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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etary habits and the consumption patterns of convenience 
foods by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 to where they reside. The subjects were 572 university students in 
Changwon and Masan who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by their residential type; students living with their 
parents (n=297), self-boarding students (n=139), and students living in a dormitory (n=136). This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mong all students, 22.4% skipped breakfast, and the major 
reason was lack of time (38.1%). Convenience food intake at lunch was 39.1%, and that of snacks was 
35.4%. In particular, convenience food intake at lunch was 45.9% for students living with their parents, 
30.9% for those self-boarding, and 32.6% for those living in a dormitory (P＜0.01). Approximately 66% of 
the students said that the reason they bought convenience food was that it was easy to cook. Those who 
were residents of a house (P＜0.001) believed that nutritional imbalance was a problem with convenience 
food. The students who lived in the dormitory ate frozen fried pilaff (P＜0.01), canned vegetables (P＜0.05), 
packed kimchi (P＜0.001), and Ramyon cups (P＜0.001) more, while the self-boarding students ate Ramyon 
(P＜0.05) more.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educate people how to buy reasonably by under-
stand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convenience food and health care and by checking the nutrition index 
label on convenience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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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학생은 성장기로부터 성인으로 성숙되어가는 

과도기의 연령으로, 이 시기의 건전한 식생활은 이

후의 평생 건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Kim 2003). 대학생들은 시간과 규율에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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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유로워지게 되어 생활이 불규칙적이 되고 밖

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상

태에 놓이게 되므로 식사를 통한 영양섭취의 중요

성을 잘 인식하여 식생활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

져야 한다(Seymour 등 1997; Lee 1999). 그러나 대학

생들은 자신이 젊고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적고(Kim 2006), 불규칙한 수업시간과 

방과 후 활동, 외모에 대한 관심과 그릇된 영양지식, 
제한된 경제력 등으로 인하여 아침 결식과 야식 등

의 불규칙한 식사패턴, 고열량식품 및 영양밀도가 

낮은 부적당한 간식의 과다섭취 및 잦은 외식 등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등 1998; Lee 등 1998).
최근 들어 대학생의 식생활은 개인주의화, 소비패

턴의 다양화, 편리성 추구 경향, 시간가치 상승 등

으로 인해 간단하고 빠르게 식생활을 해결하고자 

하는 추세가 현저하여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식사

를 하거나 가정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편리성을 추

구하는 경향의 증가로 편의식품(convenience foods)의 

이용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Lee 등 2005). 인스턴

트식품, quick serve meal, 조리냉동음식 및 ready-to- 
eat food 등으로 정의되고 있는 편의식품은 대부분 

비타민이나 무기질은 부족하고 고열량, 고지방, 고

염식이 많으므로 이들의 지나친 섭취는 영양불균형

을 초래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편의식품 섭취실태

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Jung 등 2002; Kim & 
Jung 2002; Kim 2003; Lim 등 2005), 편의식품을 이

용하는 이유로 식사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는 응

답이 가장 높았으며 편의식품에 대한 선호도는 남

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다. 한 달 용돈이 많아지

고, 체질량지수가 높아질수록 편의식품 섭취빈도가 

높아졌고, 영양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편의식품 섭취

빈도는 유의적으로 높아졌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스

스로 식생활을 관리해야 하는 기숙사생과 자취생들

의 편의식품 섭취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았고(Kim 
2003), 편의식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친구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보고(Lim 등 2005)를 통해 식생활 관리

자인 부모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대

학생의 식습관 및 영양상태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

고 있음을 알 수 있다(Choi 등 2000). 자택 이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식생활이 불규칙하며(Lee 등 

1996; Lee & Kwak 2006), 비타민 및 무기질 등 미

량영양소의 섭취가 낮고, 전반적인 식사의 질도 낮

은 편으로 보고되어(Bae 등 2007; Yang & Shon 
2009) 대학생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거주형태의 변화

가 대학생들의 식생활 패턴에 변화를 초래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산, 창원지역 대학생들의 

식습관의 문제점과 편의식품 이용실태를 파악함으

로써, 부모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자취생이

나 기숙사생들이 합리적인 영양지식을 바탕으로 편

의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조사는 경남 창원시와 마산시에 위치한 종합

대학교 대학생 600명(창원지역 대학생 300명, 마산

지역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09년 4월 1
일부터 4월 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층화표

