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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lant adolescents' right recognition about body shape through
analyzing the investigation about eating behaviors recognition and provide the fundamental resources to
be used as the education about adolescents' eating habit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Gwangju. The
study was performed by analyzing the organized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224 second grades students
of middle school in Gwangju. Out of 224 questionnaires, 192 were analyzed finally. The analysis of
resources was taken statistics by SPSS program.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ing. The frequency of breakfast is that 6～7 times in a week is highest in all-weight groups. The
regularity of breakfast is that the ratio of both boys and girls in low-weight and standard-weight group
is highest, and that of students in high-weight group is lower. The eating amount is that boys tend to
eat the meal a little fully in all weight groups, and girls eat the meal normally in all weight groups. All
weight groups tend to have an unbalanced diet according to the sorts of food. Beans are highest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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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of an unbalanced diet. Most students tend to eat the salty meal. The frequency of out-eating is
that 0～1 time is highest and the sort is mostly Korean food. The frequency of snack is regularly spread,
rather the students in over-weight group tend to eat the snack less. The eating time is that 70%
students eat the meal during less than 15 minutes, through that we know students' eating speed is very
fast. Their exercising habits are that 2～3 times in a week is highest for both boys and girls, especially
girls in low-weight group tend to exercise 0～1 time in a week.
Key words: eating behaviors, recognition, middle school students

Ⅰ. 서

반면, 식품산업의 발달로 청소년들은 인스턴트 식품

론

을 상용하게 되고, 서구화된 식생활로 식물성보다는 동
청소년기는 제 2의 급성장기로 성장 발육과 신체적

물성 식품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계의 자동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영양

화로 인하여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컴퓨터의 보

섭취는 체격 발달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급, 전자오락, 비디오 시청 등 비활동성 놀이문화 등으

청소년기는 확고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식습관

로 청소년들은 활동량이 감소하고 학습중심의 일과로

도 이 시기에 고정되며, 이때 형성된 식품에 대한 태도

인한 운동 부족으로 소비 에너지는 줄어들고, 섭취에너

는 성인기 이후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Song 등 2006).

지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마다 청소

그러나 청소년들은 영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건강

년 비만자가 높은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Kang 등

의 중요성도 잘 인식하지 못하므로 식품을 올바르게

1997; Dalton, 1997; Park SJ 2002).

선택할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Eom 등 2005). 더욱이

실제로 최근 청소년의 체중은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입시준비를 위한 과도

져 비만이 증가하는 한편 저체중도 증가하여, 경기지역

한 학업 수행으로 인하여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패

여고생을 대상으로 Brocca 변법으로 체형을 분류한

스트푸드로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결과 정상 56.5%, 과체중 11.6% 및 비만 10.2%와 함

청소년 시기의 불규칙하고 불균형적인 식습관은 과체

께 심한 저체중 4.2%, 저체중 17.5% 등으로 보고되었

중과 저체중의 비율을 증가시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

다(Kim & Kang 2003).

를 초래할 수 있다(조 등 1994). 또한 청소년기는 신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율이 증가하는 원인은 고칼

체적, 정신적 성장과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면서 성적으

로리 섭취 및 지방과 당분이 높은 간식 섭취 증가와

로 성숙해지는 시기로서 어는 시기보다 영양소 필요량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었고(Kim 등 2003), 또한 청

이 많다. 그러나 외모에 관심이 많은 성장기에 있는 청

소년은 학업과 장래에 대한 스트레스, 심리적 갈등, 욕

소년들은 왜곡된 신체상, 부적절한 체중조절 행위, 불

구불만 등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과식하는 경향이

건전한 식습관 등으로 인하여 저체중을 조장하고 초래

있으며, 과다한 학업으로 인한 운동 부족도 비만의 주

하게 된다. 청소년 여학생의 경우 급격한 성장과 월경

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등 1990). 또한 청소

에 의한 혈액 손실로 철분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

년기의 비만은 운동능력의 저하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하고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외모상의 이유가 다이어트

의 적응문제, 용모에 대한 열등감, 우울증 등 정신적

의 동기가 되어 섭식장애, 결식, 외식으로 인한 영양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등 2007).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체중감소를 위해 필요

최근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마른 몸매가 선호되고

이상의 식품섭취 감소와 불규칙한 식사, 과식, 편식 등

비만을 신체적, 정신적, 외모적 손상으로까지 취급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식생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

경향이 있어 실제 비만인 경우뿐만 아니라 정상체중이

였다(Park HS 1997).

거나 심지어는 저체중인 경우까지 체중조절을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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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저체중의 문제도 부각되

Lee BS 2004).

고 있다(Ryu HK 1997). 따라서 청소년들이 정상체중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식행동과

을 유지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

간식 섭취 실태를 조사하여 청소년의 체형에 대한 올

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의 바른 영양지도와 교육이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청소년 식생활 교육의 기초 자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Kim & Song 1994).

