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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ffect of eating behaviors on subjective health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South Korea. Methods: This study is designed as cross-sectional. Using the statistics 
from the 15th (2019)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verall, 711 multi-cultural adolescen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Results: When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normal body mass index (OR: 0.56, 
95% CI: 0.35~0.89) and milk consumption (OR: 0.54, 95% CI: 0.35~0.83) showed a lower risk of being unhealthy, 
while skipping breakfast for 5 days (OR: 1.97, 95% CI: 1.33~2.93) and convenience store food consumption (OR: 
1.59, 95% CI: 1.05~2.40) showed a higher risk of being unhealthy.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form positive 
eating habits that influence the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refore, appropriate 
dietary education and systematic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multi-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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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지구촌은 세계화에 따른 문화의 융합으로 다문화가 가

진 사회적 특성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의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도 2008년도 「다문화가족지원

법」 제정 이후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부모 중 한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내리고 있으며[1], 이와 같

은 범위는 초기 결혼이민자와 결혼귀화자로 구성된 경우에서 

보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포함되는 형태로 확대되었다. 또

한 교육부에서는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다문

화학생의 출생지를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

녀뿐만 아니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다문화학생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

년, 중도입국청소년 등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청소년을 우리

는 ‘다문화청소년’이라고 한다[2].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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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854만 2천명으로 총인구의 16.5%를 차지하며 2060년

에는 전체 청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 그러나 2019년 기준 다문화학생은 전년 대

비 12.3% 증가한 13만 7천 명으로,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

는 것과 달리 다문화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청소

년 집단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3].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 집단의 인구를 고

려하건데 다문화청소년의 이해는 현시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매우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국내 다문화청소년을 중심으로 

해당 집단에 대한 보편성과 특이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사

회문화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다문화

청소년 발달추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9년간 다문화 가정

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해

당 집단의 소득수준은 낮은 집단에 포함되며, 연령이 증가할

수록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고 사회적 위축은 상대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 특히 다문화청소년 가족은 

이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사회적 인식의 차이로 인해 어

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들

이 발생되는 것으로 관련 특성이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선행연

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 다문화청소년은 비다문화청소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폭력에 노출되거나, 자살시도 및 흡연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고[5], 그 외에도 성관계 

및 약물남용과 같은 일탈행동과의 연관성[6]이 높았으며, 자

살과 관련된 정신건강 영역[7]에서의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식생활에서 패스트푸드 섭

취 비율이 높거나 아침식사 결식이 많고[8], 상대적으로 비다

문화청소년과 비교하여 단백질 식품, 채소, 과일 섭취는 적은 

것[9]으로 보고되었으며, 저체중 위험이 높은 것[10]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식생활 및 생활습관 행태

를 조사한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족 청소

년의 체중상태, 식행동, 생활습관에 대한 비교 결과 다문화청

소년의 경우 저체중과 비만의 유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

며, 가당음료 및 패스트푸드 섭취 비율은 높은 반면 과일과 채

소 섭취 비율이나 신체활동 실천율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11]. 이러한 식생활에는 다문화청소년이 포함된 그 가족의 

문화와 과거 경험했던 민족의 특성이 반영되었음과, 상대적으

로 부모의 지원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성

은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 영역에서 내재되어있는 ‘다문화’의 

차원을 넘어선 ‘계층’의 문제로서 그들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식생활 행태는 전반적인 학업과 성장

발달에 중요한 건강생활 실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

히 다문화청소년의 식생활 행태는 건강행태가 청소년의 가구 

및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12]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도 매

우 중요한 건강지표가 될 것이며, 이들이 인지하는 주관적 건

강인식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주

관적 웰빙의 총체적인 인지평가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어느 

정도의 건강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

이다[13]. 또한, 청소년의 경우 이것은 그들의 신체적 건강상

태 및 사회 환경적 요인과 정신과적 특성 및 행동습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소로서 개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예

측인자로 활용이 가능하다[14].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식생활 행태

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보고된 청소년건강행

태온라인조사를 기반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을 확인하고, 그들의 식생활 행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계적으로 보정한 후 그들의 식생활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식생

활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식생활이 주관적 건

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

적은 다음과 같다.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식생활을 파악

한다.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식생활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를 비교한다.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식생활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문화청소년의 식생활이 주관적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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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15차(2019년) 청소년건

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한 이차분석연구이다.

