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J Korean Diet Assoc 19(2):103-111, 2013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EST) 
(No. C00003).
접수일 : 2012년 11월 30일, 수정일 : (1차) 2013년 2월 27일, (2차) 2013년 3월 14일, 채택일 : 2013년 3월 22일
† Corresponding author :  Un-Jae Chang,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23-1 Wolgok-dong, 
Seongbuk-gu, Seoul 136-714, Korea
Tel : 82-2-940-4464, Fax : 82-2-940-4609, E-mail : uj@dongduk.ac.kr

남녀 대학생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저작횟수와 
식사속도 및 식품섭취량 비교

전승철ㆍ김윤정1ㆍ김영숙2ㆍ김수경2ㆍ김동건3ㆍ장은재2†

엔비오블리제ㆍ1동덕여자대학교 비만미용향장대학원 비만관리학과ㆍ2동덕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ㆍ3동덕여자대학교 정보통계학과

The Relationships of Chewing Frequency, Eating Rates, and Food 
Consumption with the Body Mass Index and Gender of College Students

SeungCheol JunㆍYunJeong Kim1ㆍYoungSuk Kim2ㆍSuKyung Kim2

DongGeon Kim3ㆍUnJae Chang2† 

En Beoblige, Seoul 136-051, Korea
1Dept. of Obesity Management,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136-714, Korea

2Dept. of Food & Nutri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136-714, Korea
3Dept. of Statistics & Information Science,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136-714, Korea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chewing frequency, eating rates, and food consumption volume according to the 
body mass index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Twenty-five male college students were divided into a 
normal weight male group (＜23 body mass index, n=14) and an obese male group (≥23 body mass index, 
n=11). Twenty-five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divided into a normal weight female group (＜23 body mass 
index, n=21) and an obese female group (≥23 body mass index, n=4). Subjects were provided with abundant 
fried rice and allowed to consume it at their own pace. Chewing frequency, total mealtime, rate of eating, 
consumption volume, calorie intake, and the amount of one bite were measure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ewing frequency, total mealtime, rate of eating, consumption volume, calorie intake, and the 
amount of one bite between the normal and obese male groups. There were also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ewing frequency, consumption volume, calorie intake, and the amount of one bite between the normal and 
obese female groups. However, the obese female group had a significantly shorter mealtime and significantly 
higher eating rate compared with the normal group. Thus, our study suggests that females who eat a meal for 
a longer time may reduce their food intake, consequently inducing body weigh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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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사형태는 점차 서구화 되어가는 반면 

육체적 활동량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어 체중 감량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음식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패

턴에 따라 식품선택 및 기호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식재료 본래의 맛과 영양을 고려한 씹는 맛을 즐길 

수 있는 음식보다는 인공적이고 강한 맛을 내고, 칼
로리가 높으며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저작의 중요한 생리적 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며, 이것은 비만인구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Toshiie 2006).
비만인들의 식행동 특징은 잘 씹지 않고, 빨리 먹

으며, 한입에 많은 양을 섭취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Gaul 등 1975; Ookuma 등 2000; Saito & Eda 2002). 
음식을 잘 씹지 않고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많은 양을 먹게 되므로 결국 과잉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비만의 원인이 된다(Chang & Jo 
2009). 그리고 비만이 심해질수록 배가 부르다는 포

만감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어 일단 먹기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고, 음식의 맛을 인지하는 정도나 식

사의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도 퇴화된다고 한다. Ahn 
등(2007)의 정상체중과 비만인 대학생의 UCP2 유전

자 다형성, 식습관, 비만도 및 체성분의 비교 연구

에서도 식사하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이 10분 미만은 

정상군과 비만군에서 각각 27.0%, 39.7%로 비만인이 

빨리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의 예방이나 치료에는 우선 공복이나 포만을 

감지하는 감각을 얼마나 정상 수준까지 되돌리는지

가 매우 중요한데 천천히 오래 씹어 먹으면 감각이 

개선되고,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미각이 소생하게 

된다(Toshiie 2006). 그리고 천천히 오래 씹으면 잇몸

내의 치근막이나 교근의 줄기 방추에 분포하는 삼

차신경의 감각가지가 흥분하고, 이 신호는 중뇌의 

저작중추에 전달된다. 이 저작정보는 간뇌의 시상하

부에 있는 히스타민 신경계의 중추핵에 전달되어 

신경히스타민이 양산되고, 이 신경히스타민은 시상

하부의 포만중추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 조절하고 

동시에 중추에서 말초의 지방세포에 이르는 원심성 

교감신경을 연계하여 내장지방의 분해와 체열발산

을 함께 촉진시켜 체중을 감소시킨다(Yoshimatsu 등 

1999; Tsuda 등 2002). 그리고 저작은 포만신호가 중

추에서 효율적으로 수용되어 포만감에 대한 느낌이 

예민해져 과식을 저지할 수 있다(Ookuma 등 2000). 
이와 같이 저작은 식욕의 억제와 포만감의 정상화

에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음식섭취량 

조절에 우수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에서는 비만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식이조절에 있

