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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 correlation study to analyze the effects of smartphone usage time on food choice percep-

tions and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areas. The subjects to be surveyed were middle school 

students attending junior high schools in Mapo-gu, Seoul. A total of 133, 102, and 102 students were in the 

first second, and third grades, respectively. The usage time of smartphones was the weekday and weekend us-

age time except for the call function. Food choice perception and its behavior as dietary habits were con-

structed referring to previous research and food balance wheels data for the correct dietary habits of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Korean Nutrition Society. The food choice behavior was categorized into 

non-recommended food and recommended foo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onger the 

time spent on smartphones, the less favorable the perception of correct food choices. Second, the higher the 

dependence on smartphones, the less favorable the perception of correct food choices. Third, the correct per-

ception of food choices has been shown to reduce food choices, known as non-recommended foods. In addi-

tion, proper perception of food choices has been shown to increase the choice of recommended foods. In con-

clusion, the usage time and reliance of smartphones of middle school students was found to affect the food 

choice behavior by lowering the perception of correct food choice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form the ba-

sis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and educational materials that can be of assistance to adolescents who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Key words : smartphone usage, food choice perception, food choice behavior



200 |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서 론

인터넷은 탄생한지 불과 40여 년 만에 정치ㆍ경

제ㆍ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은 1994년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2017년 

현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접속하는 최첨단 인터넷 연결 국가가 되었다. 인터

넷과의 융합을 통한 경쟁력 창출이 4차 산업혁명의 

요체라는 점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탄탄한 

인터넷 기반과 일상에서 혁신적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

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적절한 사용은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도한 사용은 스마트폰 의존도를 

증가시키고 중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

발한다(Lim 등 20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29.2%로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 사

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

다(Kim 2014).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이란 단순히 

통신기기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서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불안함을 느끼고 생

활의 필수품을 넘어서 정서적으로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Ko 2012).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과용

이 좋지 못한 이유는 성인기보다 새로운 매체를 적

극적으로 받아들여 몰입하기 쉽고 몰입이 지나칠 때 

중독적인 현상을 보이기 쉽기 때문이다(Yong 2013). 

또한 클릭 몇 초 만에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스마트폰 환경에 익숙해져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문

제가 막히거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면 신경질을 

내거나 더 쉽게 분노를 하게 된다. 좀 더 자극적이

고 편리한 것에 익숙해지고 이러한 행태는 식습관

에도 영향을 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스

마트폰 중독정도가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

악하면서 두 변수를 매개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즉,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식행동 점수가 

더 낮았고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을 가진 것으로 나

타났다(Lee 2014).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식행

동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식습관이 좋을수

록 일반군, 중독군 모두 규칙적인 운동과 양(+)의 상

관관계를 보였고 중독군이 일반군에 비해 규칙적으

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Kim 2014). 또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hang 2013). 대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섭식행동에 관한 

연구(Park 2017)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중독정도가 높

은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분석하였는데, 이 두

군 간의 식습관 및 건강인식정도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높은 중독정도를 보인 고 위험군은 식사

를 하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였고 음식을 

섭취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잘 인

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의 중독정도가 높을

수록 과식을 더 많이 하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음

식물을 섭취하거나 야식을 먹는 식습관이 관측되었

는데, 이러한 식습관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내분비 

호르몬인 그렐린(ghrelin)과 혈당을 증가시키는 글루

카곤(glucagon)을 증가시킨다. 심리적인 장애 증상도 

나타났으며 신체활동 또한 많이 하지 않았다. 일반

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인식이

나 손목터널증후군처럼 신체의 부정적인 사인에 무

신경하였다(Park 2017).

