7)

 8,762(74.3)

0, 230(9.3)

 2,237(90.7)

11,431(31.6)

24,799(68.4) <0.001
***

No response  3,578(-)  1,993(-) 0, 640(-)  6,211(-)

Total 25,543(100) 13,791(100) 3,107(100) 42,441(100)

1) 
n (valid %), The frequencies are based on meals and can be duplicated for an individual. 

2) 
p-value by complex sample χ²-test of independence.

**
p<0.01, 

***
p<0.001.

Table 3. Association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eal provision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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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al provision place

Total p-value
2)

Home
Commercial 

foodservice 

Institutional 

foodservice

Day of the 

meal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4,408(17.3)
1)

 4,056(15.9)

 4,040(15.8)

 2,725(10.7)

 2,714(10.6)

 2,797(11.0)

 4,803(18.8)

 2,141(15.5)

 1,747(12.7)

 2,225(16.1)

 1,452(10.5)

 1,477(10.7)

 1,565(11.3)

 3,184(23.1)

0,409(13.2)

0,514(16.5)

0,456(14.7)

0,437(14.1)

0,414(13.3)

0,543(17.5)

0,334(10.7)

 6,958(16.4)

 6,317(14.9)

 6,721(15.8)

 4,614(10.9)

 4,605(10.9)

 4,905(11.6)

 8,321(19.6)

<0.001
***

Meal time

Breakfast

Lunch

Dinner

Snack

 9,272(36.3)

 6,062(23.7)

 9,891(38.7)

0, 318(1.2)

0, 924(6.7)

 6,980(50.6)

 5,144(37.3)

0, 743(5.4)

0,338(10.9)

2,083(67.0)

0,649(20.9)

0,037(1.2)

10,534(24.8)

15,125(35.6)

15,684(37.0)

 1,098(2.6)

<0.001
***

Total 25,543(100) 13,791(100) 3,107(100) 42,441(100)

1) 
n (%).

2) 
p-value by χ²-test of independence using complex sample module.

***
p<0.001. 

Table 4. Association between meal occasions and meal provision places

섭취한 요일이 음식 제공 장소와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001), 일요일에 급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외식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

정식 비율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높게 나타났고, 외식 비

율은 일요일에 높게 나타났으며 급식 비율은 화, 목, 금, 

토요일에 높게 나타났다. 급식 비율이 토요일에 높게 나

타난 이유는 각종 행사로 인한 캐터링 등 단체급식 상황

이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끼니 구분에 따라서도 음식 제공 장소에 유의적인 차

이가 나타났는데(p<0.001), 가정식은 아침식사와 저녁 식

사를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외식과 급식은 점심 식

사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앞선 분석에서 직업을 

가진 집단이 무직에 비해 외식과 급식 이용 비율이 높았

던 점을 고려할 때,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직장 내 

급식소 또는 직장 근처의 외식업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Lee CH & Oh ST(2014)의 

연구와 Kwon YS & Ju SY(2014)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으나, 두 연구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를 토대로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최근 모든 끼니에서 가

정식 비율이 줄고 있고 가정 외 식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조식에 

적합한 메뉴 개발, 영양성과 간편성을 높인 메뉴 개발, 

일상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끼니별 메뉴 개발 등 

메뉴 운영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5는 각 조리법에 따른 음식 유형에 대한 음식 제

공 장소의 오즈비를 나타낸 것으로, Table 2에서 음식 제

공 장소와 관련성이 나타난 성별, 연령집단, 가구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직업유무를 보정하여 복합표본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Wald F를 이용한 모형 

적합성 검정 결과 모든 음식 유형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먼저 밥류에 있어서는 가정식에 비해 외식과 급식에서 

밥류를 선택할 오즈비가 각각 0.69(95% CI: 0.65-0.72), 

0.93(95% CI: 0.88-0.99)으로 나타나 가정식에 비해 외식

과 급식에서 밥류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빵 및 과자류는 가정식에 대한 외식에

서의 오즈비가 7.56(95% CI: 5.31-10.78)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급식의 오즈비도 2.00(95% CI: 1.11-3.61)으로 