출법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총 600부 중 579부(남학생 311명, 여학생 268명)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96.5%), 불완전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57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기존 연구(Jung 등 2002; 
Kim & Jung 2002; Lim 등 2005)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수집을 위해 조사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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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Total

Gender
 Male 307 (53.7)

 Female 265 (46.3)

Type of residence

 Home 297 (51.9)

 Self-boarding 139 (24.3)

 Dormitory 136 (23.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 (%)

게 편의식품에 관한 기초지식에 대해 설명한 뒤, 자
가기록 방법으로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1)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성별, 현 거주 형태(자택, 자취, 기

숙사)를 조사하였다.

2) 식행동 조사

식행동은 평소의 식생활과 관련된 질문으로 평상

시 식사 횟수, 끼니별 식사 섭취 상황, 간식 횟수, 
간식 시기, 결식의 이유, 자신이 생각하는 식생활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결식의 이유와 자신이 생각하

는 식생활의 문제점은 복수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3) 편의식품의 이용 현황

편의식품의 이용현황은 ‘편의식품을 이용하는 시

간’, ‘구입 시 유통기한의 확인 여부’, ‘조리방법’, 
‘구입동기’,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4) 편의식품에 대한 인식

편의식품의 속성별 중요도 인식과 편의식품 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부터 ‘매
우 중요하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5) 편의식품 섭취 빈도

편의식품은 선행 연구(Jung 등 2002; Kim 2003; 
Lim 등 2005)를 바탕으로 크게 냉동식품, 통조림, 냉
장식품, 즉석식품,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5가지로 

분류하였다. 냉동식품에는 냉동튀김, 냉동만두, 냉동

볶음밥, 냉동육가공식품, 통조림은 고기통조림, 수산

물통조림, 채소통조림, 과일통조림, 냉장식품은 포장 

김치, 훈제 육류, 어묵류, 즉석식품은 포장밥, 봉지

라면, 컵라면, 씨리얼, 편의점 패스트푸드는 김밥류, 
샌드위치류, 햄버거류로 분류하였다. 편의식품의 섭

취빈도는 ‘매일’ 5점, ‘주 5∼6회’ 4점, ‘주 3∼4회’ 3
점, ‘주 1∼2회’ 2점, ‘거의 먹지 않음’ 1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3. 자료 분석 및 처리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2.0 version을 

이용하였으며 각 조사 항목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자택거주군과 자취

군, 기숙사거주군 간의 항목별 분포비율에 대한 비

교는 χ2-test를 통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고, 편의식

품의 중요도 인식, 선택기준, 섭취빈도에 대한 평균

치의 비교는 ANOVA test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였다. 편의식품의 섭취빈도와 중요도 

인식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구하였다.

결 과

1. 일반사항

조사대상자는 마산 · 창원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

인 학생들로 그 구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연구

대상자 572명 중 남자 307명으로 53.7%, 여자 265명
으로 46.3%였으며, 거주 형태를 보면 자택 거주자는 

51.9%, 자취생은 24.3%, 기숙사생은 23.8%였다.

2. 식행동 조사

1) 식사 및 간식 섭취 실태

조사대상자들의 정규식사와 간식에 대한 식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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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Self-boarding Dormitory Total χ
2-test

Frequency of meal 
(times/day)

≤1   9 ( 3.0)  13 ( 9.4)   2 ( 1.5)  24 ( 4.2)

 7.915***
2 124 (41.8)  87 (62.6)  58 (42.6) 269 (47.0)

3 146 (49.2)  34 (24.5)  67 (49.3) 247 (43.2)

≥4  18 ( 6.1)   5 ( 3.6)   9 ( 6.6)  32 ( 5.6)

Regularity of breakfast

Always  92 (31.1)  25 (18.0)  41 (30.1) 158 (27.7)

43.361***
Almost everyday  90 (30.4)  32 (23.0)  61 (44.9) 183 (32.0)

Sometimes  46 (15.5)  33 (23.7)  23 (16.9) 102 (17.9)

Rarely  68 (23.0)  49 (35.3)  11 ( 8.1) 128 (22.4)

Frequency of snack 
(times/day)

≤1  31 (10.5)  10 ( 7.2)  10 ( 7.4)  51 ( 8.9)