청소년기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식습관은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

어진 행위이고 환경적ㆍ행동적ㆍ개인적 요인의 복

합적인 영향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한 번 그릇되게 

형성된 식습관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가 무

척 어렵고 청소년기의 영양섭취는 일생 동안의 성장

과 발육 건강을 지배하며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발달에도 중요하게 관여한다. 건강한 식습관 형성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올바른 영양섭취를 통해서 건

강상태를 증진하여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도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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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해준다. 국가적 측면에서

는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식습관이 형성되는 

유아기와 변화가 가능한 청소년기의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학습장애, 원활하지 못한 교우관계 등 문제점이 발

생하고 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중독률 급증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서울 일부지역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정도에 

따른 식품선택 인식과 식품선택 행동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스마트폰 사용 방향을 인지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통

해 승인(IRB No. HYI-17-038-3)되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중학교 1개교에 재학 중인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

발된 설문지를 조사대상자들에게 배포하여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

된 자료 중에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응답 자료를 

제외하고 총 33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선행연구(Kim 2014; Lee 2014; Kim 

2015b; Park 2017)를 바탕으로 변형하여 구성하였고, 

크게 일반사항, 스마트폰 사용 현황, 식품선택인식, 

식품선택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가설은 선행

연구(Kim 2014; Lee 2014; Kim 2015b; Park 2017)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H1.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식품선택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식품선택의 

 올바른 인식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학생들의 식품선택인식이 식품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식품선택의 올바른 인식은 비 권장식품 

선택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식품선택의 올바른 인식은 권장식품 선택

 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일반사항

성별, 학년, 가족의 수, 부모의 맞벌이 유무에 대

해 조사하였다.

2) 스마트폰 사용 현황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통화기능을 제외한 주중, 주

말 사용시간으로 구분했고,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식사 시의 스마트폰 사용 관련 질문, 스

마트폰으로 주로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질문 등은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식행

동과 식품 섭취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Lee 2014)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식습관의 관계에서 자기

통제력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Kim 2015a)의 설문

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3) 식품선택인식

선행연구(Lee 2014; Park 2017)를 바탕으로 변형하

여 설문항목을 구성하였으며, 평소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정도, 식품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

치, 가공식품선택 시 영양표시와 유통기한을 확인하

는 정도 등을 묻는 질문을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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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37)

Variables Number (N) Percent (%)

Gender 

  Male 154 45.7

  Female 176 52.2

  No response 7 2.1

Grade 

  1st 133 39.4

  2nd 102 30.3

  3rd 102 30.3

Number of family members1) 

  2 19 5.6

  3 53 15.7

  4 166 49.3

  5 67 19.9

  6 or more 29 8.6

  No response 3 0.9

Parent’s working status 

  Working 224 66.5

  Non-working 113 33.5
1) Including oneself

4) 식품선택행동

비 권장식품과 권장식품으로 구분하였고,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

한 식품구성자전거를 참조하였다(Joung 2005; Cho 

등 2007). 비 권장식품 목록에는 라면, 튀김류, 패스

트푸드, 탄산음료, 각성음료가 포함되어 있고 권장

식품 목록은 잡곡밥, 단백질류(육류, 생선, 콩류 등), 

채소류, 해조류, 유제품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 분석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프로그램(version 24, IBM,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

반사항, 스마트폰 사용 현황, 식품선택인식 및 식품

선택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다.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항목에 

대한 타당도를 검사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요인을 

검증 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으로 설문조사가 동일한 

개념에 대한 일관적인 결과를 나타냈는지를 분석하

였다. 즉, 측정하고자 하였던 문항들의 공통요인을 

찾아내고 변수로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요인 적

재값, Kaiser-Meyer-Olkin(KMO), Bartlett의 구형성, 

Cronbach α값(신뢰계수) 검정을 통하여 탐색적 요

인분석을 통한 측정도구의 단일 차원성을 확보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일관성

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으로는 축소된 데이터를 가

공하여 상관관계분석,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변인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모든 실증분석은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남자가 154명(45.7%), 여자가 176명

(52.2%)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학년은 1학년 133명

(39.4%), 2학년 102명(30.3%), 3학년 102명(30.3%)으로 

성별 및 학년별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다. 본인을 포

함한 조사대상자의 가족의 수는 한부모가정은 19명

(5.6%), 가족 수가 3명인 경우는 53명(15.7%), 가족 

수가 4명인 경우는 166명(49.3%)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수가 5명인 경우는 67명(19.9%), 마지막으로 가

족 수가 6명 이상인 경우는 29명(8.6%), 결측치는 3명

(0.9%)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유무에 대한 조사는 맞

벌이를 하는 부모가 224명(66.5%), 맞벌이를 하지 않

는 부모가 113명(33.5%)으로 나타나 맞벌이 부모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스마트폰 사용 현황