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비만은 일반적으로 음식물로 섭취된 에너지량이 신
체활동을 통해 소비된 에너지량을 초과한 경우에 여분

Ⅱ. 연구방법

의 에너지가 피하 등의 지방조직에 체지방으로 침착됨
으로써 일어나는 체중의 이상증가 현상이다. 이러한 비
만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유전, 호르몬의 불균형, 지방

1. 조사 대상자 및 기간

세포의 발달, 식생활 양식 및 운동부족 등을 들 수 있
다(Woo 등 1998). 비만 발생 시기를 보면 비만은 어
는 시기에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학령기나 사춘기
에 그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신체의 빠른 성
장으로 체지방 세포수의 왕성한 증가와 호르몬의 작용
을 통해 체형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Kang & Paik 1988).
아동 및 청소년기의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지방간,
고지혈증 등과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생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를 선정하여
2학년 재학생 224명을 대상으로 2007년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학급 담임선생님
의 지도하에 조사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이 미비한 것을 제외한 192부(회수율
86%)만을 통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리적 기능을 저하시키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Park SJ(2000), Yoon

된다(Moon & Park 1993). 또한 성장 발달의 장애를

SJ(2006), Lee IJ(2000)의 선행연구를 참조로 본 연

일으킬 수 있으며, 심리적․정서적인 문제도 성인기에

구 목적에 맞도록 재구성하였고, 예비 조사를 실시 한

시작된 비만보다 훨씬 심각하여 인격형성에 많은 영향

후 다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조사 대

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Kim 등 1993).

상자의 일반적 특성, 식행동 인식을 조사하는 2개 영

더구나 청소년기 비만이 지속되어 성인기에 비만이 될

역 19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으로 학생

확률은 정상 청소년에 비하여 2～6배가 높으며 비만

의 성별, 신장과 몸무게, 용돈,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

청소년의 약 70%가 비만 성인이 되기 때문에 비만 관

의 학력, 부모 연령, 가정의 월수입, 가족 구성원에 관

리는 학령기나 청소년기부터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한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생의 식행동 인식 관

하다고 할 수 있다(Kim SY 1999).

련사항으로는 아침식사 횟수, 식사의 규칙성, 식사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만은 단순히 ‘뚱뚱하

양, 편식, 편식 종류, 음식의 간, 외식 횟수, 외식 종류,

다’의 차원을 넘어서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의 심각

간식의 횟수, 간식 종류, 식사 시간에 관한 11개 문항

성이 크다. 실제로는 정상범위의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으로 구성하였다.

잘못된 체형에 대한 인식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부추기
고 있다. 따라서 체중의 과부족 문제나 영양상태, 식행

3. 자료 분석

동 문제 등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는 것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Statistics Package for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다양하

the Social Science, Ver. 17.0 for Window)를 이용

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며, 특히 사회 변수로서 직

하여 분석하였다.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

업, 가족력, 사회경제 수준, 환경, 본인의 체형에 대한

하였고, 카이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

인식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Kim HA 2004;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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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54.9%로 남녀 모두 가장 많았다. 그리고 대학 졸업

Ⅲ. 연구결과 및 고찰

이 36.7%와 35.3%이었다.
부모님의 연령 분포는 41～45세가 모든 체중군에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 대상 중학생의 체중군 분포는 Table 1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 비율은 남학생이 90명(46.9%),
여학생이 102명(53.1%)이었고, 체중군 분포는 체질량
지수 기준 18.5 이하를 저체중군, 18.5～23.0을 정상체
중군, 23.1～25.0을을 과체중군이라 하였다. 저체중군
남학생은 49명(54.4%), 여학생은 66명(64.7%)으로
총 115명(59.9%)이었다. 정상체중군 남학생은 32명
(35.6%), 여학생은 30명(29.4%)로 총 62명(32.3%)
이었다. 과체중군 남학생은 9명(10.0%), 여학생은 6명
(5.9%)로 총 15명(7.8%)이었다. 성별 구성은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과체중군 학생이 4.1% 더 많았다.
체중군에 따른 조사 대상 중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남학생은 56.7%, 여학생은 66.7%로 가장 많았다. 51
세 이상의 경우도 남학생 저체중군 8.2%, 여학생 저체
중군 3.0%, 정상체중군 여학생 3.3%, 과체중군 여학
생 16.7%이었다.
가정의 월수입은 저체중군 남학생은 201만원～300
만원이 38.8%로 가장 많았고, 정상체중군 남학생은
401만원 이상이 37.5%로 가장 많았다. 과체중군 남학
생의 경우는 월수입이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여학생은
모든 체중군에서 201만원～300만원이 49.0%로 가장
많았다. 오히려 과체중군 여학생의 경우 가정의 월수입
이 다른 여학생에 비해 적었다.

2. 체중군에 따른 중학생의 식사에 대한 인식
체중군에 따른 중학생의 식사에 대한 인식은 Table

남학생의 한달 평균 용돈은 1만원～2만원이 가장 많
았다. 저체중군은 1만원～2만원과 2～3만원이 34.7%

3과 같았다.