25.272***
2 170 (57.4)  50 (36.2)  65 (47.8) 285 (50.0)

3  53 (17.9)  46 (33.3)  32 (23.5) 131 (23.0)

≥4  42 (14.2)  32 (23.2)  29 (21.3) 103 (18.1)

Time of snack intake

Before breakfast   3 ( 1.0)   3 ( 2.2)   4 ( 3.0)  10 ( 1.8)

19.902**
After breakfast  20 ( 7.0)  18 (13.4)  13 ( 9.8)  51 ( 9.2)

After lunch 199 (69.3)  68 (50.7)  70 (52.6) 337 (60.8)

After dinner  65 (22.6)  45 (33.6)  46 (34.6) 156 (28.2)

**P＜0.01, ***P＜0.001

Table 2. Frequency of meals and snack.
N (%)

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일 식사 횟수가 

‘하루 세 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조사대상자

의 4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1일 식사횟수

는 거주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P＜0.001). 1일 3
회로 응답한 비율이 자취군에서 24.5%로서 자택이

나(49.2%) 기숙사 거주군(49.3%)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아침식사의 섭취 상황은 매일 먹는 비율이 27.7%, 

거의 매일 먹는 비율이 32.0%, 가끔은 17.9%, 거의 

먹지 않는다는 22.4%로 나타났으며, 거주형태에 의

해 영향을 받았다(P＜0.001). 아침식사를 ‘거의 먹지 

않는다’는 응답은 자취군이 35.3%로서 자택거주군

(23.0%)과 기숙사 거주군(8.1%)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1일 간식 횟수는 ‘하루 두 번’이 50.0%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거주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P＜ 

0.001). ‘하루 세 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취군은 

33.3%로서 자택 거주군(17.9%)과 기숙사 거주군(23.5%)

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간식을 먹는 시기는 ‘점심식사 후’가 60.8%로 가

장 높았으며 ‘저녁식사 후(28.2%)’, ‘아침식사 후

(9.2%)’, ‘아침식사 전(1.8%)’ 순으로 나타났다. ‘점심

식사 후’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택거주군은 69.3%로

서 기숙사군(52.6%)과 자취군(50.7%)에 비해 높게 나

타났으며, 거주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P＜0.01).

2) 결식 이유 및 식생활 문제점

조사대상자들의 식행동 중 결식의 이유와 스스로 

자각하는 식생활의 문제점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

사한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결식의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
신의 식생활 중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하여 ‘불규칙한 

식사’라는 응답이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식(31.8%)’, ‘편식(18.7%)’, ‘간식의 과잉섭취(13.6%)’, 
‘결식(13.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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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ason for skipping meals and problem of dietary habits (multiple response).

Home Self-boarding Dormitory Total χ
2-test

Intake time

 Breakfast  17 ( 5.8)  9 ( 6.5)  5 ( 3.8)  31 ( 5.5)

22.253**
 Lunch 135 (45.9) 43 (30.9) 43 (32.6) 221 (39.1)

 Dinner  44 (15.0) 42 (30.2) 27 (20.5) 113 (20.0)

 Snack  98 (33.3) 45 (32.4) 57 (43.2) 200 (35.4)

Check up manufacturing 
date

 Always  88 (29.8) 44 (31.7) 32 (23.9) 164 (28.9)

 3.244 Sometimes 135 (45.8) 67 (48.2) 66 (49.3) 268 (47.2)

 Never  72 (24.4) 28 (20.1) 36 (26.9) 136 (23.9)

Cooking method

 Without cooking  80 (27.3) 31 (22.3) 35 (26.3) 146 (25.8)

11.888
 Microwave oven 154 (52.6) 62 (44.6) 74 (55.6) 290 (51.3)

 Boiling  50 (17.1) 37 (26.6) 19 (14.3) 106 (18.8)

 Fry or broil   9 ( 3.1)  9 ( 6.5)  5 ( 3.8)  23 ( 4.1)

**P＜0.01

Table 3. Consumption pattern of convenience foods.
N (%)