스마트폰 사용 현황의 조사결과는 Table 2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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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martphone usage status. (N=337)

Variables Number (N) Percent (%)

Smartphone use status 

  Yes 320 95.0

  No 17 5.0

Period of use (years) 

  ＜1 years 40 11.9

  1∼2 years 34 10.1

  2∼3 years 61 18.1

  3∼5 years 95 28.2

  ≥5 years 89 26.4

  No response 18 5.3

Weekday usage time (hours)

  ＜1 hours 2 0.6

  1∼2 hours 98 29.0

  2∼3 hours 105 31.3

  3∼4 hours 50 14.8

  4∼5 hours 35 10.4

  5∼6 hours 16 4.7

  ≥6 hours 14 4.2

  No response 17 5.0

Weekend usage time (hours)

  ＜1 hours 0 0.0

  1∼2 hours 65 19.3

  2∼3 hours 85 25.2

  3∼4 hours 64 19.0

  4∼5 hours 39 11.6

  5∼6 hours 29 8.6

  ≥6 hours 34 10.1

  No response 21 6.2

다. 스마트폰 보유 현황을 보면 스마트폰을 가진 학생

이 320명(95.0%)이고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17명

(5.0%)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기간은 1년 미만 40명

(11.9%), 1년 이상∼2년 미만 34명(10.1%), 2년 이상∼

3년 미만 61명(18.1%), 3년 이상∼5년 미만 95명

(28.2%), 5년 이상 89명(26.4%)으로 최소 3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었다. 통화기

능을 제외한 주중 사용시간으로는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105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통화기능을 

제외한 주말 사용시간은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85명(25.2%)으로 가장 많았다.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목적은 친구와

의 메신저 78명(23.2%), SNS 보기가 88명(26.1%)으

로 이 2가지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식사 시 스마트폰 사용 현황

식사 시 스마트폰 사용 현황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식사 시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된 질문에

는 132명(39.2%)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

하였고, 130명(38.6%)은 ‘가끔 사용한다’라고 응답하

였다. 식사 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주된 용도는 

‘친구와 메신저’가 75명(22.3%)으로 가장 많았고 ‘음

악 및 영화감상’이 72명(21.4%)으로 그 다음 순으로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식사를 거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응답한 학생

이 297명(88.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식사를 다 못 마친 적이 있냐는 질

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270명(80.1%)으로 가장 

많았고 ‘가끔 그렇다’라는 응답을 한 학생은 29명

(8.6%)이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식사량의 변

화 유무는 ‘많이 줄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0명

(3.0%)이었고 ‘조금 줄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6명

(4.7%), ‘특별한 변화 없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

생은 252명(74.8%)이었다. 본 결과로 스마트폰 사용

이 식사에 미치는 영향이 표면적으로는 매우 크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4. 식품선택인식

식품선택인식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식

품선택인식 질문에서 평소 건강과 영양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

생이 140명(41.6%)으로 가장 많았고 ‘관심이 없다’와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45명(13.4%)과 



204 |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Table 3. Smartphone usage related to meals. (N=337)

Classification Frequency (N) Percent (%)

When you eat, do you usually use a smartphone? Not use at all 132 39.2

I use it once in a while 130 38.6

Be the same 17 5.0

Use often 30 8.9

Use it every time 8 2.4

Missing value 20 5.9

When you eat, what do you usually use your smartphone for? Game 20 5.9

Messenger with Friend 75 22.3

Music and movie 72 21.4

Watching SNS 39 11.6

Searching for Internet information 20 5.9

Missing value 111 32.9

Have you ever skipped a meal because of your smartphone? Yes 14 4.2

No 297 88.1

Missing value 26 7.7

Have you not finished your meal due to your smart phone? Not use at all 270 80.1

I use it once in a while 29 8.6

Be the same 10 3.0

Use often 1 0.3

Use it every time 0 0.0

Missing value 27 8.0

Have you ever changed your meal size (the amount of 
meal intake) due to your smart phone?