로 같은 순위였고, 정상체중군은 1만원～2만원 34.4%

남학생의 아침식사 횟수는 모든 체중군에서 주 6〜7

로 가장 많았다. 과체중군은 2～3만원이 66.7%로 가

회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55.1%, 56.3%,

장 높았다. 여학생은 모든 체중군에서 1만원～2만원이

33.3%로 가장 많았다. 여학생 또한 모든 체중군에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과체중군 중에 용돈이 4～5만원

주 6〜7회 아침식사를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인 학생과 5만원 이상의 학생이 16.7%씩 있었다.

조사되었다. 저체중군과 과체중군에서 아침식사 결식

아버지의 교육 정도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대학 졸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 저체중군 32.6%,

업이 43.3%와 43.1%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과체중군 44.4%, 여학생 저체중군 33.3%, 과체중군

학력이 32.2%와 37.3%이었다. 어머니의 교육 정도는

33.4%이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아침결식에 따른 식

아버지의 교육 정도와는 달리 고등학교 졸업이 48.9%

행동 연구에서는 결식 빈도가 높은 군이 자신의 체형이

Table 1. The range of weight of subject middle school students
Range
Gender

Low-weight

1)

Standard-weight

2)

Over-weight

3)

N(%)

Total

Boys

49(54.4)

32(35.6)

9(10.0)

90(100.0)

Girls

66(64.7)

30(29.4)

6( 5.9)

102(100.0)

Total

115(59.9)

62(32.3)

15( 7.8)

192(100.0)

1) Low-weight : BMI < 18.5
2) Standard-weight: 18.5 < BMI ≦ 23.0
3) Over-weight : 23.1 < BMI ≦ 25.0
2
* Body Mass Index(BMI) = weight(㎏)/[hei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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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ccording to weight group
N(%)

Low-weight
Variables

10,000∼20,000
Allowance 20,000∼30,000
of monthly
30,000∼40,000
on average
(won)
40,000∼50,000

Parent’s
age
(years)

Girls
(30)

Total

Girls
(6)

17(34.7) 35(53.0) 11(34.4) 13(43.3)

3(33.3)

4(66.7) 31(34.4) 52(51.0)

17(34.7) 18(27.3)

6(66.7)

7(21.9) 11(36.7)

Boys
(90)

Girls
(102)

0

30(33.3) 29(28.4)

0

14(15.6) 13(12.7)

9(18.4)

9(13.6)

5(15.6)

4(13.3)

0

3( 6.1)

4( 6.1)

4(12.5)

2( 6.7)

0

1(16.7)

7( 7.8)

7( 6.9)

0

1(16.7)

8( 8.9)

1( 1.0)

1( 1.1)

2( 2.0)

0

Middle school

1( 2.0)

0

0

0
2( 6.7)

0

1(11.1)

1(16.7)

University degree 19(38.8) 30(45.5) 16(50.0) 10(33.3)

4(44.4)

4(66.7) 39(43.3) 44(43.1)

More than
university degree

4( 8.2) 10(15.2) 11(34.4)

5(16.7)

2(22.2)

Middle school

1( 2.0)

1( 3.3)

College degree

3( 6.1)

2( 3.0)

0

5(15.6) 13(43.3)

0

1(16.7) 29(32.2) 38(37.3)

College degree

22(44.9) 24(36.4)

5(15.6)

2(22.2)

0

0

0

27(55.1) 35(53.0) 12(37.5) 18(60.6)
1( 2.0)

1( 1.5)

0

1( 3.3)

0
5(55.6)
0

University degree 15(30.6) 25(37.9) 15(46.9)

8(26.7)

3(33.3)

More than
university degree

0
0

4( 4.4)

3( 2.9)

17(18.9) 15(14.7)
1( 1.1)

1( 1.0)

3(50.0) 44(48.9) 56(54.9)
0

1( 1.1)

2( 2.0)

3(50.0) 33(36.7) 36(35.3)

5(10.2)

5( 7.6)

5(15.6)

2( 6.7)

1(11.1)

0

11(12.2)

35∼40

15(30.6)

9(13.6)

4(12.5) 10(33.3)

2(22.2)

0

21(23.3) 19(18.6)

41∼45

21(42.9) 48(72.7) 25(78.1) 16(53.3)

5(55.6)

4(66.7) 51(56.7) 68(66.7)

2(22.2)

1(16.7) 14(15.6) 11(10.8)

46∼50

9(18.4)

7(10.6)

≥51

4( 8.2)

2( 3.0)

≤1,000,000

Family
monthly
income
(won)

Boys
(32)

Over-weight
Boys
(9)

3( 6.1)

High school
Mother
Education

Girls
(66)

≥50,000

High school
Father
Education

Boys
(49)

Standard-weight

0

3( 9.4)
0

3( 4.5)

1( 3.1)