나타나 가정식에 비해 급식에서 빵 및 과자류를 제공받

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빵이나 

과자류를 직접 조리하기는 번거롭고 외식이나 급식에서

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면 및 

만두류도 가정식에 대한 외식에서의 오즈비가 7.96(95% 

CI: 5.31-10.78)으로 높게 나타나 외식에서 섭취 비율이 

높았고, 급식에서의 오즈비는 1.34(95% CI: 0.89-2.02)로 

가정식에서의 섭취 비율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 및 만두류의 경우 가공식품을 제외하면 직

접 조리가 어려운 관계로 가정이나 급식업체에서 높은 

품질의 면 및 만두류를 제공하기 어렵고, 소비자들도 전

문화된 외식업체에서 제공하는 면 및 만두류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죽 및 스프류의 경우 가정식에 대

한 외식과 급식의 오즈비가 각각 1.55(95% CI: 0.99-2.43), 

1.23(95% CI: 0.55-2.73)으로 나타나 가정식과 외식, 급식

에서의 죽 및 스프류의 섭취 정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한편 국 및 탕류의 경우 가정식에 대한 급식에서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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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Meal types by cooking 

methods)

Independent variable

(Meal provision places)

OR

(95% CI)
1)

p-value for

OR

Nagelkerke 

R
2 Wald F

p-value for 

Wald F 

Rices

Home

Commercial foodservice

Institutional foodservice

0.69(0.65-0.72)

0.93(0.88-0.99)

<0.001
***

<0.014
*

0.009 24.879 <0.001
***

Breads & snacks

Home

Commercial foodservice

Institutional foodservice

7.56(5.31-10.78)

2.00(1.11-3.61)

<0.001
***

<0.022
*

0.118 20.659 <0.001
***

Noodles & dumplings

Home

Commercial foodservice

Institutional foodservice

7.96(6.63-9.56)

1.34(0.89-2.02)

<0.001
***

<0.162

0.141 55.617 <0.001
***

Porridges & soups

Home

Commercial foodservice

Institutional foodservice

1.55(0.99-2.43)

1.23(0.55-2.73)

<0.057

<0.614

0.018 2.218 <0.011
*

Korean soups

Home

Commercial foodservice

Institutional foodservice

0.65(0.57-0.74)

1.99(1.72-2.31)

<0.001
***

<0.001
***

0.020 24.064 <0.001
***

Stews & hotpots

Home

Commercial foodservice

Institutional foodservice

0.87(0.77-0.98)

0.54(0.40-0.71)

<0.021
*

<0.001
***

0.006 4.099 <0.001
***

Steamed or braised 

dishes

Home

Commercial foodservice

Institutional foodservice

1.83(1.46-2.31)

1.54(1.07-2.21)

<0.001
***

<0.019
*

0.015 3.827 <0.001
***

Grilled or roasted dishes

Home

Commercial foodservice

Institutional foodservice

0.69(0.60-0.80)

0.51(0.38-0.68)

<0.001
***

<0.001
***

0.009 4.500 <0.001
***

Korean pancakes

Home

Commercial foodservice

Institutional foodservice

0.49(0.42-0.58)

0.64(0.48-0.86)

<0.001
***

<0.003
**

0.018 9.292 <0.001
***

Stir fried dishes

Home

Commercial foodservice

Institutional foodservice

0.63(0.56-0.71)

1.07(0.89-1.29)

<0.001
***

<0.459

0.011 6.921 <0.001
***

Dishes braised in sauce

Home

Commercial foodservice

Institutional foodservice

0.46(0.37-0.56)

1.40(1.05-1.87)

<0.001
***

<0.021
*

0.021 7.028 <0.001
***

Fried dishes

Home

Commercial foodservice

Institutional foodservice

4.39(3.45-5.59)

3.26(2.28-4.66)

<0.001
***

<0.001
***

0.085 21.806 <0.001
***

Cooked seasoned 

vegetables

Home

Commercial foodservice

Institutional foodservice

0.71(0.59-0.86)

1.07(0.85-1.35)

<0.001
***

<0.562

0.017 7.073 <0.001
***

Fresh seasoned 

vegetables

Home

Commercial foodservice

Institutional foodservice

1.53(1.32-1.78)

1.76(1.45-2.14)

<0.001
***

<0.001
***

0.010 4.699 <0.001
***

Kimchis

Home

Commercial foodservice

Institutional foodservice

0.68(0.62-0.73)

0.92(0.85-0.98)

