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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the dietary habits of women's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 to resi-
dence type. The subjects were 140 females divided into four groups. The first group consisted of students re-
siding at home with their parents (home, n=39), the second group consisted of students residing in a dormi-
tory (dormitory, n=34), the third group consisted of students residing in a boarding house (boarding, n=36), 
and the fourth group consisted of self-boarding students (self-boarding, n=31). The average age was 21.9 
years, and the BMI levels of the groups were 20.8 kg/m2, 19.6 kg/m2, 20.5 kg/m2, and 19.7 kg/m2, 
respectively. The ‘home’ group had higher dietary regularity than the other groups (P＜0.05). The boarding 
group and self-boarding group were more likely to eat out and skip breakfast than the home and dormitory 
groups (P＜0.05). All groups indicated that frequency of snacking was higher than 1 time per da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The dormitory and boarding groups spent less time consum-
ing meals than the other groups. In conclusion, women's university students show different dietary behaviors 
according to residence type. Especially, the dormitory, boarding, and self-boarding groups need to improve 
their dietary habits through high quality education and nutritional support at college cafeter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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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학생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연령대

로서 활동영역과 활동 시간, 주거 형태까지 변화되

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대학생 식생활은 성인기의 올바른 건강관리와 식생

활을 유지하기 위해 기초가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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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패턴의 변화로 식습관이 불규칙해지고, 건강의 

위협을 초래하기도 한다(Jung 2005). 또한 중, 고등

학생 때와 같이 부모나 학교 급식으로 인해 통제되

었던 식생활과 규칙적인 수업시간은 대학생이 되면

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식사를 거르고 인스턴트식

품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

습관을 갖게할 수 있다. 
대학생이 되면 학교의 위치 변화로 인해 거주 형

태가 자택, 자취, 하숙, 기숙사 등으로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개인의 식습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부모에게서 독립한 대학생의 경우 인스턴트식

품이나 즉석 조리 식품을 섭취하는 횟수나 외식의 

빈도가 높았으며 아침을 거르는 등의 좋지 않은 식

습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등 2000; Bae 등 

2007). Yang & Sohn(2009)의 연구에 의하면 익산지

역 대학생의 거주형태에 따라 식습관 및 영양상태

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자취하고 있는 대학생

의 경우에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잡

힌 영양소 섭취가 어려워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인

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식사의 규칙성과 식

사 구성을 평가하는 식습관 점수는 자택 거주 대학

생이 자취 대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과일이나 유제품의 섭취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등 2004). 일부 연구에 의하면

(Kim 2004; Jung 2005) 기숙사나 하숙생활을 하는 

대학생이 자택 거주 대학생과 자취 대학생과 비교

해 좀 더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갖고 있으며 비교

적 아침 결식 확률도 낮다고 보고하였으나, Ryu 등
(2007)의 연구에 의하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학

생의 경우도 아침 결식 확률이 높았으며 간식 위주

의 식습관을 갖고 있어 양질의 영양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대생의 경우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거주형태에 따른 식습관 및 영양소 섭취 상

태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였다고 판단하기

는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거주 형태에 따라서 식습

관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영양 상태에도 변화를 

초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일부 지역의 거주형

태의 변화로 인해 식습관에 어떤 변화가 야기되는

지 자택, 자취, 하숙, 기숙사 거주 여대생을 대상으

로 식사 형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여대생의 거주 

형태에 따른 식생활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 중인 여대생 

14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택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n=39),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n=34), 하숙

하는 여대생 군(n=36), 자취하는 여대생 군(n=31)으
로 구분하였다. 조사는 정규 학기 후반부인 2010년 

6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7월에 완료하였

다. 설문지 작성은 대학생의 식습관을 조사하기 위

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Oh 2009; Choi 등 2010; Jin 
& You 2010) 여대생들에게 거주 형태를 묻고 설문

지를 배부한 뒤, 문항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정확히 

인지한 학생들에 한하여 설문을 진행하였고 자기기

입법으로 진행한 후 수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으

며 140부 진행한 결과 100% 회수하였으며 불완전한 

설문지는 없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일반적 내용 및 설문조사

조사대상자의 나이, 학년, 키, 체중과 같은 개인 정

보와 주거형태, 한 달 생활비, 기상 및 취침시간 등 

일반사항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자가 직접 교

내에서 연구대상자를 만나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

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키와 체중으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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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2)를 측정하였다. BMI는 18.5 미만을 저체중, 18.5
∼22.9을 정상범위, 23∼24.9을 비만위험체중(과체중), 
25∼29.9을 비만, 30 이상을 과도한 비만으로 판정하

였다(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10).

2) 식습관 조사

식습관에 대한 설문 내용 중 식사의 규칙성은 식

사 시간이 일정하고, 일 3회의 식사를 하는지 여부

를 설문하였다. ‘주 0∼2일’, ‘주 3∼5일’, ‘주 6∼7
일’ 3단계로 작성하였고 과식의 여부를 묻고 과식의 

이유는 ‘음식이 맛있어서’, ‘배가 고파서’, ‘지금 먹

지 않으면 언제 먹을지 모르므로’, ‘분위기에 따라’, 
‘기타’로 분류하였다. 또한 외식의 횟수를 묻고 외식 

시간대와 선호식단, 외식 시 함께하는 집단과 외식

의 이유,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문하였다. 아침식사 

여부와 아침식사의 형태를 ‘한식’, ‘샌드위치’, ‘죽’, 
‘시리얼’, ‘기타’의 5가지로 작성하였으며(Lee 등 

1996; Shim 등 2007)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응

답한 연구 대상자에게는 그 이유를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아침식사거리가 없어서’, 
‘체중조절 때문에’, ‘기타’의 5가지로 분류하여 조사

하였다. 저녁식사에 관한 조사에서는 저녁식사 여부, 
저녁식사의 형태를 ‘밥’, ‘가공식품(레트로트 식품, 
라면 등)’, ‘떡’, ‘빵’, ‘채소/과일’, ‘기타’ 등 6가지로 