1,010,000∼
2,000,000

8(16.3) 17(25.8)

2( 6.3)

2,010,000∼
3,000,000

3(10.0)
1( 3.3)
0

7( 6.9)

0

1(16.7)

4( 4.4)

4( 3.9)

0

2(33.3)

1( 1.1)

5( 4.9)

6(20.0)

3(33.3)

1(16.7) 13(14.4) 24(23.5)

19(38.8) 30(45.5)

9(28.1) 17(56.7)

3(33.3)

3(50.0) 31(34.4) 50(49.0)

3,010,000∼
4,000,000

12(24.5)

9(13.6)

8(25.0)

5(16.7)

1(11.1)

0

21(23.3) 14(13.7)

≥4,010,000

10(20.4)

7(10.6) 12(37.5)

2( 6.7)

2(22.2)

0

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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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8)

Table 3. Middle school student’s dietary recognition according to weight groups
N(%)

Low-weight
Variables

0∼1
Frequency
2∼3
of
breakfast 4∼5
(times)
6∼7
0
Regular
1∼2
meal
pattern 3∼4
per week
5∼6
(times)
7
Always eat
heartily
Meal
amounts

Over-weight

Total

Boys
(49)

Girls
(66)

Boys
(32)

Girls
(30)

Boys
(9)

Girls
(6)

6(12.2)

9(13.6)

0

3(10.0)

2(22.2)

1(16.7)

10(20.4) 13(19.7)

5(15.6)

6(20.0)

2(22.2)

1(16.7) 17(18.9) 20(19.6)

6(12.2) 11(16.7)

9(28.1)

7(23.3)

2(22.2)

1(16.7) 17(18.9) 19(18.6)

27(55.1) 33(50.0) 18(56.3) 14(46.7)

3(33.3)

3(50.0) 48(53.3) 50(49.0)

7(14.3)

4( 6.1)

Girls
(102)

χ2

8( 8.9) 13(12.7)

0

1(11.1)

8(16.3) 11(16.7)

3( 9.4)

3(10.0)

3(33.3)

1(16.7) 14(15.6) 15(14.7)

7(14.3) 10(15.2)

8(25.0) 11(36.7)

1(11.1)

2(33.3) 16(17.8) 23(22.5) 53.46***

8(16.3) 13(19.7)

7(21,9)

5(16.7)

3(33.3)

2(33.3) 18(20.0) 20(19.6)

19(38.8) 28(42.4) 14(43.8) 11(36.7)

1(11.1)

1(16.7) 34(37.8) 40(39.2)

7(21.9)

0

8( 8.9)

72.79***

0

7(14.3) 11(16.7)

0

Boys
(90)

4( 3.9)

3(10.0)

3(33.3)

A little eat
heartily

24(49.0) 23(34.8) 17(53.1) 11(36.7)

6(66.7)

1(16.7) 47(52.2) 35(34.3)

normally

12(24.5) 23(34.8)

4(12.5) 15(50.0)

0

5(83.3) 16(17.8) 43(42.2)

17(18.9) 14(13.7)

48.95***

A little
hungry

6(12.2)

9(13.6)

4(12.5)

1( 3.3)

0

0

10(11.1) 10( 9.8)

＜5

5(10.2)

3( 4.5)

4(12.5)

0

1(11.1)

0

10(11.1)

5(16.7)

2(22.2)

1(16.7) 35(38.9) 27(26.5)

7(21.9) 15(50.0)

4(44.4)

3(50.0) 28(31.1) 45(44.1) 80.70***

5∼10
Meal
duration 10∼15
(minutes)
15∼20

16(32.7) 21(31.8) 17(53.1)
17(34.7) 27(40.9)

3( 2.9)

9(18.4)

8(12.1)

3( 9.4)

9(30.0)

2(22.2)

0

14(15.6) 17(16.7)

2( 4.1)

7(10.6)

1( 3.1)

1( 3.3)

0

2(33.3)

3( 3.3) 10( 9.8)

0

2( 3.0)

2( 6.3)

2( 6.7)

0

0

Eating slightly
22(44.9) 23(34.8) 15(46.9)
salty

6(20.0)

5(55.6)

2( 3.3) 42(46.7) 31(30.4)

22(44.9) 39(59.1) 13(40.6) 17(56.7)

3(33.3)

2( 3.3) 38(42.2) 58(56.9) 194.40***

＞20
Eating very
salty

Salt of
food

Standard-weight

Eating
normally

Eating slightly
5(10.2)
taste flat
Eating very
taste flat

0

2( 2.2)

4( 3.9)

2( 3.0)

2( 6.3)

4(13.3)

1(11.1)

2( 3.3)

8( 8.9)

8( 7.8)

0

0

1( 3.3)

0

0

0

1( 1.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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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뚱뚱하다고 인식하였고(Lee 등 2011), 전주지역

구 결과(Yoon SJ, 2006)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Sung SH(2003) 연구에서는