어 저작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에 따른 저작횟수와 섭취량 및 식사속도

의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비만인들의 체중조절

을 위한 식습관 개선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

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홈페이지

와 교내 신문을 통하여 지원자를 공개 모집하여, 자
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

였다. 총 54명의 실험 지원자 중 선정 기준에 부적

합한 4명을 제외한 50명의 결과를 세계보건기구에서

는 성인의 체질량지수 25∼29.9 kg/m2을 과체중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아시아인의 경우 서구인보다 내장

형 비만이 심하여 비만관련질환의 이환율이 서구인

보다 높으므로 체질량지수 23 kg/m2 이상을 과체중

으로 분류(WHO Expert Consultation 2004)함에 따라 

본 실험에서도 체질량지수 23 kg/m2 이상을 과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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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materials Amount (g) Calorie (kcal)
Macronutrient

Carbohydrate (g) Protein (g) Fat (g)

Cooked rice  33.8  48.3 11.1 1.0 0.0

Pork  11.3  26.7  0.0 2.4 1.8

Potato  11.3   8.1  1.8 0.2 0.0

Egg  11.3  17.0  0.0 1.4 1.2

Carrot   7.5   2.6  0.6 0.1 0.0

Onion   7.5   2.6  0.6 0.1 0.0

Pumpkin   7.5   2.2  0.5 0.1 0.0

Soybean oil   3.8  33.6  0.0 0.0 3.8

Ketchup   5.6   6.6  1.5 0.1 0.0

Salt   0.4   0.0  0.0 0.0 0.0

Total 100 147.7 16.1 5.4 6.8

Table 1. Amount, calorie and macronutrient contents of materials in fried rice (100 g).

및 비만군으로 분류하여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2. 실험식의 구성

주식과 부식의 섭취비율, 저작횟수, 음식의 질감 

등을 고려하여 실험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가로, 
세로, 높이 각각 5 mm 이내로 일정하게 하여 만든 

볶음밥을 실험식으로 제공하였으며, 별도의 부식은 

제공하지 않았다. 주식(밥)과 부식(국과 반찬)으로 

제공할 경우 부식으로 사용되는 식재료의 경도에 

따라 저작횟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이 있으므로 모

든 재료가 혼합된 볶음밥으로 실험식을 제공하였다. 
사용된 재료의 무게와 열량 및 영양성분 함량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3. 실험 내용

1) 설문조사

(1) 우울 및 식이섭취 이상행동

지원자 중 대사성 질환이 없는 건강한 대학생으

로 체중 조절을 하지 않고 하루 세 끼 정상 식사를 

하며 식사나 식욕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로 선정하여 식이섭취이상 행동과 우울

수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우울수준의 측정은 

Zung(1965)의 자기평가식 우울척도(Zung 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20개 

문항(80점 만점)의 자기 기입식 형태의 도구로써 

Shin 등(2000)이 일차진료의사를 방문하는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 도구로써의 타당

성 연구를 실시한 결과, SDS index 53이 민감도 

76%, 특이도 72%로 선별검사를 위해 적절한 절단점

으로 보고한 것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50점 미만

을 ｢정상 군｣으로, 50점 이상을 ｢우울증상이 있는 

군｣으로 구별하였다. 
식이섭취 이상 행동측정 검사(Eating Attitudes 

Test; EAT)는 Garner와 Garfinkel(1979)이 제안한 40
문항 척도를 26문항으로 개정한 식사태도 검사

(EAT-26)를 Han 등(1996)이 표준화한 것으로 6점 척

도로 평가한다. 총점은 0∼78점까지의 점수분포가 

가능하며, 20점 이상일 때에는 병리적 절식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애로 진단되며, 신경성 

거식증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실험에서도 20점 

이상인 자는 섭식장애가 많음으로 해석하여 연구대

상자에서 배제하였다. 