2. 연구대상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우리나라 청

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1~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이다[15]. 본 조사는 

국가승인통계조사(승인번호 제117058호)이며, 본 연구를 위

해 연구자는 질병관리청의 원시자료 공재 및 관리 규정에 의거

하여 제공받아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제15차(2019년) 조사의 목표모집단은 2019년 4월 기준의 

전국 중 ․ 고등학교 재학생이었다. 표본설계를 위한 추출틀은 

2018년 4월 기준의 전국 중 ․ 고등학교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본 추출은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3단계로 이루

어졌다. 모집단 층화 단계에서는 지역군과 학교급을 층화변수

로 사용하여 모집단을 117개 층으로 나누었다. 표본배분 단계

에서는 층화변수별 모집단 구성비와 표본 구성비가 일치하도

록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배분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집락

추출법이 사용되었으며, 1차 추출단위는 학교, 2차 추출단위

는 학급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제15차(2019년) 

조사의 모집단 학교 수는 5,611개교, 학생 수 2,683,547명이었

고, 표본 학교 수는 800개교, 학생 수 57,303명이었다.

이 중 다문화 청소년은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이라도 우

리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였고, 이들 부모의 

국적은 중국, 북한, 베트남, 필리핀, 일본, 대만, 몽골, 태국, 캄

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으로 다양하였다. 전체 대상 

57,303명 중 다문화 청소년 711명으로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

하였다.

3. 연구도구

1) 식생활

식생활은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 1일 1회 이상 과일 섭

취, 1일 3회 이상 채소 섭취, 1일 1회 이상 우유 섭취, 주3회 이

상 패스트푸드 섭취, 주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 주3회 이상 단

맛음료 섭취, 주3회 이상 에너지음료 섭취, 주3회 이상 편의점 

식사 경험을 묻는 설문문항을 이용하였다. 변수들의 값은 제

15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지표정의와[15] 청소년건

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한 식생활 관련 선행연구[27]

에서의 변수 분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은 최근 7일 동안 우유나 주스만 

먹은 것은 제외하고 아침식사를 한 날이 2일 이하인 경우로 재

분류하였고, 1일 1회 이상 과일 섭취는 최근 7일 동안 과일주스

를 제외하고 과일을 먹은 횟수가 매일 1번 이상인 경우로 재분

류하였다. 1일 3회 이상 채소 섭취는 최근 7일 동안 식사할 때 

김치를 제외하고 채소반찬(나물 등), 샐러드 등을 포함한 채소

를 먹은 횟수가 매일 3번 이상인 경우로 재분류하였다. 1일 1회 

이상 우유 섭취는 최근 7일 동안, 흰우유 또는 가공우유(초코

우유, 커피우유, 바나나우유, 딸기우유 등 모두 포함)를 먹은 

횟수가 매일 1번 이상인 경우로 재분류하였다. 주3회 이상 패

스트푸드 섭취는 최근 7일 동안 피자, 햄버거, 치킨 등을 포함

한 패스트푸드를 먹은 날이 3일 이상인 경우로 재분류하였다. 

주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는 최근 7일 동안 탄산음료(탄산수 

제외)를 마신 날이 3일 이상인 경우로 재분류하였고, 주3회 이

상 단맛음료 섭취는 최근 7일 동안 단맛이 나는 음료수(탄산음

료, 에너지(고카페인) 음료 제외)를 마신 날이 3일 이상인 경우

로 재분류하였다. 주3회 이상 에너지음료 섭취는 최근 7일 동

안 에너지(또는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 날이 3일 이상인 경우

로 재분류하였고, 주3회 이상 편의점 식사 경험은 최근 7일 동

안 편의점, 슈퍼마켓,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으로 식사를 대

신한 경험이 3일 이상인 경우로 재분류하였다. 