은 항상 식사량을 의식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하루 중 세끼를 다 먹는 경우 64.2%, 아침을 거르는

음식의 간은 남학생은 모든 체중군에서 조금 짜게

경우 27.3%, 점심을 거르는 경우 1.1%, 저녁을 거르

먹거나 보통으로 먹는다고 답하였고, 여학생도 저체중

는 경우 7.4%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남학생의 아침식

군과 정상체중군에서는 ‘조금 짜게 먹는다’와 ‘보통으

사 결식이 24.6%, 여학생의 아침식사 결식이 30.7%로

로 먹는다’의 응답율이 높았으나, 과체중군에서는 고른

여학생 아침식사 결식률이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여학

분포가 나왔다. 우리의 식문화는 장류 문화가 발달해

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더 크다는 것은 남녀 중ㆍ고

있어서 짠맛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그런데 조사 대상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Hong SJ(1984), 남녀 중ㆍ고등

자가 짜게 먹는다고 답을 하는 것으로 보아 나트륨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 Han (1996), 그리고 중

과량으로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일부 청

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 MJ(2000)의 연구와도 비슷

소년의 식품섭취 형태에 관한 조사에서도 소금의 함량

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이 높고 야채나 과일을 적게 먹는 영양적 질이 낮은

것에 비해 본 조사 대상자들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낮

식품섭취가 많다고 하였고 이들 요인이 바로 비만과

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었다. 이는 아침식사의 중요

관련된 만성질환으로 이끌 수 있는 요소라고 밝혔다

성을 강조하여 교육한 효과, 특히 중학교 1학년 교육

(Brush 등 1986). 더욱이 음식의 간은 성인기가 될

과정 중 식생활 단원에서의 교육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록 미각의 둔화로 더 짜게 먹게 되는 경향이 있고,

것으로 사료된다. 아침 식사는 학습뿐만 아니라 불안과

고혈압의 원인이 되므로 싱겁게 먹는 습관으로 교육시

같은 정서적인 문제, 공격성, 비만도와 관계가 있으므

켜야 한다.

로 계속적으로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아침

평소의 식사 시간은 저체중군은 10～15분 미만 남학
생 34.7%, 여학생 40.9%로 가장 많았고, 정상체중군

결식률을 줄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식사의 규칙성은 남학생은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에

은 남학생은 5～10분 미만이 53.1%로 가장 많았고,

서는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가장 높았고, 과

여학생은 10～15분 미만이 50.0%로 가장 많았다. 과

체중군에서는 일주일에 1〜2회, 5〜6회가 높은 것으로

체중군은 10～15분 미만 남학생 44.4%, 여학생 50.0%

나타났다. 여학생도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에서는 매

로 가장 많았고, 과체중군 여학생은 20분 이상 먹는

일 규칙적으로 식사하는것이 42.4%와 36.7%로 가장

다는 결과도 33.3%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자신의 체

높게 나타난 반면, 과체중군에서는 일주일에 3〜4회,

형을 의식하고 다이어트를 위해 일부러 천천히 먹는

5〜6회가 각각 33.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즉 과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과체중 남학생보다 여학생에

체중군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식사를 불규칙하게

서만 이결과가 두드러진 것은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행동을 통한 다이어트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

식사의 양은 남학생은 저체중군 49.0%, 정상체중군

각되었다. 평균적으로 남학생은 5～10분 미만 38.9%,

53.1%, 과체중군 66.7%가 약간 배부르게 섭취하는 것

10～15분 미만 31.1%로 식사 시간이 15분 미만인 경

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Yoon

우가 70%로 식사 시간이 매우 빠른 양상을 보였다.

SJ(2006)의 연구 결과에서도 ‘약간 배부르게 섭취 한

여학생은 10～15분 미만 44.1%, 5～10분 미만 26.5%

다’가 49.5%로 가장 많았던 결과와 비슷하였다. 여학

로 남학생과 비슷하게 약 70%의 비율을 보였다. 즉,

생은 모든 체중군에서 34.8%, 50.0%, 83.3%로 ‘보통

전체 인원 중 70%가 15분 미만의 매우 빠른 속도로

으로 섭취한다’가 가장 많았고 저체중군에서만 ‘약간

식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You 등(1997)과 Namgung

배부르게 섭취한다’가 34.8%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

MJ(2003)의 연구에서는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식사

은 운동량을 늘려서 살을 빼려고 하고 여학생의 경우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고하였다. 보통 식욕 중추는 먹

는 식사량을 조절해서 살을 빼려고 한다는 기존의 연

기 시작한지 20분을 전후해서 먹는 것을 중지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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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하는데 빨리 식사를 할 경우 혈당이 미처 올라오

로는 저체중군 남학생은 기타 26.5%, 야채류 24.5%로

기 전에 끝나버려 배부르다는 생각을 못하게 하여 자

나타났고, 여학생은 콩류와 기타가 각각 21.2%로 나타

신의 양보다 많이 먹게 되므로 비만을 야기할 수 있고

나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보였다. 정상체중군은

위에 부담을 주어 학생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음식에 따라 조금한다.’가 남학생 59.4%, 여학생

고려해 식사할 때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교육할 필요

63.3%로 가장 많았고 편식 종류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가 있겠다(Park KH 1997; Her 등 1998; Hong SH

모두 콩류가 31.3%, 50.0%로 가장 많았다. 과체중군

2007).