(2) 식습관 

평소 식습관에 대한 조사는 실험시작 일주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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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Male 
(n=25)

Female 
(n=25)

Total 
(n=50)

Age (yr)   23.7±5.44)  21.2±1.4  22.0±4.1

Height (cm) 174.8±5.6 162.2±4.9 165.3±8.2

Weight (kg)   72.2±12.9  53.8±6.3   61.7±13.7

BMI1) (kg/m2)  23.5±3.6  20.4±2.0  21.5±3.3

Fat mass (kg)  15.0±7.8  13.5±3.6  14.0±6.1

% Body fat (%)  20.1±5.9  24.3±4.0  21.8±5.5

Depression score2)  37.4±6.1  42.1±3.8  39.7±5.6

Eating attitudes score3)   7.4±4.4   7.6±5.5   7.5±5.0
1) BMI: body mass index, body weight (kg)/[height (m)]2

2) Zung Self-Rating Questionnaire (Zung 1965)
3) Eating Attitudes Test (Garner & Garfinkel 1979) 
4) Mean±SD

Table 2.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에 평소의 저작횟수, 식사시간, 음식섭취속도, 그리

고 한입 분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연구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본 실험에서 저작횟수는 식사 시작 전 연구대상

자에게 한 입 분량 당 한 숟가락의 밥을 입에 넣고 

씹기 시작하면서 음식을 완전히 삼키기까지의 저작

횟수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지를 제공하여 기록하

게 한 후 식사 종료 후 기록지를 수거하여 연구자

가 총 저작횟수를 총 숟가락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

다. 식사시간은 연구대상자 각각의 휴대폰 stop 
watch를 이용하여 식사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기록

하도록 하였으며, 음식섭취속도는 분당 섭취한 음식

의 양으로 연구대상자가 원하는 양만큼의 음식을 

평상시대로 섭취하게 한 후 총 섭취량을 식사 시 

소요된 시간으로 나누었으며, 한입 분량은 총 섭취

량을 총 숟가락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식사섭취량

은 식사종료 후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제공된 

양에서 섭취 후 남은 양을 차감하여 산출하였으며, 
섭취열량은 Table 1을 기준하여 계산하였다. 식사 

시 물은 200 ml 안에서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

다. 식사섭취열량은 영양 분석 프로그램인 CAN Pro 
2.0 (Korean Nutrition Society, Korea)을 이용하여 섭

취열량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정확한 결과를 위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으며 볶음밥 

개발을 위한 실험으로 설명하였다. 

2) 실험 과정

실험 일주일 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험 

전날은 심한 운동이나 과식은 피하고 술을 마시지 

않도록 권유하였으며 실험 당일 아침은 평소처럼 

식사하도록 하고 별도의 간식은 삼가도록 하였다. 
실험식은 동일한 종류의 볶음밥을 남학생은 700 g, 
여학생은 400 g으로 충분하게 제공하였다. 실험식은 

점심시간에 맞추어 제공하였고, 식사하는 동안 다른 

일을 병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은 신장계(DS-102, Jenix 

Co., Korea)로 최소한의 옷만 입은 상태에서 맨발로 

직립 자세를 취하게 하여 측정하였고, 체성분은 체

지방 측정기(In Body 3.0, Biospace Co., Korea)로 금

속 제품을 빼고 최소한의 옷만 입은 상태에서 손발

을 알코올로 닦은 후 맨발로 표시된 지점에 올라서

서 양팔을 벌리고 다리를 어깨 넓이로 하게 하여 

체지방, 제지방 등을 측정하였으며, BMI는 BMI= 
body weight(kg)/[height(m)]2 공식에 대입하여 구하였

다. 

4. 통계 분석

본 연구의 자료들은 SPSS(ver. 12.0)를 이용하여 

각 측정 항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

다. 남녀 대학생 각각의 측정 항목별 차이를 t-test로 

P＜0.05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특징 및 평소 식습관

연구대상자의 특징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연구

대상자는 남학생 25명, 여학생 25명으로 모두 50명
이었다. 평균 나이는 남학생 23.7세, 여학생 21.2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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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Male 

(n=25)
n (%)

Female 
(n=25)
n (%)

Total 
(n=50)
n (%)

Usual number of meal per day

  ＜2 times  0 ( 0)  2 ( 8)  2 ( 4.0)

  2 times  5 (20)  3 (12)  8 (16.0)

  3 times 19 (76) 19 (76) 38 (76.0)

  4 times  1 ( 4)  1 ( 4)  2 ( 4.0)

Usual mealtime (minute)

  ＜10  1 ( 4)  1 ( 4)  2 ( 4.0)

  10∼20 15 (60) 16 (64) 31 (62.0)

  20∼30  9 (36)  6 (24) 15 (30.0)

  ＞30  0 ( 0)  2 ( 8)  2 ( 4.0)

Number of chews per bite 

  ＜10  0 ( 0)  3 (12)  3 ( 6.0)