<0.001
***

<0.017
*

0.015 14.887 <0.001
***

Salted seafoods

Home

Commercial foodservice

Institutional foodservice

1.17(0.87-1.56)

0.38(0.17-0.84) 

<0.300

<0.018
*

0.011 2336.250 <0.001
***

Pickled vegetables

Home

Commercial foodservice

Institutional foodservice

1.69(1.41-2.01)

0.70(0.49-0.99)

<0.001
***

<0.043
*

0.012 5.710 <0.001
***

1) 
Odds ratio (95% confidence level) by complex sample logistic regression adjusted for gender, age group, income level of household, 

education level, and occupational status. Reference categories are other meal types.
*
p<0.05, 

***
p<0.001.

Table 5. Odds ratios of meal provision places for meal types by cook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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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비가 1.99(95% CI: 1.72-2.31)로 높게 나타나 세 가지 

음식 제공 장소 중 급식에서 국 및 탕류를 제공받는 비율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에서의 오즈비는 

0.65(95% CI: 0.57-0.74)로 산출되어 가정식에서 국 및 탕

류를 제공받을 가능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가정식과 급식의 경우 밥과 국을 기본으로 하는 반상

차림인 경우가 많은 반면 외식은 다양한 메뉴 형태가 존

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찌개 및 전골류의 경우 외

식과 급식에서 제공받을 오즈비가 각각 0.87(95% CI: 

0.77-0.98), 0.54(95% CI: 0.40-0.71)로 나타나 가정식에 비

해 외식과 급식에서 찌개 및 전골류를 제공받을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식에서의 

섭취 가능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 국 및 탕류의 경우와 대

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급식에서의 메뉴 구성 양식

의 영향도 크겠으나 최근 저염식단 확산(Kim EK & Kim 

HY 2016) 과 함께 국 및 찌개류의 염도 측정 및 표시가 

확대되면서 급식에서 찌개류보다 국류를 사용하는 것이 

염도 관리에 용이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찜류에 있어서는 외식(OR: 1.83, 95% CI: 1.46-2.31), 

급식(OR: 1.54, 95% CI: 1.07-2.21) 모두 가정식에 대한 

높은 오즈비를 보여 가정식에서보다 섭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찜류의 경우 다른 음식 유형에 비

해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접 조리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이류의 경우 외식(OR: 0.69, 95% CI: 0.60-0.80)과 급식

(OR: 0.51, 95% CI: 0.38-0.68) 모두 1보다 낮은 오즈비를 

나타내 가정식에서 보다 외식과 급식에서의 섭취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적 및 부침류 역시 가정식에 

대한 외식의 오즈비가 0.49(95% CI: 0.42-0.58), 급식의 

오즈비가 0.64(95% CI: 0.48-0.86)로 나타나 가정식에서 

전·적 및 부침류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이와 부침류는 대량 생산이 용이하지 않고 

효율성이 낮은 조리법인 관계로 외식과 급식 관리자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볶음류의 경우 가정식에 대한 외식의 오즈비가 0.63  

(95% CI: 0.56-0.71)으로 나타나 가정식에서보다 섭취를 

덜 하는 경향을 보였고, 급식의 오즈비는 1.07(95% CI: 

0.89-1.29)로 급식에서의 볶음류 섭취 가능성이 가정식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림류의 경우 가정식에 

대한 외식의 오즈비가 0.46(95% CI: 0.37-0.56)으로 산출

되어 가정식에 비해 섭취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급

식의 오즈비는 1.40(95% CI: 1.05-1.87)으로 가정식에 비

해 급식에서 조림류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조림류의 경우 주반찬류에 해당하는 

음식 유형 중 상대적으로 대량조리가 용이하여 급식 관

리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림류의 경

우 추가되는 양념에 따라 식사 내 나트륨 함량을 높이기

도 하므로 급식 관리자의 저염 급식 노력과 레시피 개발

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튀김류의 경우 가정식

에 대한 오즈비가 외식의 경우 4.39(95% CI: 3.45-5.59), 

급식의 경우 3.26(95% CI: 2.28-4.66)으로 매우 높은 수치

를 보여 가정식에서보다 외식과 급식에서 튀김류를 제공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