It has decreased a lot 10 3.0

It has dropped a little 16 4.7

Be the same 252 74.8

It’s a little better 14 4.2

It has improved a lot 7 2.2

Missing value 38 11.3

34명(10.1%)을 차지했다. 이는 청소년기는 아직까지

는 건강에 관심이 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식품선택 

시 입맛보다 영양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140명(41.5%)으로 가장 많았고 ‘입맛이 

더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87명(25.8%), ‘영양

보다 입맛이 더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6명

(10.7%)으로 많았다.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 영양표시

와 유통기한을 확인 후 구입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는 ‘매우 그렇다’가 99명(29.4%), ‘그렇다’가 88명

(26.1%) 순으로 많았다. 예상과는 다르게 학생들이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 영양표시와 유통기한을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먹기 싫은 음식이

라도 영양가와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지에 대한 질

문에는 ‘보통이다’가 123명(36.6%), ‘그렇지 않다’가 

59명(17.5%), ‘전혀 그렇지 않다’가 26명(7.7%) 순으

로 나타났다. 몸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강한 

식품선택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131명(38.9%)으로 가장 많았

고 ‘그렇다’가 91명(27.0%)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그렇지 않다’가 28명(8.3%), ‘전혀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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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ood choice perception. (N=337)

Classification Frequency (N) Percent (%)

I am always interested in health and nutrition It’s not like that at all 34 10.1

I don’t think so 45 13.4

Normal 140 41.6

That’s right 78 23.1

Very 23 6.8

Missing value 17 5.0

When choosing food, nutrition is more important than taste It’s not like that at all 36 10.7

I don’t think so 87 25.8

Normal 140 41.5

That’s right 43 12.8

Very 17 5.0

Missing value 14 4.2

When selecting processed foods, check the nutrition indicator 
and expiration date before purchasing them

It’s not like that at all 22 6.5

I don’t think so 28 8.3

Normal 84 25.0

That’s right 88 26.1

Very 99 29.4

Missing value 16 4.7

Even if it is a food I don’t want to eat, I eat it for the 
sake of nutrition and health

It’s not like that at all 26 7.7

I don’t think so 59 17.5

Normal 123 36.6

That’s right 80 23.7

Very 33 9.8

Missing value 16 4.7

I think choosing healthy foods to stay strong has a big effect It’s not like that at all 14 4.2

I don’t think so 28 8.3

Normal 131 38.9

That’s right 91 27.0

Very 56 16.6

Missing value 17 5.0

다’가 14명 (4.2%)으로 나타나 몸을 튼튼하게 유지

하기 위해 건강한 식품선택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외에 다른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다.

5. 비 권장식품과 권장식품에 대한 식품선택행동

비 권장식품에 대한 선택행동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비 권장식품에 대한 선택행동은 라면류는 ‘주 

1∼2회’ 섭취가 169명(50.1%)으로 가장 많았고 ‘주 3

∼4회’가 57명(16.9%), ‘주 5∼6회’가 14명(4.2%)으로 

라면 섭취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튀김류의 

섭취는 ‘거의 안 먹는다’는 158명(46.9%)으로 가장 

많았고, ‘주 1∼2회’가 113명(33.5%)이었다. 반면 ‘주 

3∼4회’를 먹는다고 응답한 학생도 43명(12.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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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ood choice behavior for non-recommended foods. (N=337)

Classification
Frequency

(N)
Percent 

(%)

How often do you 
eat ramen?

Little to no intake 81 24.0

1∼2 times a week 169 50.1

3∼4 times a week 57 16.9

5∼6 times a week 14 4.2

Everyday 1 0.3

Missing value 15 4.5

How often do you 
eat French fries?

Little to no intake 158 46.9

1∼2 times a week 113 33.5

3∼4 times a week 43 12.8

5∼6 times a week 8 2.4

Everyday 0 0.0

Missing value 15 4.4

How often do you 
eat pizza and 
hamburgers?

Little to no intake 165 49.0

1∼2 times a week 122 36.2

3∼4 times a week 29 8.6

5∼6 times a week 4 1.2

Everyday 0 0.0

Missing value 17 5.0

How often do you 
drink soda?

Little to no intake 127 37.7

1∼2 times a week 103 30.6

3∼4 times a week 60 17.8

5∼6 times a week 26 7.7

Everyday 6 1.8

Missing value 15 4.4

How often do you 
drink coffee?