  10∼20  3 (12)  6 (24)  9 (18.0)

  20∼30 10 (40)  7 (28) 17 (34.0)

  ＞30 12 (48)  9 (36) 21 (42.0)

Usual amount of one bite (spoon)

  ＜1/2  0 ( 0)  1 ( 4)  1 ( 2.0)

  1/2  1 ( 4)  5 (20)  6 (12.0)

  2/3 11 (44) 14 (56) 25 (50.0)

  Full 13 (52)  5 (20) 18 (36.0)

Reason for the termination of eating

  Eating all of rice  8 (32)  9 (36) 17 (34.0)

  Eating all of dishes  7 (28)  9 (36) 16 (32.0)

  Eating all of main dish  1 ( 4)  3 (12)  4 ( 8.0)

  Satiety  9 (36)  4 (16) 13 (26.0)

Table 3. Usual eating behaviors of the subjects.

전체 22.0세이었다. 평균 체질량지수는 남학생 23.5 
kg/m2, 여학생 20.4 kg/m2, 전체 21.5 kg/m2이었으며, 
23 kg/m2 이상인 대상자는 남학생 중 44%, 여학생 

중 16%로 총 30%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평균 체지

방률은 남학생 20.1%, 여학생 24.3%, 전체 21.8%이

었으며, 30% 이상 대상자는 남학생 중 4%, 여학생 

중 8%로 총 6%였다. 또한 자기평가식 우울척도 검

사결과 남학생은 평균 37.4점, 여학생은 42.1점, 남녀

전체 평균점수는 39.7점이었으며, 식이섭취 이상 행

동측정 검사결과 남학생 7.4점, 여학생 7.6점, 남녀전

체 평균점수는 7.5점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평소 식습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평소 하루 식사횟수는 남

학생의 경우는 3회가 76%, 2회가 20%, 4회가 4%였

고, 여학생의 경우는 3회가 76%, 2회가 12%, 2회 미

만이 8%, 4회가 4%로 대부분 하루 세 끼를 섭취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식사시간은 사전 설문조

사 시 남학생의 경우 10분에서 20분 사이가 60%였

으며 실험에서는 정상군은 18.2분, 비만군은 17.0분
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사전 설문조사 

시 10분에서 20분 사이가 64%로 가장 많았으며 실

험에서는 정상군에서 22.1분, 비만군에서 16.5분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평소 저작횟수를 묻는 질문에 남

학생은 30회 이상이 48%였으며, 실험에서는 정상군

에서 31.4회, 비만군에서 26.8회로 나타났으며, 여학

생의 경우 평상시에는 30회 이상이 36%로 가장 많

았고, 실험에서는 정상군에서 51.8회, 비만군에서 

40.7회로 나타났다. 한 숟가락 양을 묻는 질문에는 

숟가락 가득이 남학생 52%, 여학생 20%이었고, 숟

가락 2/3정도가 남학생 44%, 여학생 56%이었으며, 
숟가락 1/2정도가 남학생 4%, 여학생 20%로 조사되

었다. 실험 대상자들의 평소 식사의 종료시점은 남

학생은 배가 부르다고 느끼는 시점이 36%로 가장 

많았으며, 밥을 다 먹은 시점이 32%, 제공된 음식을 

다 먹은 시점이 28%이었고, 여학생은 밥을 다 먹은 

시점과 제공된 음식을 다 먹은 시점이 각각 36%로 

많았고 배가 부르다고 느끼는 시점이 16%로 남학생

과는 다소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2. 남녀 대학생 각각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섭취경향

연구대상자들을 23 kg/m2 이상을 비만군으로, 23 
kg/m2 미만을 정상군으로 분류하고, 실험식 섭취에 

있어 남녀 각각의 항목별 차이를 Table 4, 5에 나타

내었다.
남학생의 경우 실험식 섭취 시 정상군과 비만군

에서 저작횟수는 31.4회와 26.8회로, 식사시간은  18.2
분과 17.0분으로 나타났으며, 음식섭취속도와 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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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Normal 
(n=14)

Obese 
(n=11) P value

 Chewing frequency   31.4±10.61) 26.8±8.1 0.231

 Mealtime (minute) 18.2±4.4 17.0±3.8 0.476

 Eating rate (g/minute)  34.9±11.0 39.4±7.7 0.259

 Consumption volume (g) 599.1±92.8 644.8±33.9 0.106

 Calorie intake (kcal)  884.9±193.9 952.4±70.1 0.106

 Amount of one bite (g) 25.0±7.7 27.2±8.3 0.498
1) Mean±SD

Table 4. Eating behaviors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of 
male subjects.