분류(Lee 등 1996)하였으며 저녁식사를 하지 않는 

연구 대상자에게는 그 이유를 ‘입맛이 없어서’, ‘시
간이 없어서’, ‘저녁식사거리가 없어서’, ‘체중조절 

때문에’, ‘기타’의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문하였

다. 간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간식 섭취 횟수 ‘하루 

1번 이하’, ‘하루 2∼3번’, ‘하루 4∼5번’, ‘하루 6번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간식을 먹는 이유에는 ‘배가 

고파서’, ‘습관적으로’, ‘영양 보충을 위해’, ‘호기심

으로’, ‘기타’의 5가지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선호하

는 간식에 대한 문항은 ‘채소, 과일류’, ‘분식류’, ‘과
자류’, ‘빵류’, ‘떡류’, ‘음료’, ‘인스턴트식품(햄버거, 
피자 등)’, ‘초콜릿, 사탕류’, ‘기타’ 중 채택하게 하

였으며 선호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또한 Bae 

& Kim(2009)의 연구 논문에 제시된 여대생의 식습

관에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커피에 대해 

문항을 만들어서 조사하였다. 하루에 섭취하는 커피 

잔 수는 ‘마시지 않는다.’ ‘하루 1잔 이하’, ‘하루 2
∼3잔’, ‘하루 4∼5잔’, ‘하루 5잔 이상’의 5가지 항

목으로 조사하였고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피곤해

서’, ‘맛있어서’, ‘습관적으로’, ‘음료 대용’, ‘기타’의 

5가지로 나누어서 설문하였으며 선호하는 커피종류

에서 take out점 커피를 선택한 군에 대해 즐겨 마시

는 커피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3) 식행동 조사

식행동에 관한 조사는 음식을 남기는 습관이 있

는지, 남긴다고 응답한 연구 대상자에 한하여 그 이

유를 묻고 편식 여부를 설문하였다. 또한 식사 시 

행동에 대해 ‘식사만 한다’, ‘대화를 하며 식사한다’, 
‘TV나 책을 보며 식사한다’, ‘기타’의 4가지로 나누

어 조사하였으며 식사 속도에 대해 설문하였다. 

3. 통계처리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SPSS 18.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네 집

단의 평균치 비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방법을 이용하여 유의성

을 분석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의 평균 

나이는 21.9세로써 대부분 1학년에서 4학년 사이의 

학생으로 20대 초반의 집단 분포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신체계측사항에 대한 연구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평균 체중, 신장, 체질량 지수는 자택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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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n=39)

Dormitory
(n=34)

Boarding
(n=36)

Self-Boarding
(n=31)

Total
(n=140) P-value

Weight (kg)  55.0±6.04NS  52.2±5.17  54.1±5.73   51.6±7.59  53.2 0.729

Height (cm) 162.5±4.78NS,1) 162.8±4.77 162.4±5.20  161.5±3.93 162.3 0.074

BMI2) (kg/m2)  20.8±2.02a,3)  19.6±1.64b  20.5±2.22ab   19.7±2.32b  20.2 0.047
1) NS: not significant
2) Body Mass Index
3) a, b: Different letter indicates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one-way ANOVA and Duncan test

Table 1. Weight, height, BMI of subjects by residence type.

Home
(n=39)

Domitory
(n=34)

Boarding
(n=36)

Self-Boarding
(n=31)

Total
(n=140) P-value

Cost of living
 (won×105)

＜20  5 ( 12.8)1)  2 (  5.9)  0 (  0.0)  0 (  0.0)   7 (  5.0)

0.149

20∼30 11 ( 28.2)  8 ( 23.5) 10 ( 27.8)  6 ( 19.3)  35 ( 25.0)

31∼40  9 ( 23.1) 15 ( 44.1) 10 ( 27.8) 10 ( 32.3)  44 ( 31.4)

41∼50  8 ( 20.5)  5 ( 14.7) 13 ( 36.1)  7 ( 22.6)  33 ( 23.6)

≥50  6 ( 15.4)  4 ( 11.8)  3 (  8.3)  8 ( 25.8)  21 ( 15.0)

Rising hour

Before 6 a.m.  6 ( 15.4)  1 (  2.9)  4 ( 11.1)  1 (  3.2)  12 (  8.6)

0.050

6∼7 a.m. 10 ( 25.7)  7 ( 20.6)  4 ( 11.1)  3 (  9.7)  24 ( 17.1)

7∼8 a.m. 13 ( 33.3)  6 ( 17.6) 14 ( 38.9) 12 ( 38.7)  45 ( 32.1)

8∼9 a.m.  5 ( 12.8) 14 ( 41.2) 11 ( 30.6) 12 ( 38.7)  42 ( 30.0)

After 9 a.m.  5 ( 12.8)  6 ( 17.6)  3 (  8.3)  3 (  9.7)  17 ( 12.2)

Bed time

Before 9 p.m.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0.593

 9∼10 p.m.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10∼11 p.m.  1 (  2.6)  0 (  0.0)  0 (  0.0)  2 (  6.5)   3 (  2.1)

11∼12 p.m. 10 ( 25.0)  8 ( 23.5)  6 ( 16.7)  5 ( 16.1)  29 ( 20.7)

After 12 a.m. 28 ( 71.8) 26 ( 76.5) 30 ( 83.3) 24 ( 77.4) 108 ( 77.2)

Total 39 (100.0) 34 (100.0) 36 (100.0) 31 (100.0) 140 (100.0)
1) N (%)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residence type.