Little to no intake 231 68.5

1∼2 times a week 52 15.4

3∼4 times a week 30 8.9

5∼6 times a week 5 1.5

Everyday 4 1.2

Missing value 15 4.5

차지했다. 피자, 햄버거류의 섭취는 ‘거의 안 먹는

다’고 응답한 학생이 165명(49.0%)으로 가장 많았고 

‘주 1∼2회’ 섭취가 122명(36.2%)으로 그 다음 순으

로 많았다. 탄산음료는 ‘거의 안 먹는다’가 127명

(37.7%)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주 1∼2회’가 103명

(30.6%)으로 많았다. 반면 ‘주 5∼6회’ 섭취하는 학

생도 26명(7.7%), ‘매일 먹는다’고 응답한 학생도 6명

(1.8%)을 차지하여 이러한 학생들은 특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성음료를 섭취하는 

비율은 ‘거의 안 먹는다’가 231명(68.5%)으로 대다수

를 차지했지만 ‘주 1∼2회’가 52명(15.4%), ‘주 3∼4회’

가 30명(8.9%)으로 간과할 수 없는 비율을 차지하였

다.

권장식품에 대한 선택행동의 결과는 Table 6과 같

다. 잡곡밥을 섭취하는 정도는 ‘주 1∼2회’가 81명

(2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일 먹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57명(16.9%)에 불과했다. 반면 거의 안 먹는 

학생은 66명(19.6%)을 차지했다. 육류, 생선, 콩류와 

같은 단백질류는 ‘주 3∼4회’가 121명(35.9%)으로 가

장 많았으며 ‘주 5∼6회’가 75명(22.3%), ‘매일 먹는

다’가 61명(18.1%)이었다. 채소류는 결측치와 ‘거의 

안 먹는다’를 제외하고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였다. 

‘주 3∼4회’가 96명(28.5%)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 1

∼2회’ 섭취한다는 학생도 76명(22.6%)이었다. 반면 

‘거의 먹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도 18명(5.3%)을 

차지했다. 비교적 향이 강한 채소류에 대한 거부감

이 있으니 다양한 조리법으로 선호도를 높이는 방

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조류는 ‘주 1∼2회’ 

섭취한다는 학생이 104명(30.9%)이었으며, ‘주 3∼4회 

섭취하는 학생이 99명(29.4%)을 차지하였다. ‘매일 

먹는다’라고 응답한 학생 33명(9.8%)도 있지만 ‘거의 

안 먹는다’라고 응답한 학생도 30명(8.9%)을 차지하

였다. 미역이나 다시마의 특유의 식감으로 선호도가 

낮을 수가 있으므로 다양한 조리법 개발이 요구된

다. 유제품의 섭취는 결측치와 ‘거의 안 먹는다’를 

제외하고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였다. ‘주 5∼6회’가 77명

(22.8%)으로 가장 많았고 ‘매일 먹는다’라고 응답한 

학생도 73명(21.7%)이었다. 반면 ‘거의 안 먹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22명(6.5%)이었는데 이 학생들이 유

제품을 먹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기호성의 이유인

지 그렇지 않다면 유당불내증 같은 증상 때문인지

를 파악하여 유당불내증이 원인이라면 두유와 같은 

대체식품으로 제공하는 환경을 늘리는 것도 고려하

면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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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ood choice of behavior for recommended foods.(N=337)

Classification
frequency

(N)
Percent

(%)

How often do you 
eat multigrain rice?

Little to no intake 66 19.6

1∼2 times a week 81 24.0

3∼4 times a week 76 22.6

5∼6 times a week 42 12.5

Everyday 57 16.9

Missing value 15 4.4

How often do you 
eat monobalate 
(meat, fish, beans)?

Little to no intake 13 3.9

1∼2 times a week 52 15.4

3∼4 times a week 121 35.9

5∼6 times a week 75 22.3

Everyday 61 18.1

Missing value 15 4.4

How often do you 
eat vegetables 
(salads, and 
whole grains)?