3. 편의식품 이용 현황 및 섭취빈도

1) 편의식품 이용방법

편의식품을 이용하는 시간, 유통기한 확인 여부 

및 조리방법에 대해 Table 3에 나타내었다.
편의식품 이용시간은 점심이 39.1%로 가장 높았

고, 간식(35.4%), 저녁(20.0%), 아침(5.5%) 순으로 나

타났으며, 거주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P＜0.01). 
점심시간에 이용하는 비율은 자택거주군(45.9%)이, 
저녁시간에 이용하는 비율은 자취군(30.2%)이, 간식

시간에 이용하는 비율은 기숙사 거주군(43.2%)이 다

른 두 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유통기한 확인 여부는 ‘경우에 따라 확인한다

(47.2%)’, ‘매번 확인한다(28.9%)’, ‘확인하지 않는다

(23.9%) 순으로 나타났으며, 거주군 간 차이는 없었다.
편의식품 조리방법은 ‘전자레인지 사용’이 51.3%, 

‘그대로 먹는다’는 25.8%, ‘끓이거나 삶는다’는 18.8%, 
‘튀기거나 굽는다’는 4.1% 순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2) 구입동기 및 문제점

Table 4에는 편의식품의 구입동기 및 문제점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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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Self-boarding Dormitory Total F-value

 Taste 4.19±0.8111) 4.15±0.92 4.11±0.86 4.17±0.84 0.452

 Sanitation 4.10±0.91 3.95±1.07 4.07±0.99 4.06±0.97 1.099

 Manufacturing date 4.05±0.98 3.97±1.05 3.93±1.04 4.01±1.01 0.726

 Price 3.87±0.97 3.93±0.97 3.90±1.01 3.89±0.97 0.203

 Simple cooking method 3.61±0.93 3.62±0.98 3.60±1.03 3.61±0.97 0.018

 Nutrition 3.47±1.07 3.53±1.12 3.71±1.00 3.54±1.07 2.285

 Packing and design 3.07±0.99 2.97±1.07 3.04±1.03 3.04±1.01 0.425

 Brand 2.92±1.01 2.91±1.08 3.01±1.16 2.94±1.06 0.373
1) Score scales: 1 (never important)∼5 (very important)

Table 5. Importance scoring of convenience food.
Mean±SD

Home Self-boarding Dormitory Total χ
2-test

Motivation 
of consumption

Taste  24 ( 8.2)  8 ( 5.8) 14 (10.5)  46 ( 8.1)

 7.745

Convenience 191 (65.2) 97 (70.3) 83 (62.4) 371 (65.8)

Price  38 (13.0) 11 ( 8.0) 19 (14.3)  68 (12.0)

Nutrition   2 ( 0.7) 0 0   2 ( 0.4)

Others  38 (13.0) 22 (15.9) 17 (12.8)  77 (13.7)

Barrier

High price  65 (22.2) 41 (29.5) 39 (29.5) 145 (25.7)

36.288***

Difficulty of cooking method   7 ( 2.4) 13 ( 9.4) 15 (11.4)  35 ( 6.2)

Nutrition unbalance 143 (48.8) 45 (32.4) 53 (40.2) 241 (42.7)

Unfaithful packing  10 ( 3.4)  2 ( 1.4)  3 ( 2.3)  15 ( 2.7)

Tasteless  29 ( 9.9) 25 (18.0) 11 ( 8.3)  65 (11.5)

Restriction of kind  32 (10.9) 10 ( 7.2)  7 ( 5.3)  49 ( 8.7)

Packing unit incompatible   7 ( 2.4)  3 ( 2.2)  4 ( 3.0)  14 ( 2.5)

***P＜0.001

Table 4. Motivation and barrier of convenience food consumption.
N (%)

타내었다.
편의식품 구입 동기는 ‘조리가 간편하다’가 65.8%

로 가장 높았고, ‘기타(13.7%)’, ‘가격이 적당하다

(12.0%)’, ‘맛이 좋다(8.1%)’, ‘영양이 풍부하다(0.4%)’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편의식품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2.7%

가 ‘영양의 불균형’을 꼽았으며, 거주형태에 의해 영

향을 받았다(P＜0.001). 영양불균형이라 응답한 비율

이 자택거주군은 48.8%로서 자취군(32.4%)과 기숙사

군(4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 편의식품의 속성별 중요도 인식과 선택기준

편의식품의 속성별 중요도 인식에 대해 5점 척도

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제품의 맛

(4.17), 위생(4.06), 제조일자(4.01), 가격(3.89), 조리법

의 간편성(3.61), 영양(3.54), 포장용기 및 디자인(3.04), 
상표(2.94)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거주형태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6은 편의식품 구입 시 선택 기준에 대해 5