는 여대생 군이 각각 55.0 kg, 162.5 cm, 20.8 kg/m2이

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은 52.2 kg, 162.8 cm, 
19.6 kg/m2으로 조사되었고 하숙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54.1 kg, 162.4 cm, 20.5 kg/m2이며 자취하는 여

대생 군은 51.6 kg, 161.5 cm, 19.7 kg/m2으로 BMI의 

경우 각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 

정상 BMI에 속하였다(P＜0.05). 하지만 기숙사에 거

주하는 여대생 군과 하숙하는 여대생 군, 자취하는 

여대생 군은 자택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에 비해 BMI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식습관 및 영양상태와 상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대상자들의 한 달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택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한 달 용돈이 ‘20∼30만원’인 경우가 조사대상자 39
명 중 11명으로(28.2%)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은 34명 중 ‘31∼40만
원’인 경우가 15명(44.1%)으로 가장 많았다. 하숙하

는 여대생 군에는 전체 36명 중 가장 높은 분포인 

13명이(36.1%) ‘41∼50만원’이라고 응답하였다. 자취

하는 여대생 군은 31명 중 10명인 32.3%의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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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n=39)

Dormitory
(n=34)

Boarding
(n=36)

Self-Boarding
(n=31)

Total
(n=140) P-value

Regularity 
 of meals
 (per week)

0∼2 days  4 ( 10.3)1)  1 (  2.9)  5 ( 13.9)  6 ( 19.4)  16 ( 11.4)

0.0033∼5 days  8 ( 20.5) 12 ( 35.3) 18 ( 50.0) 16 ( 51.6)  54 ( 38.6)

6∼7 days 27 ( 69.2) 21 ( 61.8) 13 ( 36.1)  9 ( 29.0)  70 ( 50.0)

Frequency 
 of overeating
 (per week)

0∼2 days 32 ( 82.0) 28 ( 82.4) 29 ( 80.6) 22 ( 71.0) 111 ( 79.3)

0.7763∼5 days  5 ( 12.8)  6 ( 17.6)  7 ( 19.4)  9 ( 29.0)  27 ( 19.3)

6∼7 days  2 (  5.2)  0 (  0.0)  0 (  0.0)  0 (  0.0)   2 (  1.4)

Reason 
 of overeating

Delicious foods 23 ( 59.0) 22 ( 64.7) 18 ( 50.0) 15 ( 48.4)  78 ( 55.7)

0.197

Starving  5 ( 12.8)  8 ( 23.5)  4 ( 11.1)  5 ( 16.1)  22 ( 15.7)

No chance to eat  4 ( 10.2)  2 (  5.9)  5 ( 13.9)  4 ( 12.9)  15 ( 10.7)

Atmosphere  2 (  5.1)  0 (  0.0)  4 ( 11.1)  3 (  9.7)   9 (  6.4)

Others  1 (  2.7)  2 (  5.9)  0 (  0.0)  4 ( 12.9)   7 (  5.0)

No overeating  4 ( 10.2)  0 (  0.0)  5 ( 13.9)  0 (  0.0)   9 (  6.4)

Frequency 
 of eating out
 (per week)

0∼2 days 19 ( 48.7) 17 ( 50.0) 10 ( 27.8)  9 ( 29.0)  55 ( 39.3)

0.0263∼5 days 17 ( 43.6) 13 ( 38.2) 16 ( 44.4) 16 ( 51.6)  62 ( 44.3)

6∼7 days  3 (  7.7)  4 ( 11.8) 10 ( 27.8)  6 ( 19.4)  23 ( 16.4)

Reason 
 of eating out

Don't have 
 something to eat  3 (  7.7)  5 ( 14.7)  6 ( 16.7)  5 ( 16.1)  19 ( 13.6)

0.156

Appointment with friend 16 ( 41.0) 11 ( 32.4) 12 ( 33.3) 16 ( 51.6)  55 ( 39.3)

Too many 
 outdoor activities  8 ( 20.5) 11 ( 32.4) 15 ( 41.7)  7 ( 22.6)  41 ( 29.3)

Delicious foods  9 ( 23.1)  4 ( 11.7)  2 (  5.5)  1 (  3.2)  16 ( 11.4)

Others  3 (  7.7)  3 (  8.8)  1 (  2.8)  2 (  6.5)   9 (  6.4)

Total 39 (100.0) 34 (100.0) 36 (100.0) 31 (100.0) 140 (100.0)
1) N (%)

Table 3. Dietary habits of subjects by residence type.

‘31∼40만원’의 생활비를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였으

며 각 군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기상시간의 경우 자택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 하

숙하는 여대생 군,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 
자취하는 여대생 군의 순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

였으며(P＜0.05) 취침시간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식습관 특성

조사대상자의 식습관에 관한 설문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가에 관한 물음에

서는 자택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가장 높은 

응답률인 69.2%가 한 주 동안 6∼7일간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고 답하였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도 61.8%가 한 주 동안 6∼7일을 규칙적

으로 식사한다고 답하였다. 반면 하숙하는 여대생 

군은 한 주 동안 3∼5일간 규칙식사를 한다고 대답

한 의견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취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에서도 한 주 동안 3∼5일 규칙적

인 식사를 한다는 의견에 51.6%가 응답하여 자택과 

기숙사 거주 군에 비해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과식 여부에 관한 질문에

는 모든 군에서 과반 수 이상의 조사대상자는 과식

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과식의 원인에 

대한 물음에서는 네 군 모두 ‘음식이 맛있어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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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n=39)

Dormitory
(n=34)

Boarding
(n=36)

Self-Boarding
(n=31)

Total
(n=140) P-value

Frequency 
 of breakfast
 (per week)

0∼2 times  9 ( 23.1)1)  9 ( 26.5) 10 ( 27.8) 12 ( 38.7)  40 ( 28.6)

0.0173∼5 times  7 ( 18.0) 17 ( 50.0) 20 ( 55.5) 14 ( 45.2)  58 ( 41.4)

6∼7 times 23 ( 59.0)  8 ( 23.5)  6 ( 16.7)  5 ( 16.1)  42 ( 30.0)

Frequency 
 of dinner
 (per week)

0∼2 times  1 (  2.6)  3 (  8.8)  0 (  0.0)  1 (  3.2)   5 (  3.6)

0.5043∼5 times 10 ( 25.6) 10 ( 29.4) 15 ( 41.7)  9 ( 29.0)  44 ( 31.4)

6∼7 times 28 ( 71.8) 21 ( 61.8) 21 ( 58.3) 21 ( 67.8)  91 ( 65.0)

Total 　 39 (100.0) 34 (100.0) 36 (100.0) 31 (100.0) 140 (100.0)
1) N (%)

Table 4. The frequence of breakfast and dinner according to residence type.