2)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상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묻는 설

문문항을 이용하여, 매우 건강한 편 또는 건강한 편인 경우 건

강함으로, 보통, 건강하지 못한 편 또는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인 경우 불건강함으로 구분하였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문화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29] 바탕으로 성별, 학교, 학업성취도, 경

제상태, 가족과의 동거여부, 체질량지수, 영양교육여부를 묻

는 설문문항을 이용하였다. 학업성취도, 경제상태는 ‘상’, ‘중

상’, ‘중’, ‘중하’, ‘하’로 응답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상 

또는 중상), ‘중’, ‘하’(중하 또는 하)로 재분류하여 분석에 이용

하였다. 가족과의 동거여부는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와 친척, 

친구와 동거 또는 기숙사, 보육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로 구

분하였다. 체질량 지수는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

표를 기준으로 5 백분위수 미만이면 ‘저체중’, 5 백분위수 이

상, 85 백분위수 미만이면 ‘정상’, 85백분위수 이상 95 백분위

수 미만이면 ‘과체중’, 95 백분위수 이상이거나 25 kg/m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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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340 (49.2)
371 (50.8)

School Middle
High

500 (64.2)
211 (35.8)

School achievement High
Middle
Low

215 (32.5)
208 (25.8)
288 (41.8)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190 (28.4)
360 (47.5)
161 (24.1)

Living with family No
Yes

44 (6.9)
667 (93.1)

Body Mass Index (BMI)
(n=60,392)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Obese

43 (6.8)
476 (71.5)
40 (5.7)

113 (16.0)

Nutritional education No
Yes

357 (51.0)
354 (49.0)

n: unweighted; %: weighted.

상이면 ‘비만’으로 구분하였다. 영양교육 여부는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 영양 및 식사습관에 대한 교육을 묻는 질문을 

이용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는 IBM SPSS/WIN 25.0 프로그램 버전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청소년의 식생활과 주관적 건강상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퍼센트를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식생활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

해 Rao-scott x2 test를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

정한 상태에서 청소년의 식생활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이용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복합표본설계

를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

표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 중 여학생은 50.8%, 남학생은 49.2%였고, 중학생은 

64.2%, 고등학생은 35.8%였다. 학업성취도는 ‘상’ 32.5%, ‘중’ 

25.8%, ‘하’ 41.8%였고, 경제상태는 ‘상’ 28.4%, ‘중’ 47.5%, ‘하’ 

24.1%였다. 거주형태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93.1%, 

그렇지 않은 경우는 6.9%였다. 체질량지수는 정상 71.5%, 비만 

16.0%, 저체중 6.8%, 과체중 5.7% 순이었다. 영양교육을 이수

한 경우가 49.0%, 하지 않은 경우가 51.0%였다(Table 1).

2. 대상자의 식생활과 주관적 건강상태

대상자의 식생활을 살펴보면, 주5일 이상 아침식사를 결식

한 경우는 35.2%, 결식하지 않은 경우는 64.8%였다. 1일 1회 이

상 과일을 섭취한 경우는 18.2%, 섭취하지 않은 경우는 81.8%

였고, 1일 3회 이상 채소를 섭취한 경우는 11.9%, 섭취하지 않

은 경우는 88.1%였다.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한 경우는 

21.9%, 섭취하지 않은 경우는 78.1%였고, 주3회 이상 탄산음료

를 섭취한 경우는 34.4%, 섭취하지 않은 경우는 65.6%였다. 주

3회 이상 단맛음료를 섭취한 경우는 44.4%, 섭취하지 않은 경우

는 65.6%였고, 주3회 이상 에너지음료를 섭취한 경우는 12.5%, 

섭취하지 않은 경우는 87.5%였다. 주3회 이상 주3회 이상 편의

점 식사 경험을 한 경우는 33.3%, 하지 않은 경우는 66.7%였다.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6.5%

였고,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33.5%였다(Table 2).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비교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

성은 성별, 가족과의 동거여부, 체질량지수이었다(Table 3).