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

낸 항목은 제품의 가격(3.91)이며 그 다음으로 제조

일자(3.78)와 제품의 성분(3.67), 제품의 포장상태(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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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Self-boarding Dormitory Total F-value

 Price 3.86±0.971) 4.01±0.95 3.93±0.97 3.91±0.96 1.076

 Manufacturing date 3.81±1.15 3.76±1.15 3.72±1.14 3.78±1.14 0.357

 Ingredient 3.68±1.04 3.58±1.14 3.69±1.04 3.67±1.06 0.506

 Packing condition 3.68±0.99 3.70±1.07 3.58±1.01 3.66±1.01 0.549

 Cooking method 3.17±0.96 3.27±1.08 3.28±1.07 3.22±1.01 0.700

 Brand 2.95±1.08 3.01±1.04 3.07±1.08 2.99±2.12 0.598
1) Score scale: 1 (never important)∼5 (very important)

Table 6. Criterion scoring of convenience food selection.
Mean±SD

Home Selfoboarding Dormitory Total F-value

Frozen food

Fried 1.94±0.801) 1.82±0.86 1.91±0.94 1.91±0.85 0.941

Mandoo 1.63±0.78 1.55±0.66 1.60±0.77 1.61±0.76 0.528

Pilaff 1.32±0.57a2) 1.40±0.70a 1.55±0.82b 1.39±0.68 5.718**

Meat 1.81±0.85 1.86±0.80 1.89±0.93 1.84±0.85 0.448

Sub total 1.67±0.57 1.66±0.54 1.74±0.72 1.69±0.60 0.704

Canned food

Meat 1.59±0.74 1.76±0.96 1.67±0.84 1.65±0.82 2.181

Sea food 1.46±0.79 1.55±0.89 1.48±0.78 1.49±0.82 0.589

Vegetable 1.43±0.79a 1.49±0.97a 1.68±0.89b 1.50±0.86 3.870*

Fruit 1.40±0.70a 1.43±0.82a 1.63±0.96b 1.47±0.80 4.095*

Sub total 1.47±0.57 1.56±0.73 1.61±0.67 1.53±0.64 2.582

Refrigeration food

Kimchi 1.61±1.05a 1.75±1.08a 2.10±1.30b 1.75±1.13 8.853***

Smoked meat 2.01±0.87 1.98±0.92 2.00±0.96 2.01±0.90 0.072

Fish paste 1.89±0.83 1.84±0.88 1.90±0.89 1.88±0.86 0.163

Sub total 1.84±0.72 1.86±0.76 2.00±0.85 1.88±0.76 2.236

Instant food

Packing rice 1.20±0.53a 1.43±0.88b 1.40±0.71b 1.30±0.67 7.182**

Ramyon 2.13b±0.93a 2.32±0.95b 1.97±1.01a 2.12±0.95 4.523*

Ramyon cups 2.00±0.86a 2.21±0.89b 2.53±0.93c 2.18±0.91 16.767***

Cereal 1.58±0.84 1.54±0.87 1.70±0.95 1.60±0.87 1.271

Sub total 1.73±0.49a 1.88±0.52b 1.90±0.58b 1.81±0.52 6.097**

Convenience store 
food

Kimbab 2.23±0.86 2.17±0.81 2.29±0.93 2.24±0.86 0.678

Sandwich 1.74±0.88 1.81±0.88 1.94±0.93 1.82±0.89 2.377

Hamburg 1.58±0.78a 1.81±0.92b 1.66±0.90ab 1.66±0.85 3.586*

Sub total 1.85±0.62 1.93±0.70 1.96±0.69 1.91±0.66 1.329
1) Score scale: 1 (rarely), 2 (1∼2 times/week), 3 (3∼4 times/week), 4 (5∼6 times/week), 5 (everyday)
2) Superscripts with different alphabets in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P＜0.001

Table 7. Frequency score of convenience food intake.
Mean±SD

제품의 조리방법(3.22), 상표(2.99) 순으로 나타났으

며, 거주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4) 편의식품 섭취빈도

거주형태에 따른 편의식품의 섭취빈도를 5점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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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편의식품 섭취