질문에 응답하였으나 하숙하는 여대생 군의 13.9%, 
자취하는 여대생 군의 12.9%가 ‘지금 먹지 않으면 

언제 먹을지 모르므로’에 답하여 다른 군에 비해 유

의적이진 않지만 다른 결과를 보였다. 
외식에 관한 설문에 관한 응답에서는 자택에 거주

하는 군은 일주일에 0∼2번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

자가 48.7%로 가장 높았으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

대생 군의 경우에서도 일주일에 0∼2번으로 응답한 

조사대상자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하숙

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일주일에 3∼5번으로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44.4%로 가장 높았고 자취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3∼5번 외식을 한

다는 응답자가 51.6%로 가장 높았다(P＜0.05). 모든 

군의 응답자는 외식은 주로 ‘친구와 함께 한다’는 의

견이 전체의 82.1%였으며 주로 외식은 저녁 시간에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2.9%를 차지하였다. 외식하는 

이유에 관한 물음에는 조사대상자 전체의 39.3%가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

다. 그러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에서는 

32.4%가 ‘주로 밖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

였으며 하숙하는 여대생의 군의 경우에는 ‘주로 밖

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1.7%로 

가장 많았고,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16.7%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자취하는 여대

생 군의 경우에서는 외식의 이유를 ‘친구들과의 약

속 때문’이라고 답하였으나 16.1%는 ‘집에 먹을 것

이 없어서’라고 대답하여 같은 질문에 대한 자택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의 응답률(7.7%)에 비해 높게 나타

났다. 외식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물음에서는 

전체 군의 68.6%가 ‘맛’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

로는 ‘가격’(20.0%), ‘영양’(7.1%), ‘분위기’(4.3%)라고 

조사되었다. 
아침 및 저녁 식사 여부 조사결과는 Table 4와 같

다. 거주군별 아침식사의 빈도수는 자택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59.0%가 주 6∼7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 
하숙하는 여대생 군, 자취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각

각 50.0%, 50.0%, 45.2%의 조사대상자 모두 주 3∼5
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여 자택 거주 군에 비

해 유의적으로 적은 응답을 보였다(P＜0.05). 모든 

군에서 아침식사는 주로 ‘한식’의 형태로 섭취한다

고 했으며 특히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군의 경

우 85% 이상이 한식을 한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자

취하는 여대생 군에서는 ‘시리얼’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한다는 응답이 25.8%로 다른 세 군에 비해 높

게 나타났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

문에는 표에 제시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없어서’라
고 대부분 응답하였고 특히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

대생 군에게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숙하는 

여대생 군과 자취하는 여대생 군의 응답에서는 ‘아
침으로 먹을거리가 없어서’라는 의견도 있었다. 저

녁식사에 대한 의견으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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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n=39)

Dormitory
(n=34)

Boarding
(n=36)

Self-boarding
(n=31)

Total
(n=140) P-value

Frequency of 
 having snack
 (per day)

≤1 times 17 ( 43.6)1) 15 ( 44.1) 18 ( 50.0)  9 ( 29.0)  59 ( 42.1)

0.659
2∼3 times 19 ( 48.7) 15 ( 44.1) 16 ( 44.4) 18 ( 58.0)  68 ( 48.6)

4∼5 times  2 (  5.1)  3 (  8.8)  1 (  2.8)  3 (  9.8)   9 (  6.4)

≥6 times  1 (  2.6)  1 (  3.0)  1 (  2.8)  1 (  3.2)   4 (  2.9)

Reason for 
 having snack

Hunger 16 ( 41.0) 18 ( 53.0) 13 ( 36.1) 14 ( 45.2)  61 ( 43.6)

0.730

Habit 17 ( 43.6) 15 ( 44.1) 16 ( 44.4) 13 ( 41.9)  61 ( 43.6)

Addition of nutrition  2 (  5.1)  0 (  0.0)  4 ( 11.1)  1 (  3.2)   7 (  5.0)

For curiosity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Others  3 (  7.7)  1 (  2.9)  1 (  2.8)  3 (  9.7)   8 (  5.7)

No snack  1 (  2.6)  0 (  0.0)  2 (  5.6)  0 (  0.0)   3 (  2.1)

Preference 
 snack item
 (select one 
 or more)

Fruits and vegetables  8 ( 18.6)  4 ( 10.0)  3 (  8.1)  5 ( 15.1)  20 ( 13.1)

0.941

Flour based food  2 (  4.7)  0 (  0.0)  3 (  8.1)  1 (  3.0)   6 (  3.9)

Cracker 12 ( 27.9) 18 ( 45.0) 11 ( 29.8)  9 ( 27.3)  50 ( 32.7)

Bread  7 ( 16.3)  3 (  7.5) 12 ( 32.4)  6 ( 18.2)  28 ( 18.3)

Rice bread  1 (  2.3)  1 (  2.5)  0 (  0.0)  0 (  0.0)   2 (  1.3)

Soft drinks  8 ( 18.6)  9 ( 22.5)  3 (  8.1)  7 ( 21.2)  27 ( 17.6)

Chocolates & candies  1 (  2.3)  1 (  2.5)  1 (  2.7)  3 (  9.1)   6 (  3.9)

Fast foods  4 (  9.3)  2 (  5.0)  3 (  8.1)  2 (  6.1)  11 (  7.2)

Others  0 (  0.0)  2 (  5.0)  1 (  2.7)  0 (  0.0)   3 (  2.0)

Total 43 (100.0) 40 (100.0) 37 (100.0) 33 (100.0) 153 (100.0)