4. 대상자의 식생활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는 식생활은 주5일 이

상 아침식사 결식(p<.001), 1일 1회 이상 과일 섭취(p<.05), 1일 

3회 이상 채소 섭취(p<.001), 1일 1회 이상 우유 섭취(p<.001), 

주3회 이상 편의점 식사 경험이었다(p<.05).

5. 대상자의 식생활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정한 상태에서 식생활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표는 Table 5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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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ating Behavior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of 
Subjects (N=7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kipping breakfast 
 (more than 5 days/week)

No
Yes

459 (64.8)
252 (35.2)

Fruit consumption
 (more than 1 time/day)

No
Yes

586 (81.8)
125 (18.2)

Vegetables consumption
 (more than 3 times/day)

No
Yes

625 (88.1)
 86 (11.9)

Milk consumption
 (more than 1 time/day)

No
Yes

513 (72.6)
198 (27.4)

Fast food consumption
 (more than 3 times/week)

No
Yes

567 (78.1)
144 (21.9)

Soda drinks consumption
 (more than 3 times/week)

No
Yes

463 (65.6)
248 (34.4)

Sweet drinks consumption
 (more than 3 times/week)

No
Yes

398 (65.6)
313 (44.4)

Caffeine drinks consumption
 (more than 3 times/week)

No
Yes

632 (87.5)
 79 (12.5)

Convenience store food consumption
 (more than 3 times/week)

No
Yes

484 (66.7)
227 (33.3)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Unhealthy

468 (66.5)
243 (33.5)

n: unweighted; %: weighted.

Table 3. Subjective Health Statu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Healthy Unhealthy Rao-Scott x2

(p)n (%) n (%)

Gender Male
Female

234 (70.5)
234 (62.7)

106 (29.5)
137 (37.3)

4.180
(.042)

School Middle
High

336 (69.2)
132 (61.8)

164 (30.8)
 79 (38.2)

3.733
(.054)

School achievement High
Middle
Low

144 (67.8)
133 (64.4)
191 (66.8)

 71 (32.2)
 75 (35.6)
 97 (33.2)

0.232
(.787)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137 (72.3)
237 (65.4)
 94 (61.8)

 53 (27.7)
123 (34.6)
 67 (38.2)

2.175
(.115)

Living with family Yes
No

448 (67.8)
 20 (49.1)

219 (32.2)
 24 (50.9)

5.963
(.015)

Body Mass Index (BMI)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Obese

 22 (53.0)
335 (71.2)
 21 (48.5)
 67 (60.9)

 21 (47.0)
141 (28.8)
 19 (51.5)
 46 (39.1)

4.361
(.005)

Nutritional education Yes
No

236 (67.9)
232 (65.1)

118 (32.1)
125 (34.9)

0.473
(.492)

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은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p<.01), 1일 1회 이상 우

유섭취(p<.01), 주3회 이상 편의점 식사경험(p<.05)이었다.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한 경우는 

불건강하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1.97배 높았고, 1일 1회 이상 

우유섭취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한 경우 불건강하다고 인지

할 가능성이 0.54배 낮았으며, 주3회 이상 편의점 식사를 경험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한 경우는 불건강하다고 인지할 가능성

이 1.59배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

구사회학적 특성은 체질량지수이었다(p<.05). 체질량지수가 

비만에 비해 정상인 경우에 불건강하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0.56배 낮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자료

를 활용하여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식생활이 주관적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다

음의 2가지 논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이다. 본 

연구결과 국내 다문화 청소년 중 체질량지수가 정상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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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bjective Health Status According to Eating Behavior of Subjects (N=62,276)

Characteristics Categories
Healthy Unhealthy Rao-Scott x2

(p)n (%) n (%)

Skipping breakfast 
 (more than 5 days/week)

Yes
No

145 (56.1)
323 (72.2)

107 (43.9)
136 (27.8)

16.570
(＜.001)

Fruit consumption
 (more than 1 time/day)