Little to no intake 18 5.3

1∼2 times a week 76 22.6

3∼4 times a week 96 28.5

5∼6 times a week 66 19.6

Everyday 65 19.3

Missing value 16 4.7

How often do you 
eat algae (seaweed, 
and kelp)?

Little to no intake 30 8.9

1∼2 times a week 104 30.9

3∼4 times a week 99 29.4

5∼6 times a week 56 16.6

Everyday 33 9.8

Missing value 15 4.4

How often do you 
eat dairy products 
(milk, yogurt, 
and cheese)?

Little to no intake 22 6.5

1∼2 times a week 75 22.3

3∼4 times a week 75 22.3

5∼6 times a week 77 22.8

Everyday 73 21.7

Missing value 15 4.4

6. 스마트폰 사용정도에 따른 식품선택인식과 식품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앞에 제시한 연구가설에 대해 검증을 하고자 먼

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식품선택인식에 영향

을 미칠 것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7). 독립변수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이고 종속

변수는 식품선택인식이다.

H1.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식품선택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식품선택의 

올바른 인식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Table 7의 Durbin-Watson 통계량은 회귀분석 시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 즉, 잔차의 독립성을 알아보

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정상분포 곡선을 나타내는 2를 기준으로 하며, 2에 

가까울수록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한

다. 분석결과 Durbin-Watson은 2.226으로 나타나 그 

값이 2에 가까우므로 회귀모형의 잔차들 사이에 상

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R2=0.505(50.5%)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립변수인 

척도 사용시간, 척도 의존도가 종속변수인 식품선택 

인식에 대한 전체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선형 

회귀모형의 기울기를 뜻하는 β값이 사용시간과 의

존도 모두 음의 값을 가지고 있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의수준이 0.000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식품선택인식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두 번째, 식품선택인식이 비 권장식품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였다(Table 8). 독

립변수는 식품선택인식이며 종속변수는 비 권장식

품 선택행동이다.

H2. 학생들의 식품선택인식이 식품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식품선택의 올바른 인식은 비 권장식품 

선택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독립변수 식품선택인식이 종속변수 비 권장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선형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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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smartphone usage and food choice perception.

Factor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P-value VIF
β1)  SE β

Constant value 3.970 0.111 0.000*

Smartphone usage –0.088 0.030 –0.178 0.004 1.235

R=0.711, R2=0.505, Durbin-Watson=2.226, F=14.455, P=0.000
1)
β: Linear regression slope 

*P＜0.05

Table 8.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food choice perception and non-recommended food choice behavior.

Factor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P-value 
β

1) SE β 

Constant value 2.481 0.177 0.000*

Food choice perception –0.155 0.051 –0.170 0.002

R=0.735, R2=0.540, Durbin-Watson=1.909, F=9.333, P=0.002
1)
β: Linear regression slope 

*P＜0.05

Table 9.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food choice perception and recommended food choice behavior.

Factor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P-value 
β1) SE β 

Constant value 1.587 0.237 0.000*

Food choice perception 0.442 0.068 0.343 0.000*

R=0.671, R2=0.451, Durbin-Watson=1.931, F=41.980, P=0.000
1)β: Linear regression slope 
*P＜0.05

귀분석을 해보았다. R2=0.540(54.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립변수인 식품선택인식이 종속변수인 비 권

장식품 선택행동에 대한 전체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Table 8을 보면 분석결과 Dublin- Watson이 

1.909로 그 값이 2에 가까워 회귀모형의 잔차들 간

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회귀모형

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선형 회귀모형

의 기울기 값인 식품선택인식의 β 값이 음의 값으

로 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P-value는 0.002로써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

을 채택하므로 식품선택의 올바른 인식은 비 권장 

식품 선택을 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식품선택의 인식이 권장식품 선택행동에 

미치는 정(+)적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9). 독립변수는 식품선택인식이며 종속변수는 

권장식품 선택행동이다.