Frequency of
 drinking
 coffee
 (per day)

None  7 ( 18.0) 12 ( 35.2)  4 ( 11.1)  3 (  9.8)  26 ( 18.6)

0.013

≤1 cup 15 ( 38.5) 18 ( 53.0) 23 ( 63.9) 16 ( 51.6)  72 ( 51.4)

2∼3 cups 17 ( 43.5)  4 ( 11.8)  8 ( 22.2) 12 ( 38.7)  41 ( 29.3)

3∼4 cups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5 cups  0 (  0.0)  0 (  0.0)  1 (  2.8)  0 (  0.0)   1 (  0.7)

Reason of 
 drinking coffee

Fatigue 14 ( 43.8) 11 ( 50.0)  9 ( 28.1)  7 ( 25.0)  41 ( 36.0)

0.916

Taste  5 ( 15.6)  5 ( 22.7)  7 ( 21.9)  6 ( 21.4)  23 ( 20.2)

Habit 12 ( 37.5)  6 ( 27.3) 11 ( 34.4) 14 ( 50.0)  43 ( 37.7)

Instead of 
 other beverage  1 (  3.1)  0 (  0.0)  5 ( 15.6)  1 (  3.6)   7 (  6.1)

Others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Total 32 (100.0) 22 (100.0) 32 (100.0) 28 (100.0) 114 (100.0)

The type of 
 favorite coffee

Instant  7 ( 21.9)  4 ( 18.2)  1 (  3.1)  1 (  3.6)  13 ( 11.4)

0.683

Vending machine  3 (  9.4)  2 (  9.1)  3 (  9.4)  2 (  7.1)  10 (  8.8)

Take-out 21 ( 65.6) 13 ( 59.1) 25 ( 78.1) 25 ( 89.3)  84 ( 73.7)

Can coffee  1 (  3.1)  3 ( 13.6)  3 (  9.4)  0 (  0.0)   7 (  6.1)

Others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Total 32 (100.0) 22 (100.0) 32 (100.0) 28 (100.0) 114 (100.0)

Total 　 39 (100.0) 34 (100.0) 36 (100.0) 31 (100.0) 140 (100.0)
1) N (%)

Table 5. Dietary habits of snack and coffee by residenc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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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군에서 대부분 저녁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저녁식사의 형태는 모든 군에서 주로 ‘밥’을 먹는 

한식으로 섭취한다고 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간식 및 기호식품 섭취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간식 및 기호식품 섭취 빈도 및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하루에 간식을 

섭취하는 횟수를 묻는 질문에 자택에 거주하는 학

생은 하루에 2∼3번 섭취한다는 응답이 48.7%를 차

지하였고 하루 1번 이하, 하루 4∼5번, 하루 6번 이

상이 그 뒤를 이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

의 결과 하루 1번 이하 섭취와 2∼3번 섭취한다는 

응답률이 모두 44.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하

루 4∼5번, 하루 6번 이상이라고 조사되었다. 하숙하

는 여대생 군의 경우는 하루 1번 이하 간식을 섭취

하는 응답자가 50.0%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하루 2∼3번이 44.4%로 높았고 하루 4∼5번, 하루 6
번 이상 순서로 응답하였다. 또한 자취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하루 2∼3번의 간식섭취를 하는 응답자

가 58.0%로 나타났으며 하루 1번 이하, 하루 4∼5번, 
하루 6번 이상 순서로 조사되었다. 간식을 섭취하는 

이유에 관한 설문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전체적으로 ‘배고파서’와 ‘습관적으로’에 응답률이 

모두 43.6%로 높게 나타났다. 자택에 거주하는 여대

생 군과 하숙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습관적으로’라
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각각 43.6%, 44.4%로 조

사되었다. 반면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과 자

취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배고파서’라고 응답한 학

생이(각각 53.0%, 45.2%)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선호하는 간식은(중복 선택 가능) 자택에 거주

하는 여대생 군은 ‘과자류’(27.9%), ‘과일’(18.6%), 
‘음료수’(18.6%)의 순으로 선택하였고 기숙사에 거주

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과자류’(45%), ‘음료수’ 
(22.5%), ‘과일’(10.0%)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하숙하는 여대생 군은 ‘빵류’(32.4%), ‘과자류’(29.8%)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자취하는 여대생 군에서는 ‘과

자류’(27.3%), ‘음료수’(21.2%), ‘빵류’(18.2%)의 순으

로 응답하였다.
커피섭취에 관한 조사에는 대부분의 조사대상자

들이 하루 1잔 이상의 커피를 섭취한다고 응답하였

으며 각 군별로는 자택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에서

는 43.5%, 하루 2∼3잔의 커피를 섭취한다고 답하였

다. 마시지 않는 응답자는 18.0%로 조사되었다. 기

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는 하루 한 잔 

이하 섭취한다고 53.0%가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35.2%가 마시지 않는다고 조사되어 자택 거주군에 

비해 기숙사 거주군의 커피 섭취량이 적었다. 하숙

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는 하루 한 잔 이하 섭취가 

63.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자취

하는 여대생 군은 하루 한 잔 이하 섭취 군이 

51.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하루 2∼3잔 

섭취한다는 응답자가 38.7%로 나타나 조사군 중 가

장 많이 커피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0.05). 커피를 한 잔 이상 섭취하는 응답자를 대상

으로 커피를 마시는 이유와 좋아하는 커피의 종류

에 대해 조사하였다. 커피를 마시는 이유로는 대부

분의 조사대상자는 ‘습관적으로’ 37.7%, ‘피곤해서’ 
36%, ‘맛있어서’ 20.2%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그밖에 

‘음료 대용’으로 섭취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선호 커

피는 자택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 하숙하는 여대생 군, 자취하는 여대생 군 

각각 65.6%, 59.1%, 78.1%, 89.3%가 take-out 커피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조사대상자의 식행동 특성

조사대상자의 식행동에 관한 결과는 Table 6과 같

다. 음식을 남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69.3%로 나타났으며 그 중 10.7%는 