도 ‘음식에 따라 조금한다.’가 남학생 55.6%, 여학생
50.0%로 가장 많았다. 편식종류는 남학생은 육류, 야
채류, 콩류, 유제품류가 각각 22.2%로 골고루 분포되

3. 체중군에 따른 중학생의 편식에 대한 인식
체중군에 따른 중학생의 편식에 대한 식행동 인식은
Table 4와 같다.
편식 여부는 저체중군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 ‘음식
에 따라 조금한다.’가 51.0%, 60.6%로 가장 많았고,
‘음식에 따라 많이 한다.’ 10.2%, 12.1%, ‘많이 한다’
6.1%, 6.1% 이었다. 편식을 하는 학생 중 편식 종류

었고, 여학생은 기타가 50.0%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남학생, 여학생 모든 체중
군에서 음식에 따라 조금 편식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
였고, 편식 종류를 묻는 질문에서 남학생은 기타 의견
다음으로 콩류가 높았고, 여학생은 콩류가 가장 높았
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 MJ(2000)의 연

Table 4. Middle school students' recognition of unbalanced meals according to weight groups
N(%)

Low-weight
Variables

Boys
(49)

Girls
(66)

Standard-weight Over-weight
Boys
(32)

Girls
(30)

Boys
(9)

Girls
(6)

Total
Boys
(90)

Girls
(102)

No

16(32.7) 14(21.2) 11(34.4) 9(30.0) 2(22.2) 3(50.0) 29(32.2) 26(25.5)

Have a little
unbalanced
meals by food

25(51.0) 40(60.6) 19(59.4) 19(63.3) 5(55.6) 3(50.0) 49(54.4) 62(60.8)

True or
not of
unbalanced Have much
unbalanced
meals
meals by food

135.41***
5(10.2) 8(12.1) 2( 6.3) 1( 3.3) 1(11.1)

0

8( 8.9) 9( 8.8)

Have much
unbalanced meals

3( 6.1) 4( 6.1)

0

1( 3.3) 1(11.1)

0

4( 4.4) 5( 4.9)

Meats

6(12.2) 7(10.6)

0

2( 6.7) 2(22.2)

0

8( 8.9) 9( 8.8)

Vegetables
Fishes
Kinds of
unbalanced Beans
meals
Daily products
Etc.
No

χ2

12(24.5) 13(19.7) 8(25.0) 3(10.0) 2(22.2) 1(16.7) 22(24.4) 17(16.7)
6(12.2) 13(19.7) 5(15.6)

0

1(11.1)

0

12(13.3) 13(12.7)

10(20.4) 14(21.2) 10(31.3) 15(50.0) 2(22.2) 2(33.3) 22(24.4) 31(30.4) 91.50***
2( 4.1) 2( 3.0)

0

0

13(26.5) 14(21.2) 9(28.1) 9(30.0)
0

3( 4.5)

0

1( 3.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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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0
0

0

2( 2.2) 2( 2.0)

3(50.0) 24(26.7) 26(25.5)
0

0

4( 3.9)

구에서는 두부, 콩류를 주 2～3회 섭취하는 비율이 높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체의 46.8%가 일주일에

은 것으로 조사된 바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콩류

2～3회 정도(Yoon SJ 2006), 서울지역 여자 중학생을

는 주요 단백질 급원 식품으로써 성장기에 있는 학생

대상으로 한 Namgung MJ(2003) 연구에서는 한 달

들에게 좋은 영양급원이다. 더욱이 콩 단백질 같은 식

에 1～2회가 24.5%로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물성 단백질은 가용성 섬유소나 마그네슘 이온 등 다

이는 조사 시기가 학기 중이어서 학교생활과 학원생활

른 주요 영양소들을 제공해 준다. 또한 콩은 콜레스테

로 외식할 수 있는 시간이 주말로 한정되기 때문으로

롤이 없고 포화지방산이 낮으며 식이섬유소가 많아서

생각되었다. 외식할 때 주로 먹는 음식의 종류는 남학

에너지 밀도가 낮은데, 조사 대상자들은 편식을 함으로

생은 저체중군과 과체중군에서는 한식이 각각 51.0%,

써 질 좋은 단백질 섭취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

55.6%로 가장 높았고, 정상체중군은 한식도 25.0%로

므로 일단 형성된 식습관은 교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

높았지만 양식이 31.3%로 가장 높았다. 여학생은 저체

학교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식생활 교육으로

중군과 정상체중군에서 한식이 31.8%, 43.3%로 가장

편식을 교정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해야 하겠다.