정에서 튀김류를 조리할 경우 번거로운 일들이 많은 데 

반해, 외식과 급식에서는 튀기는 방식을 이용할 경우 대

량 생산이 용이하고 고온 가열로 인해 미생물적 위해 요

소 발생 가능성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기호

도도 높기(Baek OH 등 2007) 때문에 외식과 급식 관리자

들이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식에서 보다 

외식과 급식에서 튀김류 섭취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선행 연구들(Guthrie JF 등 2002, Ma Y 등 2005, Kim TH 

등 2014)에서 가정 외 식사 빈도가 높은 대상자들의 열량

섭취 수준이 높았던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Larson N 등(2011)의 연구에서 외식에서 제공되

는 튀김류는 열량섭취를 높여 비만을 유도할 수 있음이 

나타난 바 있으므로 외식·급식 관리자들은 소비자들의 건

강한 식생활을 위해 기호도가 높으면서도 튀기는 조리법

을 대체할 수 있는 레시피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물·숙채류에 있어서는 가정식에 대한 외식의 오즈비

가 0.71(95% CI: 0.59-0.86)로 나타나 외식에서의 섭취 가

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급식에서의 오

즈비는 1.07(95% CI: 0.85-1.35)로 가정식과 급식에서의 

나물·숙채류 섭취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나물·숙채류에 대한 낮은 소비자 기호도(Baek OH 

등 2007)와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나물 및 숙채류

에 대한 낮은 소비자 기호도로 인해 급식에서는 급식 관

리자가 영양적 중요성을 인지하여 낮은 기호도에도 불구

하고 나물·숙채류를 제공하고 있으나, 외식의 경우 소비

자 기호도가 낮은 나물·숙채류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균형적 영양공급을 위해 외식에

서도 나물·숙채류 섭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외식

업체에서 기호도 높은 나물·숙채류 레시피 개발을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채·무침류의 경우 가

정식에 대한 외식의 오즈비가 1.53(95% CI: 1.32-1.78), 

급식의 오즈비가 1.76(95% CI: 1.45-2.14)으로 나타나 가

정에서보다는 외식과 급식에서 생채·무침류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채·무침류는 각종 비

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의 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Larson NI 등(2009)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식사

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젊은 성인 집단에서 과일과 채소

류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고, 이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와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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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과 급식에서 제공되는 생채·무침류 레시피를 더욱 다

양하게 개발하고, 가정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

를 개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치류의 경우 가정식에 대한 외식의 오즈비가 0.68(95% 

CI: 0.62-0.73), 급식의 오즈비가 0.92(95% CI: 0.85-0.98)

로 산출되어 김치류는 가정에서의 섭취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Song DY 등(2013)의 연구에서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음식군이 김치로 나타난 바 있고, 

20-5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Son SM 등(2007)의 연구에

서도 조사 대상자들은 전체 나트륨 섭취량의 27.1%에 해

당하는 나트륨을 김치로부터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Kim EK 

등(2016)의 연구에서 한국 성인들의 김치 섭취량은 1998

년부터 2012년 사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비염장 채소 

또는 과일류 섭취량은 유의적인 변화가 없어 김치 섭취

량을 줄임으로 인해 오히려 섬유질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의 김치류 섭취를 줄이는 대신 저

염김치 개발 및 홍보를 통해 채소류 섭취를 권장하는 것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젓갈류의 경우 가정식에 대

한 급식의 오즈비가 0.38(95% CI: 0.17-0.84)로 매우 낮게 

나타나 급식에서 젓갈류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저염식단에 대한 교육 강

화와 인식 개선(Kim EK & Kim HY 2016)에 따른 영향

으로 급식 관리자들이 급식 메뉴로 젓갈류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외식의 오즈비는 1.17(95% 

CI: 0.87-1.56)로 젓갈류 섭취에 있어 가정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장아찌·절임류는 가정식에 대한 외식의 

오즈비가 1.69(95% CI: 1.41-2.01)로 높게 나타났고, 급식

의 오즈비는 0.70(95% CI: 0.49-0.99)으로 낮게 나타났다. 