H2. 학생들의 식품선택인식이 식품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식품선택의 올바른 인식은 권장식품 선택

 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식품선택의 올바른 인식이 권장식품 선택에 영향

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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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R2=0.451(45.1%)

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립변수인 식품선택인식이 종

속변수인 권장식품 선택행동에 대한 전체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분석결과 Durbin-Watson은 1.931로 

그 값이 2에 가까워 회귀모형의 잔차들 간에 상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회귀모형이 적합

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형 회귀모형의 기울기 값

인 식품선택인식의 β값은 양의 값으로 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value

가 0.000으로써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

택하므로 식품선택의 올바른 인식을 가질수록 권장

식품 선택행동을 더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찰

본 연구는 서울 일부지역 중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식품선택인식과 식품선택행동에 주는 영향을 분석

하여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주중에

는 하루 1∼3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율

이 약 60.3%, 주말에는 1∼4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율이 약 63.5%를 차지 하였으며, 식사 

시 스마트폰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거의 사용하

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에 약 77.8%의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식사를 거르지 

않으며(88.1%), 식사를 끝내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80.1%), 식사량 변화가 없는(74.8%)의 결과를 보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식행동에는 큰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식사 인식 및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스마

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Kim 2014)와 스마트폰 

중독은 식습관에 부적으로 직접적 영양을 미치며 

과제완수, 충동성, 자기중심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Kim 2015a)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가족과의 식사 횟수 및 가족 간의 관계가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다. Kim(2015b)은 제주도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정도와 식습관의 관계 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조사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가 있

었고 여학생이 중독률이 높았다. 또한 스마트폰 중

독과 자기통제력, 식습관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식행동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식습관이 좋

을수록 일반군, 중독군 모두 규칙적인 운동과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중독군이 일반군에 비해 운

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Kim 2014)으로 나타

났는데, 최근 유아기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학습과 

놀이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식습관 및 식행동이 청소년기까지 크

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부합하는 연

구결과로, 고등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한 연구결

과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식행동 

점수가 더 낮았고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을 가진 것

으로 나타났다(Lee 2014). 성인기에 속한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섭식행동에 관한 연구에 따

르면 스마트폰의 중독정도가 높은 군과 그렇지 않

은 군과 비교해서 식습관 및 건강인식정도에 확연

한 차이가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에 높은 중독정

도를 보인 고 위험군은 식사를 하면서 동시에 스마

트폰을 사용하였고 음식을 섭취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잘 인지하지 못하였다. 스마트

폰의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과식을 더 많이 하고 배

가 고프지 않은데도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야식을 

먹는 식습관이 관측되었다(Park 2017). 본 연구결과

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은 신선식품을 선택하거나 균형적인 식사를 하

는데 부(–)의 영향을 주었으며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등의 식습관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충동성, 과제완

수, 자기중심성 같은 자기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운동의 정도와 수면의 질과 양에도 

영향을 주어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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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식품선택인식과 

식품선택행동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서울 소재 

중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고 최종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서울 마포구 소재의 

중학생 총 337명을 대상으로 이중 남학생은 154명

(45.7%), 여학생은 176명(52.2%)이었고 결측치는 7명

(2.1%)이었다. 학년은 1학년 133명(39.4%), 2학년 

102명(30.3%), 3학년 102명(30.3%)으로 비교적 골

고루 분포하였다.

2. 스마트폰 사용 관련은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3년 

이상∼5년 미만이 95명(28.2%)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사용한 경우도 89명(26.4%)으로 많았다. 통

화기능을 제외한 주중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105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사용하는 학생은 50명

(14.8%)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청소년들의 생활

패턴을 보았을 때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학교

나 학원을 가지 않는 주말에는 통화기능을 제외하

고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85명(25.2%)으로 가

장 많았다. 주말의 스마트폰 사용은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사용하는 경우와 6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주중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3. 식품선택인식 질문은 평소 건강과 영양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

생이 140명(41.6%)으로 가장 많았고, ‘관심이 없

다’와 ‘전혀 관심이 없다’는 45명(13.4%)와 34명

(10.1%)을 차지했다. 이는 청소년기는 아직까지는 

건강에 관심이 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식품선택 

시 입맛보다 영양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는 ‘보통이다’가 140명(41.5%)으로 가장 높고 ‘입

맛이 더 중요하다’라고 답변한 사람도 87명(25.8%), 

‘영양보다 입맛이 더 중요하다’는 답변도 36명

(10.7%)으로 많았다.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 영양

표시와 유통기한을 확인 후 구입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99명(29.4%), ‘그렇다’

가 88명(26.1%) 순으로 많았다. 예상과는 다르게 

학생들이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 영양표시와 유통

기한을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먹

기 싫은 음식이라도 영양가와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123명

(36.6%), ‘그렇다’가 80명(23.7%) 순으로 나타났다. 