거의 매번 음식을 남긴다고 응답하였다. 각 군에 따

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0.05) 기숙사에 거

주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79.4%가 음식을 남기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자취하는 여대생 군, 자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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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n=39)

Dormitory
(n=34)

Boarding
(n=36)

Self-Boarding
(n=31)

Total
(n=140) P-value

Leaving foods

None 13 ( 33.4)1)  7 ( 20.6) 13 ( 36.1) 10 ( 32.3)  43 ( 30.7)

  0.006Sometimes 21 ( 53.8) 18 ( 52.9) 23 ( 63.9) 20 ( 64.5)  82 ( 58.6)

Mostly  5 ( 12.8)  9 ( 26.5)  0 (  0.0)  1 (  3.2)  15 ( 10.7)

Reason of 
 leaving foods

Be filled 20 ( 76.9) 19 ( 70.4) 20 ( 87.0) 18 ( 85.7)  77 ( 79.3)

  0.437

Have no appetite  1 (  3.9)  3 ( 11.1)  1 (  4.3)  0 (  0.0)   5 (  5.2)

Have no time  0 (  0.0)  2 (  7.4)  0 (  0.0)  0 (  0.0)   2 (  2.1)

No reason  5 ( 19.2)  3 ( 11.1)  2 (  8.7)  3 ( 14.3)  13 ( 13.4)

Others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Total 26 (100.0) 27 (100.0) 23 (100.0) 21 (100.0)  97 (100.0)

Unbalanced diet

Heavy  3 (  7.7)  2 (  5.9)  3 (  8.3)  3 (  9.7)  11 (  7.8)

  0.627A little 10 ( 25.6) 15 ( 44.1)  6 ( 16.7)  9 ( 29.0)  40 ( 28.6)

No 26 ( 66.7) 17 ( 50.0) 27 ( 75.0) 19 ( 61.3)  89 ( 63.6)

Food item for 
 unbalanced 
 diet foods

Vegetable & fruit  5 ( 38.5)  6 ( 35.3)  1 ( 11.1)  2 ( 16.7)  14 ( 27.4)

  0.336

Fish  6 ( 46.1)  7 ( 41.2)  4 ( 44.5)  4 ( 33.3)  21 ( 41.2)

Meats  1 (  7.7)  1 (  5.9)  2 ( 22.2)  6 ( 50.0)  10 ( 19.6)

Kimchi  1 (  7.7)  3 ( 17.6)  1 ( 11.1)  0 (  0.0)   5 (  9.8)

Others  0 (  0.0)  0 (  0.0)  1 ( 11.1)  0 (  0.0)   1 (  2.0)

Total 13 (100.0) 17 (100.0)  9 (100.0) 12 (100.0)  51 (100.0)

Other behaviors 
 when eating 

Only eating  1 (  2.6)  8 ( 23.5) 16 ( 44.4)  6 ( 19.4)  31 ( 22.1)

＜0.001
With talking 25 ( 64.1) 19 ( 55.9) 13 ( 36.1) 15 ( 48.4)  72 ( 51.4)

With watching TV 
 & reading a book 13 ( 33.3)  7 ( 20.6)  7 ( 19.5)  9 ( 29.0)  36 ( 25.7)

Others  0 (  0.0)  0 (  0.0)  0 (  0.0)  1 (  3.2)   1 (  0.7)

Time for 
 consuming meal

≤10 minutes  2 (  5.1)  7 ( 20.6)  5 ( 13.9)  2 (  6.5)  16 ( 11.4)

  0.007
10∼20 minutes 19 ( 48.7) 22 ( 64.7) 20 ( 55.5) 12 ( 38.7)  73 ( 52.1)

20∼30 minutes 16 ( 41.1)  5 ( 14.7) 10 ( 27.8) 15 ( 48.3)  46 ( 32.9)

≥30 minutes  2 (  5.1)  0 (  0.0)  1 (  2.8)  2 (  6.5)   5 (  3.6)

Total 　 39 (100.0) 34 (100.0) 36 (100.0) 31 (100.0) 140 (100.0)
1) N (%)

Table 6. Dietary behaviors by resistance type.

거주하는 여대생 군, 하숙하는 여대생 군 순으로 음

식을 많이 남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음식을 

남기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는 ‘배불러서’가 전체

의 79.3%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이유 없이 그

만 먹고 싶어서’가 13.4%로 나타났다. 
편식에 관한 조사에서는 ‘편식하지 않는다’에 응답

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63.6%) 군별로 비교해 보면 

자택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66.7%의 조사 대

상자가 ‘편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

로 ‘편식하는 편이다’(25.6%), ‘편식이 심하다’(7.7%)로 

조사되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50.0%의 여대생이 편식하지 않았고 44.1%는 편식하

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하숙하는 여대생 군에서는 

75.0%가 편식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자취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도 편식하지 않는 조사대상자가 

61.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기숙사 군의 여대생

의 편식 정도가 다른 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편

식을 한다고 대답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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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선류’가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채소 및 과일류’가 27.4%, ‘고기

류’ 19.6%, ‘김치류’ 9.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식

사할 때의 행동은 ‘대화를 하며 식사한다’고 응답한 

여대생이 전체의 51.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는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식사한다’에 

25.6%, ‘식사만 한다’에 22.1%로 조사되었다. 기숙사

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에 있어서 다른 군에 비해 

‘식사만 한다’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차이를 

나타냈다(P＜0.001).
식사 시 걸리는 시간은 자택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48.7%가 ‘10∼20분’이 걸린다고 하였고 

41.1%는 ‘20∼30분’이 소요된다고 응답하여 식사시

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10∼20분’이 소요된다고 64.7%가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10분 미만’(20.6%), ‘20∼
30분’(14.7%)으로 조사되었다. 마찬가지로 하숙하는 

여대생의 경우도 ‘10∼20분’ 동안 식사한다는 응답

률이 55.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0∼30
분’ 소요가 27.8%를 차지하였다. 자취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는 ‘20∼30분’ 소요된다는 응답률이 48.3%
로 가장 높았으며 ‘10∼20분’이 38.7%로 다음을 차

지하였다(P＜0.05).