Yes
No

 91 (74.3)
377 (64.8)

 34 (25.7)
209 (35.2)

4.608
(.033)

Vegetables consumption
 (more than 3 times/day)

Yes
No

 72 (83.9)
396 (64.2)

 14 (16.1)
229 (35.8)

13.009
(＜.001)

Milk consumption
 (more than 1 time/day)

Yes
No

150 (77.1)
318 (62.5)

 48 (22.9)
195 (37.5)

15.104
(＜.001)

Fast food consumption
 (more than 3 times/week)

Yes
No

 92 (64.5)
376 (67.1)

 52 (35.5)
191 (32.9)

0.376
(.540)

Soda drinks consumption
 (more than 3 times/week)

Yes
No

170 (68.4)
298 (65.5)

 78 (31.6)
165 (34.5)

0.529
(.468)

Sweet drinks consumption
 (more than 3 times/week)

Yes
No

203 (64.1)
265 (68.5)

110 (35.9)
133 (31.5)

1.213
(.272)

Caffeine drinks consumption
 (more than 3 times/week)

Yes
No

 52 (64.7) 
416 (66.8)

 27 (35.3)
216 (33.2)

0.095
(.758)

Convenience store food consumption
 (more than 3 times/week)

Yes
No

134 (59.1)
334 (70.2)

 93 (40.9)
150 (29.8)

6.751
(.010)

비만에 비해 불건강할 가능성이 0.56배 낮았다. 청소년기의 체

중 증가는 성인기의 만성질환의 발병위험을 높일 수 있고[16] 

청소년기에 형성된 건강습관과 인식은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17] 적절한 체중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 청소년은 비다

문화청소년에 비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응 등의 다

양한 상황들을 경험하는데 이는 정상 체중유지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준다[11]. 또한 이러한 부적절한 체중은 청소년 성숙의 지

연, 학습능력 및 집중력의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18] 청소년의 정서적, 사회적 성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 

성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인식은 질병으로 인한 급 ․ 만성의 

기능저하 등의 영향을 받는데[19] 청소년은 자신의 정서적, 사

회적 기능을 반영하여 주관적 건강을 인식한다[20]. 따라서 청

소년이 정상체중을 유지할 때 안정적인 정서적, 사회적 성장

이 이루어지고 이는 주관적 건강상태로 표현되어 본 연구의 다

문화 청소년이 정상체중인 경우 비만인 경우보다 불건강할 가

능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관적 건강을 15

년간 추적조사한 연구[21]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추후 만성질환을 포함한 신체 기능저하의 문제를 경험

하며, 이러한 주관적 건강과 건강행위 실천정도가 양의 상관

관계가 있다[22]. 이처럼 주관적 건강은 신체적 건강과 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정상체중 유지를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식생활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한 경우는 불건강할 

가능성이 1.97배 높았고 주3회 이상 편의점 식사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한 경우는 불건강할 가능성이 1.59배 높았

다. 또한 1일 1회 이상 우유섭취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한 경

우 불건강할 가능성이 0.54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부모의 식습관이나 건강행태 등에 의해 

식사의 질이 결정되는데[23] 다문화가족인 경우 우리나라 식

생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불균형한 식사 

섭취와 영양부족 등의 문제를 경험한다[24]. 다문화청소년의 

식생활 관련 연구에서 아침결식이 비만과 관련이 있으며[25, 

26], 이러한 아침결식은 건강한 식품 선택의 제한을 가져오고 

식사결손은 가당음료와 탄산음료의 섭취를 높인다[27]. 이로 

인해 전반적인 식사의 질은 낮아지는 반면 에너지 섭취는 증가

하여[27]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주3회 이상의 편의점 

식사는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를 증가시킨다. 또한 패스

트푸드의 잦은 섭취는 과일, 우유 등의 식품섭취와 음의 상관

관계가 있어[28] 기존의 불건강한 식습관을 증가시키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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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etween Eating Behavior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N=7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bjective health status

p
OR (95% CI)

Gender Male
Female

0.83 (0.57~1.20)
ref.