높았고, 과체중군에서는 한식, 중식, 패스트푸드의 비

4. 체중군에 따른 중학생의 외식에 대한 인식

때 선택하는 음식으로 한식이 남학생 53.82%, 여학생

율이 같았다. Cho MJ(2000)의 연구에서도 외식 할

조사 대상자의 체중군에 따른 외식에 대한 식행동
인식은 Table 5와 같다.
가족 또는 친구와 외식 횟수는 일주일에 0～1회가

64.74%로 가장 많았으나, 친구와 외식 할 때 선택하는
음식은 패스트푸드가 남학생 76.31%, 여학생 79.49%
로 가장 많았다.

남학생, 여학생 모든 체중군에서 가장 높았다. 여고생
Table 5. Middle school students' recognition of eating out according to weight groups
N(%)

Low-weight
Variables

Boys
(49)

No

0

Frequency
of
eating
out per
week

Girls
(66)

3( 4.5)

Standard-weight
Boys
(32)

0

Girls
(30)

1( 3.3)

Over-weight

Total

Boys
(9)

Girls
(6)

Boys
(90)

0

0

0

Girls
(102)

4( 3.9)

0∼1

36(73.5) 39(59.1) 22(68.8) 16(53.3) 7(77.8) 4(66.7) 65(72.2) 59(57.8)

2∼3

12(24.5) 22(33.3) 10(31.3) 12(40.0) 2(22.2) 2(33.3) 24(26.7) 36(35.3)

4∼5
Korean food
Chinese food

Western food
Kinds of
Japanese food
eating
out
Fast food

1( 2.0)

5( 7.6)

25(51.0) 21(31.8)
3( 6.1)

5( 7.6)

0

2( 6.7)

0

0

1( 1.1)

χ2

105.50***

7( 6.9)

8(25.0) 13(43.3) 5(55.6) 1(16.7) 38(42.2) 35(34.3)
3( 9.4)

0

0

1(16.7)

9(18.4) 17(25.8) 10(31.3) 12(40.0)

0

0

2( 4.1)

1( 1.5)

1( 3.1)

0

0

0

5(10.2)

9(13.6)

4(12.5)

0

Flour based
food

2( 4.1)

8(12.1)

Etc.

3( 6.1)

5( 7.6)

0

5(16.7)

6(18.8)

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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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7)

6( 5.9)

19(21.1) 29(28.4)
3( 3.3)

1( 1.0)

1(11.1) 1(16.7) 10(11.1) 10( 9.8)
0

0

2( 2.2) 13(12.7)

3(33.3) 3(50.0) 12(13.3)

8( 7.8)

129.49***

남학생, 여학생 모두 과체중군 학생을 제외하고는 ‘안

5. 체중군에 따른 중학생의 간식에 대한 인식
체중군에 따른 중학생의 간식에 대한 인식은 Table
6과 같았다.
하루 섭취하는 간식의 횟수는 1번 섭취하는 경우가
저체중군 남학생 57.1%, 여학생 42.4%, 정상체중군은
남학생 62.5%, 여학생 33.3%, 과체중군은 남학생
77.8%, 여학생 66.7%로 가장 많았다. 수시로 먹는 경
우도 저체중군 남학생 6.1%, 여학생 22.7%, 정상체중
군 남학생 3.1%, 여학생 30.0%로 나타난 반면 과체중
군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0%이었다. 이는 과체중
군 식사시간을 길게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체
형을 의식하여 간식의 횟수를 정해 놓고 먹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하루 섭취하는 간식의 횟수는

먹는다’, 1회, 2회, 수시로(3회 이상) 항목에 고루 분포
되었고, 과체중군 학생은 1회, 2회만 간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회 이상 간식을 수시로 먹는 학
생이 과체중군에 비해 정상체중군에 많은 것은 Kang
SY(1999)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었고 비만군이 정
상체중군보다 간식섭취 횟수가 많다는 인천지역 중학
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2010), 대도시 여고생을 대
상으로 한 Kim & Lee(1993)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경향이었다. 대구지역 중학생의 식습관 및 식품 기호도
에서는 동물성 식품에서 남학생의 기호도가 여학생보
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다(Sung
YS & Bae JH 2011). 간식 섭취가 불균형적인 식행

Table 6. Middle school students' recognition of snack according to weight groups
N(%)

Low-weight
Variables

4(66.7) 55(61.1) 42(41.2)

11(22.4) 18(27.3)

8(25.0)

9(30.0)

2(22.2)

2(33.3) 21(23.3) 29(28.4) 141.07***

3( 6.1) 15(22.7)

1( 3.1)

9(30.0)

0

0

4( 4.4) 24(23.5)

Gim-bap

5(10.2)

7(10.6)

1( 3.1)

2( 6.7)

0

0

6( 6.7)

Ramyeon

10(20.4)

7(10.6)

8(25.0)

5(16.7)

Tteok-bokki

0

2( 3.0)

1( 3.1)