고 찰

본 연구는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에 위

치한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19∼24세 여대

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연구로써 자택, 기숙사, 하

숙, 자취의 거주 형태에 따라 식습관의 차이점에 대

해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31.4%가 한 달 용돈을 30∼

40만원가량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자택에 거주하

는 여대생 군에 비해 다른 세 군에서의 용돈 사용

이 더 많다고 조사되었다. 기상시간에 대한 조사에

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택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에서 가장 이른 시간에 기상한다고 응답하였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이나 자취하는 군에서 

가장 늦게 기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학교

와의 거리 및 부모님의 통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기상시간에 따라 아침 결식 여부 

결과가 비례적으로 조사되었는데, 기상시간에 따라 

자택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에서는 아침을 거의 먹

지 않는 학생이 23.1%으로 나타났지만 기숙사에 거

주하는 여대생 군 26.5%, 하숙하는 여대생 군 

27.8%, 자취하는 여대생 군 38.7%로 비교적 높게 조

사되었으며,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하였다. 이는 식사 시간이 정

해져 있는 기숙사나 하숙 생활을 하는 조사 대상자

에게서 주로 나타났으며 자취하는 조사 대상자는 

‘아침으로 먹을거리가 없어서’나 ‘귀찮아서’ 등의 의

견을 보였다. 대학생의 경우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

과 불규칙한 수업시간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식사

를 거르는 횟수가 많고 영양의 불균형을 이룬다는 

연구결과(Park 등 1997)와 본 연구에서 조사된 대학

생의 불규칙한 식사패턴과 일치하였다. 특히 자취하

는 학생의 경우에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한다

고 보고한 연구(Lee 등 1998)도 있어 본 연구의 결

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2009년 국민건강 영양

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에서도 전

체 평균 아침식사 결식률(1세 이상)이 19.4%인 것에 

비해 20대 여대생의 결식률이 28.6%로 나타나 문제

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반면 저녁식사 결식 여부에 

관한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조사대상자가 저녁식사

를 하고 있었으며 하지 않는 3.6% 중 대부분은 ‘체
중조절을 위해서’라고 답하였다. 그 밖에 ‘시간이 없

어서’, ‘저녁식사거리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여 몇몇 

여대생의 경우 그릇된 다이어트에 관한 생각으로 

인하여(Kim 등 1998) 규칙적인 식습관을 하지 못하

고 있다고 사료된다. 
식사의 규칙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하숙하는 여

대생 군과 자취하는 여대생 군은 주 3∼5회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여 다른 군과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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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자취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특히 다른 세 군에 비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기상시간이 늦고 

스스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다른 군에 비해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사

료된다. 불규칙한 식사는 영양 불균형은 물론 생활 

패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대생 건강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Kim 2003; Lee 등 2010a). 과식에 대한 설문에서는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는 일주일에 ‘0∼2일’ 과식한다

고 답하여 대부분 적당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식의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음식이 

맛있어서’, ‘배고파서’, ‘지금이 아니면 언제 먹을지 

몰라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숙하는 여대생 군과 

자취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지금이 아니면 언제 먹

을지 몰라서’에 각각 13.9%, 12.9%의 응답률을 보아 

스스로 식사관리를 해야 하거나 정해진 식단이 없

는 경우 과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

어 올바른 식사 습관 형성이 중요하겠다. 외식의 빈

도를 조사한 결과 각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P
＜0.05)가 나타났으며 자택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과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에 비해 자취하는 여

대생 군, 하숙하는 여대생 군 순으로 외식을 한다고 

조사되었다. 여대생의 외식은 바쁜 학교생활로 인해 

밖에서의 생활이 많고 친구들과의 약속이 많아져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밖에 외식 종

류의 다양화와 인스턴트식품의 증가, 시간 절약 등

의 이유로 인해 여대생들의 외식 횟수가 증가한 것

이라고 보인다. 특히 자취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51.6%가 외식을 하는 것으로 보여 영양 불균형 및 

잘못된 식습관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아 주의

가 필요하다(Kang & Cho 1992).
여대생의 간식 섭취는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하루에 2∼3번 간식을 섭취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간식을 섭취하는 이유로는 

‘배고파서’와 ‘습관적으로’가 각각 43.6%로 높게 나

타났으며 주로 크래커, 빵, 음료수, 채소나 과일, 패

스트푸드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선행연구 Shin & 
Seo(1995), Lee 등(2010b)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

을 보였으며 Chung 등(2010)의 연구에서도 여대생의 

간식섭취 빈도가 높고 유제품, 빵류, 과일, 음료수 

등을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 여대생의 적당한 간식 

섭취는 부족한 영양 섭취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잦은 간식 섭취는 정상체중 유지와 음의 상관관계

를 갖고 있으며(Sanchez-Villegas 등 2002) 올바른 식

습관을 방해할 수 있어 적절한 섭취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조사대상자의 커피 섭취는 기숙사에 거주

하는 여대생 군에서 유의적으로 커피 섭취 율이 낮

았으며 다음으로는 자택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 하

숙하는 여대생 군, 자취하는 여대생 군으로 나타났

다. 2008년 국민건강통계(Ministry of Health and 
Walfare 2008)에 따르면 19∼64세 성인에게서 커피 

섭취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커피를 하루 한 

잔 섭취하는 비율이 22.76%로 섭취하지 않는 비율

인 18.28%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Sohn 등(2000)
의 연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음료 월 평균 섭취