장아찌·절임류 역시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 식품군으로, 급식에서의 제공은 줄었으나 외식에

서의 제공은 오히려 가정에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식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염 교육을 실시하고, 외

식에서의 염장식품 섭취 감소를 위한 소비자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정식에 비해 가정 

외 식사(외식과 급식)에서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은 음식

류로는 빵 및 과자류, 찜류, 튀김류, 생채·무침류 등이 있

었고, 면 및 만두류의 경우 가정식에 비해 외식에서, 국 

및 탕류의 경우 급식에서의 오즈비가 높게 나타났다. 외

식에서의 오즈비가 낮게 나타난 음식들로는 국 및 탕류, 

볶음류, 나물·숙채류가 있었고, 급식에서의 오즈비가 낮

게 나타난 음식들로는 젓갈류, 장아찌·절임류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의 제공 비율이 

외식에서 높았고 급식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급식

관련 학계와 업계 및 급식 관리자의 노력으로 급식에서

의 저염 식단이 많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

한 결과는 급식에서는 가정식과 외식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좁아 급식 관리자의 메뉴 운영 의지와 전략

이 소비자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도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급식에서의 지속적인 저염 레

시피 개발과 저염 식단 확대를 통한 짠맛에 대한 역치 감

소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외식에서 튀김류, 젓갈류, 장아찌·절임류 섭취를 줄이

는 소비자 대상 식생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생채·무침류의 경우에서와 같이 가정 외 식사에

서는 가정에서 준비하기 번거로운 음식의 섭취가 가능하

게 하고 식사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Hargreaves MK 등 

2002). Larson NI 등(2009)은 젊은 성인들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식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였고, Kim 

HJ 등(2016)은 여대생들은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

하여 학교 주변 식당, 편의점,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해 싸

고 간편한 음식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하

기도 하였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성인들의 경

우 외식이나 급식에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품 선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영양 상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외식보다 급식을 통

한 식사의 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므로(Kim 

H & Lee H 2016, Kim WG 등 2016) 영양사가 식단을 

관리하는 급식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정 외 식사에서 제공하

는 음식의 유형과 개인의 음식 선택에 따라 식사의 영양

적 질은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외식·급식 관리자의 

식단 관리에 대한 노력과 소비자 대상 식생활 교육을 통

해 보다 올바른 식품 섭취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향후 연구에서 연도별 음식 제공 장소와 조리법에 

따른 음식 유형의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면 

외식과 급식에서의 메뉴 개선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정식, 

외식, 급식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유형을 조리법에 따라 

분석하고, 음식 제공 장소와 조리법에 따른 음식 유형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 음식

의 제공 장소는 가정식(60.2%), 외식(32.5%), 급식(7.3%)

의 순서로 나타났고, 조리법에 따른 음식 유형은 밥류

(18.3%), 김치류(16.6%), 볶음류(6.7%), 국 및 탕류(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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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류(6.1%), 숙채류(5.9%), 생채류(5.8%), 찌개 및 전

골류(5.2%) 등의 순으로 섭취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

반사항과 음식 제공 장소에 대한 복합표본 카이제곱 독

립성 검정 결과, 성별(p<0.001), 연령(p<0.001), 가구 소득 

수준(p<0.01), 교육 수준(p<0.001), 직업 유무(p<0.001)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였고, 식사 시기와 음식 제공 장소

에 대한 복합표본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결과에서는 식

사 요일(p<0.001), 끼니 구분(p<0.001)에 따라 유의적 차

이가 나타났다. 성별, 연령집단, 가구 소득 수준, 교육 수

준, 직업유무를 보정한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

해 조리법에 따른 음식 유형에 대한 음식 제공 장소의 오

즈비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밥류, 찌개 및 전골

류, 구이류, 전·적 및 부침류, 김치류의 경우 가정식에 비

해 급식과 외식에서 제공받을 가능성이 낮은 음식류로 

나타났다. 가정식에 비해 급식과 외식에서 제공받을 가능

성이 높은 음식류로는 빵 및 과자류, 찜류, 튀김류, 생채·

무침류 등이 있었다. 면 및 만두류의 경우 가정식에 비해 

외식에서의 제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 및 탕류의 경우 급식에서의 오즈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외식·급식 관리자의 메뉴 운영 전

략 수립과 외식·급식 소비자들에 대한 식생활 교육을 위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외식과 급식에서 튀김류를 대체

할 수 있는 레시피와 저염 레시피 개발, 기호도 높은 나

물·숙채류 레시피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소

비자를 대상으로 외식에서 튀김류, 젓갈류, 장아찌·절임

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영양사가 식단

을 관리하는 급식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이의 이용을 

권장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외식·급식 소비자들의 올

바른 식품 선택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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