0

0

0

1( 1.1)

Hotteok

0

1( 3.1)

0

0

0

1( 1.1)

Sandwich

0

1( 3.1)

0

0

Chocholate

26(53.1) 41(62.1) 18(56.3) 17(56.7)
1( 2.0)

0

0

Fired food

0

0

0

Pizza

0

0

0

Bread

2( 4.1)

5( 7.6)

Tteok

1( 2.0)

Icecream

2( 4.1)

2( 3.0)

Veberage

2( 4.1)

1( 1.5)

0

0
1( 3.3)
0

1( 3.1)
0

0

1( 3.1)
0

3(10.0)

2( 6.7)
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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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2(22.2)

0

2(33.3)

Boys
(90)

1( 1.1)

2( 2.2)

1(11.1)

0

1( 1.1)

0
0
0

2( 2.0)
0
3( 2.9)

2(33.3) 46(51.1) 60(58.8)
0

2(22.2)

9( 8.8)

21(23.1) 12(11.8)

1(11.1)

0

Girls
(102)

2

7(77.8)

1( 1.5)

Girls
(30)

χ

28(57.1) 28(42.4) 20(62.5) 10(33.3)

0

Boys
(32)

Total

Girls
(6)

Cookies
Kinds of
snack

Girls
(66)

Over-weight
Boys
(9)

1
Frequency
of snack 2
per a day
occasionally

Boys
(49)

Standard-weight

1(16.7)

0

0

5( 5.6)

0

1( 1.1)

1(16.7)
0

0
1( 1.0)
1( 1.0)
8( 7.8)
0

3( 3.3)

5( 4.9)

2( 2.2)

1( 1.0)

676.56***

동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간식은 세끼의 균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바른 식행동을 하도록 영양지식

형 잡힌 식사를 충분히 섭취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충

을 제공하고 건강을 해치는 체중조절 방법을 시도하지

하는 식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않도록 하는 식생활 교육이 가정과 수업에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청소년의 식생활 교육의 방향에 대
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성장기에 꼭 필요한 성분인 단백질

Ⅳ. 요약 및 결론

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었으나, 좋은 단백질 급원인 콩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식행동에

류를 편식하는 경향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높은 것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자신의 체형에 대해 올바른 인

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단백질의 공급과 더불어 지질의

식을 심어주고 청소년 식생활 교육에 활용하도록 기초

섭취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다양한 식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품 섭취를 더욱 권장해야겠다.
둘째, 중학생 모두 아침식사를 할수록 체지방율이

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소재의 중학교 학생을 대상
으로 남․녀 중학교 2학년 22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침 결식율이 높은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총 224부 중

청소년 시기에 건강을 위해서나 학업증진을 위해서도

192부를 통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통계

아침식사가 필요하지만, 청소년의 비만을 예방하는 측

처리는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면에서도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교육시켜야 하겠다.

Science, Ver. 17.0 for Window)를 이용하여 분석하

셋째,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양지식이 많

였다.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카

아지고 식품의 질을 개선하려는 경향이 커서 가족의
영양섭취와 자녀 성장발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영양지식 수준이 높아질 때 가족의 식생활관

중학생의 학생의 아침식사 횟수는 모든 체중군에서

리 능력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므로, 부모에 대한 영양

주 6～7회 섭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식사의 규칙

교육을 병행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

성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에

적이다 할 수 있다. 사회가 많이 변화했지만, 아직까지

서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도 어머니의 학력이 아버지의 학력보다는 낮았다. 그러

남학생 과체중군은 주 1～2회, 5～6회, 여학생 과체중

므로 어머니들의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청소

군은 주 3～4회, 5～6회가 가장 높았다. 식사량은 남학

년기의 영양불량으로 인해 오는 문제점을 예방해야 할

생은 모든 체중군에서 약간 배부르게 섭취하고, 여학생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문제에 대해서 제언하자면, 청소

은 모든 체중군에서 보통으로 섭취하였다. 편식은 중학

년을 대상으로 한 식행동 인식, 영양실태의 상관관계를

생 모든 체중군에서 음식에 따라 조금 하는 것으로 나

조사한 연구는 몇 편 있지만,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

타났다. 편식 종류는 콩류가 가장 많았고, 음식의 간은

구는 많지 않았다. 청소년의 영양 상태는 어머니의 영

대체로 짜게 먹거나 보통으로 먹는 것으로 나왔다. 외

양지식과 직결되므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식의 횟수는 주 0～1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식을

연구를 할 것을 제언한다.

많이 먹었다. 간식의 횟수는 고루 분포되었고 과체중군
학생은 오히려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의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조사 대상자를 광주광역시에

식사 시간은 조사 대상자 중 70%가 15분 미만인 것으

소재한 중학생으로 한정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기

로 나타나 식사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이나 청소년 전체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신중
을 기해야 한다. 또한 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올바르지 못한 식행동은 불

여 발생하는 응답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균형한 신체를 갖는 등 영양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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