량에서 커피가 가장 높게 조사되어 본 연구의 결과

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커피를 마시는 이유에 대해

서는 주로 ‘피곤해서’와 ‘습관적으로’라고 응답하였

으며 선호하는 커피에 대해서는 Take-out 커피를 모

든 군에서 가장 선호하였다. 이는 기숙사에 거주하

는 여대생 군의 경우 주로 통학시간이 가장 짧고 

주로 교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커피 섭취 빈도가 

다른 군에 비해 낮게 조사된 것으로 사료된다.
거주형태에 따른 식행동 분석에 관한 설문 중 음

식을 남기는 습관에 대한 조사에서는 하숙하는 여대

생 군과 자취하는 여대생 군에서는 음식을 거의 남

기지 않거나 때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각 100.0%, 96.8%로 높게 조사되었으나 자택에 거주

하는 여대생 군은 87.2%,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은 73.5%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음식을 남기

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여대생(79.3%)이 ‘배불

러서’라고 답하였으며 이유 없이 남기는 여대생의 

비율도 13.4%를 차지하였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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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생 군의 경우 주로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게 되는

데 선행연구(Choi 등 2009)에 따르면 기숙사 식당에 

대한 품질 만족도와 주관적인 삶의 질에는 양의 상

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기숙사 식단에 대해 불만

족하거나 자율 배식, 강제 배식 여부에 따라 음식을 

남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하숙하

는 여대생 군과 자취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선호하

는 식단과 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음식을 남기

는 습관에 대한 응답률이 다른 군에 비해 낮은 것으

로 보인다. 편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가 편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편식 한

다고 응답한 여대생에게 편식하는 음식에 대해 조사

한 결과 ‘생선류’, ‘채소 과일류’, ‘고기류’ 순으로 나

타났으나 군별 유의성은 없었다. 식사 시 행동에 대

해서는 군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대부분 이

야기를 하면서 식사하거나 TV 시청이나 책을 읽는 

등 식사와 식사 외의 행동을 함께 하였으나 하숙하

는 여대생 군의 경우 ‘식사만 한다’고 응답한 여대생

이 가장 많았다.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군별 차이

를 보였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의 경우 기숙

사 식당의 한정된 이용시간 및 수업 시간 등의 요인

으로 인하여 가장 빠르게 식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하숙하는 여대생의 경우에도 정해진 식사 시간

으로 인하여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군에 비

해 적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

서는 각 군 모두 정상체중 범위에 속하였으나 빠른 

식사 속도는 과체중 및 비만을 유도하거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여 건강한 영양상태를 유지하지 못하

도록 한다고 Ahn & Park(2009)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군의 BMI가 가

장 낮은 것과 관련성을 나타낸다고 사료된다. 올바

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개인의 육체적, 심리적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불량한 식습관

은 영양상태의 적신호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신체 발

육 및 정서 발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e 
등 1996). 특히 미래의 부모가 되어 가정의 식생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여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대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은 그 어느 집단

보다 중요하다(Kim 등 1997).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여대생의 거주형태에 따

라 식습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이로 인해 식사의 질이나 영양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대학생이 되면서 부모님이나 관리

자로부터 벗어나 생활하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

생 군, 하숙하는 여대생 군, 자취하는 여대생 군은 

자택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에 비해 아침을 거르는 

등 식사가 규칙적이지 않고 부족한 식사를 채우기 

위해 과자, 빵과 같은 간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식사

의 균형이 깨질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식사와 올바

른 식품의 섭취에 대한 중요성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

다고 생각된다. 특히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는 기숙

사 식당 및 학생 식당은 좀 더 유동적인 운영과 식

단의 질 향상으로 자택 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영

양상태,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 자택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을 포함한 모든 여대

생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 대학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영양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 

140명을 대상으로 자택, 기숙사, 하숙, 자취의 거주

상태에 따른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대생의 식사의 규칙성, 간식섭취, 외식 빈

도 등 식생활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올바

른 식생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자는 자택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 39명,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 34명, 하숙하는 여

대생 군 36명, 자취하는 여대생 군 31명이다. 이

들의 평균 BMI는 각각 20.8, 19.6, 20.5, 19.7으로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 및 자취하는 여대생 



J Korean Diet Assoc 17(4):335-348, 2011 | 347

군에서 자택 거주군에 비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0.05) 이는 식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식사에 대한 규칙성을 조사

한 결과 자택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과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주 6∼7일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나 하숙하는 

여대생 군과 자취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주 3∼5
일 정도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의견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2. 아침식사 여부는 각 군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

였다(P＜0.05). 자택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은 일

주일에 6∼7일 아침식사 한다는 의견이 59.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 하숙하는 여대생 군과 자취하는 여대

생 군의 경우 일주일에 3∼5일 아침식사 한다는 

의견이 각각 50.0%, 50.0%, 45.2%으로 나타나 자

택에 거주하는 군에 비해 규칙적인 식사 횟수가 

적었다.
3. 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자택에 거주하는 여

대생 군과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주 0∼2번 외식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48.7%, 
50.0%로 높게 나타났으나 하숙하는 여대생과 자

취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일주일에 3~5번 외식한

다는 응답이 44.4%, 51.6%로 나타났다(P＜0.05). 
4. 간식 섭취의 빈도는 모든 군에서 1회 이상 섭취

한다고 답하였으며 간식 섭취 이유는 ‘배고파서’
와 ‘습관적으로’가 모두 43.6%로 나타났다. 커피

에 대한 섭취에서는 모든 군에서 하루 1잔 이상

의 커피를 섭취한다고 응답하였고 자택에 거주하

는 여대생 군과 하숙하는 여대생 군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과 자취하는 여대생 군에 비

해 커피를 자주 섭취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

다(P＜0.05).
5. 음식을 남기는 습관에 대한 조사에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대생 군의 79.4%가 음식을 남기는 편

이라고 답하였으며 자취, 자택, 하숙 순으로 음식

을 많이 남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자택에 거주하는 군에 비해 

기숙사 거주, 하숙, 자취하는 여대생 군의 경우 올

바른 식습관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하숙하거나 자취하는 여대생의 경우 그릇된 

식생활로 인해 영양의 불균형이 우려된다. 여대생의 

식습관의 교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영양교육 및 식

사관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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