빈도가 ‘매일’이면 5점, ‘주 5∼6회’이면 4점, ‘주 3∼
4회’이면 3점, ‘주 1∼2회’이면 2점, ‘거의 먹지 않는

다’는 1점으로 점수화하여 식품군 간의 상대적인 비

교 평가를 하였다. 조사대상자 전체의 편의식품군별 

섭취빈도에서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냉장식품, 즉석

식품, 냉동식품, 통조림 순으로 조사되었다. 세부품

목별 섭취 빈도에서는 김밥류, 컵라면, 봉지라면, 훈
제육류, 냉동튀김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어 편의점 

김밥과 라면을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군별 차이를 살펴보면, 편의식품군 중 즉석식

품의 섭취빈도가 자택거주군에 비해 자취군과 기숙

사군에서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0.01). 세부품목별로 살펴보면, 냉동볶음밥은 자택거

주군과 자취군에 비해 기숙사군에서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P＜0.01). 채소통조림과 과일통조림은 

자택거주군과 자취군에 비해 기숙사군에서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포장 김치는 기숙사군

이 자택거주군과 자취군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으며(P＜0.001), 포장밥은 자취군과 기

숙사군에 비해 자택거주군의 섭취빈도가 유의적(P＜ 
0.01)으로 낮게 나타났다. 봉지라면은 자취군이 자택

거주군과 기숙사군보다 유의적(P＜0.05)으로 높았다. 
컵라면은 기숙사군이 자취군과 자택거주군보다 높

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편의

점 햄버거는 자취군이 자택거주군보다 섭취빈도가 

높았다(P＜0.05).

고 찰

1. 거주형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식행동 분석

조사대상자들의 정규식사에 대한 조사 결과, 세 

끼 중 아침식사를 거의 매일 거르지 않고 먹는 학

생들의 비율이 조사대상자 전체의 27.7%에 불과하

여 충남지역 대학생들(Park & Kim 2005)의 37.1%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취군은 자택거주군과 기숙사군에 비해 하루 세 번 

식사하는 비율과 아침식사를 매일 먹는다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나(P＜0.001) 선행연구(Bae 등 

2007; Yang & Sohn 2009)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

러나 1일 간식섭취 횟수가 하루 세 번과 네 번이라

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군에 비해 자취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아침과 점심식사 사이에 간식

을 섭취하는 비율이 다른 군에 비해 유의적(P＜ 

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자취군의 식

사 결식이 높게 나타난 것과 연관지어 볼 때, 자취

군의 학생들이 식사의 결식을 간식으로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끼니를 결식하는 이유에 

대해 자택거주군과 자취군에서는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높은 반면, 기숙사군에서는 ‘잠을 자느라고’가 

가장 높게 나타나 삼척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Bae 등 2007)에서 자취군과 자택거주군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가, 기숙사군은 ‘귀찮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자신의 식생

활 중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하여 모든 군에서 과반 

수 이상이 ‘불규칙한 식사’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응답하여 광주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Kim 2003)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자택거주군에 비

해 자취군과 기숙사군은 ‘결식’이라고 응답한 비율

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07년 우리나라 국민건강 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에서도 전체 평균 아침결식

률이 21.4%인데 비해 20대의 결식률이 42.5%로 대

학생을 포함한 젊은 층의 아침결식률이 매우 높다

고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자취 및 기숙사 등의 생활

로 스스로 식사관리를 해야 하는 독립거주군의 경

우, 수면시간을 비롯한 흡연량 및 음주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Choi 등 2000; Hwang & Lee 2007) 자

유로운 식생활 패턴에 의해 영양소 섭취가 소홀해

지면서 자택거주군에 비해 낮은 영양소 및 식품섭

취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Yang & Shon 
2009). 아침을 결식하게 되면 과일, 생선, 두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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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제품을 낮게 섭취하는 등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

(Kim 등 2007) 두뇌활동과 학습성취 욕구가 저하되

며, 오전 간식을 섭취하게 되거나 점심식사 시 과식

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식습관의 변화를 유

도하기 위한 규칙적인 식사의 중요성과 올바른 간

식섭취에 대한 영양지도가 필요하겠다. 더불어 기숙

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늦잠을 자는 등 정해진 

식사시간을 놓치게 되면 식사를 거를 가능성이 크

므로(Ryu 등 2007), 대학식당의 운영시간 연장 및 

배식시간 외에 이용 가능한 식사 시설 마련 등 기

숙사생들의 식생활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거주형태에 따른 편의식품 이용 현황