몸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강한 식품선택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131명(38.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렇지 않다’가 28명(8.3%), ‘전혀 그렇지 않다’가 

14명(4.2%)으로 몸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

강한 식품선택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외에 다른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다.

4. 비 권장식품 선택행동은 라면류는 ‘주 1∼2회’ 섭

취가 169명(50.1%)으로 가장 많았고 ‘주 3∼4회’

가 57명(16.9%), ‘주 5∼6회’가 14명(4.2%)으로 라

면 섭취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튀김류의 

섭취는 ‘거의 안 먹는다’는 158명(46.9%)으로 가

장 많았고 ‘주 1∼2회’가 113명(33.5%)이었다. 반

면 ‘주 3∼4회’를 먹는다고 답한 학생도 43명

(12.8%)을 차지했다. 피자, 햄버거류의 섭취는 ‘거

의 안 먹는다’는 학생이 165명(49.0%)으로 가장 

많았다. 탄산음료는 ‘주 5∼6회’ 먹는다는 학생이 

26명(7.7%), ‘매일’ 먹는다고 응답한 학생도 6명

(1.8%)을 차지하여 이러한 학생들은 특별한 관심

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성음료를 섭

취하는 비율은 ‘거의 안 먹는다’가 231명(68.5%)

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주 1∼2회’ 섭취가 52명

(15.4%), ‘주 3∼4회’를 먹는다는 학생도 30명

(8.9%)으로 간과할 수 없는 비율을 차지하였다.

5. 권장식품 선택행동은 잡곡밥을 섭취하는 정도는 

‘주 1∼2회’가 81명(2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일’ 먹는다고 답변한 학생은 57명(16.9%)에 불

과했다. 반면 거의 안 먹는 학생은 66명(19.6%)을 

차지했다. 육류, 생선, 콩류 같은 단백질류는 ‘주 

3∼4회’가 121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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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먹는다는 학생은 75명(22.3%)이었다. ‘매일’ 

먹는다는 학생은 61명(18.1%)이었다. 채소류는 

‘주 3∼4회’ 섭취하는 학생이 96명(28.5%)으로 가

장 많았으며 ‘주 1∼2회’ 섭취한다는 학생도 76명

(22.6%)이었다. 반면에 ‘거의 먹지 않는다’고 대답

한 학생도 18명(5.3%)을 차지했다. 비교적 향이 

강한 채소류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 다양한 조

리법으로 선호도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해조류는 ‘주 1∼2회’ 섭취한다는 

학생이 104명(30.9%)이었으며 ‘매일’ 먹는다고 대

답한 학생 33명(9.8%)도 있었지만 ‘거의 안 먹는

다’고 대답한 학생도 30명(8.9%)을 차지하였다. 

미역이나 다시마 특유의 식감으로 선호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채소류와 같이 다양한 조리법 개발

이 요구된다. 유제품의 섭취는 ‘주 5∼6회’ 먹는

다는 학생은 77명(22.8%)으로 가장 많았고 ‘매일’ 

먹는다고 답한 학생도 73명(21.7%)이었다. 반면 

‘거의 안 먹는다’는 학생은 22명(6.5%)이었는데, 

이 학생들이 유제품을 먹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기호도 때문인지 그렇지 않다면 유당불내증 같은 

증상 때문인지를 파악하여 유당불내증이 원인이

라면 두유 같은 대체식품으로 제공하는 환경을 

늘리는 것도 고려하면 좋을 듯하다. 

6. 연구가설에 대한 결과로, 첫째, 스마트폰 사용시

간이 길수록 올바른 식품선택인식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식품선택

의 올바른 인식은 비 권장식품으로 알려진 식품 

선택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식품선택

의 올바른 인식은 권장식품 선택을 더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시

간과 의존도가 높을수록 식품선택인식이 올바르지 

못했으며 이는 식품선택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및 의존도와 식습관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스마트폰 

과용에 따른 올바른 식습관 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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