.318

School Middle
High

0.88 (0.61~1.28)
ref.

.508

School achievement High
Middle
Low

1.10 (0.69~1.75)
1.37 (0.91~2.06)

ref.

.701

.134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0.73 (0.42~1.28)
0.97 (0.63~1.49)

ref.

.275

.880

Living with family Yes
No

0.48 (0.23~1.00)
ref.

.051

Body Mass Index (BMI)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Obese

1.36 (0.63~2.93)
0.56 (0.35~0.89)
1.37 (0.49~3.84)

ref.

.429

.014

.555

Nutritional education Yes
No

1.14 (0.77~1.68)
ref.

.520

Skipping breakfast 
 (more than 5 days/week)

Yes
No

1.97 (1.33~2.93)
ref.

.001

Fruit consumption
 (more than 1 time/day)

Yes
No

0.80 (0.51~1.26)
ref.

.329

Vegetables consumption
 (more than 3 times/day)

Yes
No

0.60 (0.29~1.24)
ref.

.164

Milk consumption
 (more than 1 time/day)

Yes
No

0.54 (0.35~0.83)
ref.

.005

Fast food consumption
 (more than 3 times/week)

Yes
No

1.03 (0.66~1.60)
ref.

.902

Soda drinks consumption
 (more than 3 times/week)

Yes
No

0.73 (0.47~1.14)
ref.

.168

Sweet drinks consumption
 (more than 3 times/week)

Yes
No

1.15 (0.77~1.72)
ref.

.508

Caffeine drinks consumption
 (more than 3 times/week)

Yes
No

1.04 (0.56~1.96)
ref.

.897

Convenience store food consumption
 (more than 3 times/week)

Yes
No

1.59 (1.05~2.40)
ref.

.029

OR=Odds ratio, CI=Confidential intervals.

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식습관은 다문화청소년으

로 하여금 주관적 건강을 불건강하게 인식하게 하는 요인이며 

이러한 낮은 주관적 건강 인식은 동일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하여 정신적 건강에 부적절한 영향을 준다[29]. 다

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이러한 식습관은 다문화라는 특수성

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포함하여 건강

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통합적인 교육과 관리

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를 중심으로 정상체중을 유지하기 위

한 주기적인 체중 모니터링을 포함한 체계적인 식습관 형성교

육과 학교를 통한 적절한 식이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이

며 안정적인 다문화청소년의 식습관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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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청소년은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비다문화청소

년과 동일하게 미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다. 또한 이들의 건강 수준은 

건강한 미래 사회 구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다문화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부적절한 식이로 비만 등 영양불균형 문제를 경험

할 우려가 있으며 이들의 건강수준은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

쳐 성인기의 건강한 식품섭취와 생활습관 형성에 어려움을 경

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식습관의 문제는 향후 건강수준과 

건강행태에도 영향을 주어 다문화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

의 계층적 차이를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

에 국가는 다문화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차원

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단면조사 설계를 기반으로 자기기입식 형식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이차자료분석을 시행한 연구로 식습

관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요인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단정할 수 없으며 조사

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를 실시하지 못하여 포괄

적이고 다차원적인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

화청소년의 식습관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

한 최초의 연구로 추후 다문화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식생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영양 중재 사업과 정책을 

고려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식생활을 확인한 결

과 체질량지수가 정상인 경우가 비만에 비해 불건강하다고 인

지할 가능성이 0.56배 낮고 주5일 이상 아침식사를 결식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결식한 경우 불건강하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1.97배, 주3회 이상 편의점 식사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험한 경우 불건강하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1.59배 높았다. 1

일 1회 이상 우유섭취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섭취한 경우 불

건강하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0.54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식습관은 성인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는 다문화청소년의 부적절한 식습관이 주관적 건강에 영

향을 주는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 교육과 지원

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건강결정요인을 확인하고 건강형평성을 확립한다는 차

원에서 매우 중요하여 이들에 대한 건강증진과 식습관 교육은 

우리나라 전체의 건강수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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