편의식품을 이용하는 시간대를 살펴본 결과, 편의

식품 이용시간은 점심이 39.1%로 가장 높았고, 거주

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P＜0.01). 점심시간에 이

용하는 비율은 자택거주군(45.9%)이, 저녁시간에 이

용하는 비율은 자취군(30.2%)이, 간식시간에 이용하

는 비율은 기숙사 거주군(43.2%)이 다른 두 군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편의식품을 이용할 경우 유통기

한을 매번 확인하는 비율이 28.9%로 나타나 대전 · 
충남지역 대학생들의 과반수 이상이 ‘매번 확인한

다’고 응답한 결과(Jung 등 2002)와 비교해 유통기한 

확인에 낮은 관심을 보였으며, 경북지역 대학생들이 

식품구매 시 유통기한 및 제조 연월일을 가장 중요

한 식품정보로 여기는 것과 차이를 보였다(Lee 등 

2002). 편의식품 조리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끓이거나 삶는다는 응답

이 가장 높게 나온 Jung 등(2002)의 연구 결과와 차

이를 보였으나 남자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편의식의 

포장상태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는 형태

라는 보고(Lim 등 2005)와는 유사한 결과였다. 편의

식품 구입 동기에 대해 조리가 간편하여 구입한다

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시간이 부족하고 조리

방법에 대해 서툰 대학생들은 편의식품을 선택할 

때 조리의 편리성을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편의식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든 군에서 

영양의 불균형과 비싼 가격 순으로 많은 응답을 하

였으나 영양 불균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자택거주

군이, 비싼 가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자취군과 기

숙사거주군이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001). 이것은 자택거주자군은 편의식품을 간편

한 한 끼의 식사로 이용하는 경향이 크므로 영양적

인 문제에 대해 민감하였으며, 자취군과 기숙사군은 

편의식품을 한 끼 식사용이라기보다는 식간에 배고

픔을 줄이는 간식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크므로 가

격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보여진다.
편의식품의 속성별 중요도 인식과 선택기준을 5

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제품의 맛, 위생, 제조일자, 
가격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군별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학생들이 take-out food(Yu 등 2003)와 즉석섭취식

품(Chae 등 2008)을 구매할 때 음식의 질과 맛 등 

제품의 특성을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편의식품 구입 시 선택 기준에 대해 5
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모든 군에서 제품의 가격, 제조일자, 
제품의 성분, 제품의 포장상태 순으로 나타났으며 

거주군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편의식품 중요도

인식과 섭취기준을 살펴본 결과, 편의식품 구입 시

에는 제품의 가격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만 선택 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나 중요도 인식과 실제 편의식품 구입 기준

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이는 대전 · 충남지역 

대학생들은 제조일자, 위생, 맛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며 편의식품 구입 시 선택기준으로 제조일자, 
포장상태, 제품의 성분, 가격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

하여 편의식품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제품의 구

입 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한 Jung 등(2002)
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

요도인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인 맛이 선택

기준에서 제외되어 조사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편의식품의 섭취빈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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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편의식품군 중 편의점 패스트푸드, 냉장식품, 
즉석식품 순으로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조

림의 섭취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Moon 
등(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세부품목별로 살

펴보면 편의점 김밥, 컵라면, 봉지라면, 훈제육류, 
냉동튀김류 순으로 높은 섭취빈도를 보여 광주지역 

대학생들이 김밥류, 컵라면, 냉동튀김, 봉지라면, 어

묵류 등의 순으로 편의식품을 섭취한다고 보고한 

Kim(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서울 · 경기지

역 대학생들의 편의식품 섭취빈도 조사에서도 라면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숙사군과 자취군의 편의식품 섭취빈도가 자택거

주군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여 광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즉석식품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특히 세부품목에서 기숙사군의 컵라면(P＜0.05)과 자

취군의 봉지라면(P＜0.001)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대학생들이 편의식품 중 가장 많이 섭취하

는 것이 라면이라는 선행연구(Moon 등 1998; Kim 
& Jung 2002; Seo & Yoon 2004; Lim 등 2005) 결과

와 일치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은 식생활이 불규칙

하고 쉽고 빠르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

여 조리의 간편성을 장점으로 가진 편의식품을 한 

끼 식사 또는 간식으로 섭취하였다. 특히 자택에서 

거주하는 대학생들에 비해 스스로 식사를 관리해야 

하는 자취군과 기숙사군의 대학생들이 편의식품 섭

취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식생활면에서 

친구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편의식품 구

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Lim 등 2005). 
대학생들이 영양불균형을 편의식품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라면을 비롯한 편의식품의 잦은 

섭취는 열량과 나트륨, 지방을 과잉 섭취하기 쉽고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의 섭취는 부족되기 쉽다

(Lee 등 2009). 그러나 실제 편의식품에 대해 영양적

인 면보다는 맛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격이 

선택 기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의 식생활

에 대한 가치관이 식사를 할 때 ‘영양을 취하는 것’
에 가치를 두는 경우 편의식품의 이용도가 낮았으

며, ‘간단히 끝내는 것’과 ‘즐기기’에 가치를 두는 

경우 편의식품의 이용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

구(Moon 등 1998)를 통해 대학생들의 식생활에 대

한 가치관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식(食)교육

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학교식당

과 기숙사식당 등을 통해 영양표시제와 편의식품 

선택방법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영

양지식을 바탕으로 편의식품의 올바른 섭취를 유도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창원과 마산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보편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편의

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이나 유통점, 백
화점 등이 가까운 곳에 얼마나 입점해 있는가에 대

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마산, 창원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572명(남학생 307명, 여학생 265명)을 대상으로 자

택, 자취, 기숙사 등의 다양한 거주형태가 대학생들

의 식습관 및 편의식품 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였다. 이들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영양교육의 기초자

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는 남학생 53.7%, 여학생 46.3%였으며 

자택거주자가 51.9%, 자취생은 24.3%, 기숙사생은 

23.8%였다. 다른 군에 비해 자취군은 아침식사를 

매일 먹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낮고 간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결식의 이

유로 자택 거주군과 자취군은 시간이 없어서, 기
숙사군은 잠을 자느라고 결식한다고 응답한 비율

이 높았으며, 자신의 식생활 중 개선해야 할 점



J Korean Diet Assoc 16(3):279-290, 2010 | 289

에 대해 모든 군에서 과반 수 이상이 불규칙한 

식사를 지적하였다.
2. 편의식품을 이용하는 시간은 거주형태에 의해 영

향을 받았다(P＜0.01). 점심시간에 이용하는 비율

은 자택거주군(45.9%)이, 저녁시간에 이용하는 비

율은 자취군(30.2%)이, 간식시간에 이용하는 비율

은 기숙사 거주군(43.2%)이 다른 두 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유통기한을 매번 확인하는 비율

이 28.9%에 불과하여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확인

이 저조하였으며, 편의식품 조리방법은 전자레인

지 사용이 51.3%로 가장 높았다.
3. 편의식품의 구입 동기는 조리가 간편하다는 응답

이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편의식품의 

문제점으로는 42.7%가 ‘영양의 불균형’을 들었으

며 자택거주군이 유의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P＜0.001).
4. 편의식품의 속성별 중 제품의 맛, 위생, 제조일자

를 중요시하는 인식이 높은 반면, 편의식품 구입 

시 선택의 기준은 제품의 가격과 제조일자를 중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주군 간

의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5. 편의식품의 섭취빈도를 살펴보면, 자취군과 기숙

사군이 자택거주군에 비해 즉석식품의 섭취빈도

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기숙사군은 컵라

면, 포장김치, 냉동볶음밥, 채소 · 과일 통조림에

서, 자취군은 봉지라면에서 다른 군에 비해 유의

적으로 높은 섭취빈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자취생과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

생들이 자택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에 비해 편의식품 

섭취빈도가 높고, 특히 라면의 섭취가 많아 영양불

균형이 우려된다. 한 끼 식사 또는 간식으로 자주 

이용되는 편의식품을 선택함에 있어 영양적인 면보

다는 맛과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나 편의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균형있는 식사 섭

취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영양교육의 활성화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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