Items Normal 
(n=21)

Obese 
(n=4) P value

 Chewing frequency   51.8±13.91)  40.7±12.3 0.154

 Mealtime (minute)  22.1±49.9 16.5±3.1   0.044*2)

 Eating rate (g/minute) 14.9±4.2 20.1±2.3  0.027*

 Consumption volume (g) 313.3±49.9 326.0±26.8 0.629

 Calorie intake (kcal)  462.7±105.7 481.5±50.2 0.242

 Amount of one bite (g) 15.7±3.1  21.6±10.2 0.332 
1) Mean±SD
2),*P＜0.05: normal vs. obese by t-test

Table 5. Eating behaviors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of 
female subjects.

분량은 34.9분과 39.4분, 25.0 g과 27.2 g로 각각 나

타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비만군이 정

상군보다 음식 섭취 시 저작횟수와 식사시간은 적

고 분당 섭취량으로 산출된 음식섭취속도는 빠르며 

한 입 분량은 많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음식섭취량

은 정상군과 비만군에서 각각 599.1 g과 644.8 g으
로, 이에 따른 섭취열량은 884.9 kcal과 952.4 kcal로 

나타나 역시 비만군이 정산군에 비해 더 많이 섭취

하는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정상군과 비만군에서 각각 저

작횟수는 51.8회와 40.7회, 음식섭취량은 각각 313.3 
g과 326.0 g으로, 이에 따른 섭취열량은 462.7 kcal과 

481.5 kcal로, 한입 분량은 15.7 g과 21.6 g으로 나타

나 비만군이 더 많이 섭취하는 경향은 보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정상군과 비

만군의 식사시간은 각각 22.1분과 16.5분(P＜0.05)으
로, 음식섭취속도는 비만군이 정상군보다 1분당 평균 

5.2 g을 더 많이 섭취함으로써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5). 

고 찰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생활환경이 편리해지고 신

체활동량이 감소하여 에너지 소비가 감소한 반면, 
식생활의 서구화로 에너지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 에너지와 섭취 에너지 간에 불균형

을 초래하여 여분의 에너지가 체지방으로 축적되는 

비만 발병과 이와 관련된 성인병이 증가하면서 체

중 감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특정 

영양소나 식품의 섭취 또는 섭취 제한을 통한 다이

어트 방법들은 많은 제한점들을 드러내고 있기에

(Brehm 등 2003; Dansinger 등 2005; Gardner 등 

2007), 하루 3번 반복되는 평소의 식사에서 저작 훈

련에 의해 섭취량을 줄일 수 있고, 감소된 섭취량으

로도 평소와 같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면 매우 

이상적인 체중감량 방법이 될 뿐 아니라 감량한 체

중의 장기유지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만인들이 정상인에 비해 한

입에 많은 양을 먹고 잘 씹지 않고 빨리 먹는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Ookuma 등 2000; 
Saito & Eda 2002). Li 등(2011)의 성인남성을 대상으

로 저작횟수의 증가가 열량 섭취량 감소와 혈청 내 

소화호르몬의 농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에서는 비만인과 대조군 모두 한입 분량이 비슷

하였음에도 저작횟수의 증가는 에너지 섭취량을 감

소시킨 것으로 보고하였다. Lee(2000)의 비만 성인의 

식사행동 조사에서도 식사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

가 비만군이 대조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 등(2007)의 연구에서도 비만 성인의 식사시간이 

15분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비만

인의 식사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보고하였다. Herma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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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은 식사를 하고 배가 부른 것을 느끼는 데는 

약 20분 이상이 소요되며 식사속도가 빠르면 비만

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Lee(1994)
도 식사속도가 빠를수록 비만하였다고 보고하였으

며, Kim & Lee(2000)는 저체중일수록 식사소요시간

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식사소요시간과 체질량

지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asaki 등(2003)의 연구에서도 일본여성 

1,695명을 대상으로 식사속도와 체질량지수의 상관

관계를 조사한 결과, 느리게 먹는 그룹에 비해 빨리 

먹는 그룹일수록 체질량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체질량지수는 Lee & Choi(1994)의 연구에서 

다른 신체 계측치보다 신체의 체지방 함량 및 건강 

상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으

며,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에서는 비만을 판정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지수로 알려져 있다(Abernathy 
1991). Kral 등(2001)의 연구에서는 비만상태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식습관과 신진대사의 상관관계를 조

사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식사속도가 현저히 빨

랐고 과식하는 식사패턴을 보였으며 지방간이 더 

심한 편이었고, 비만상태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식사속도는 지방간과 혈청지질의 증가 등 대사증후

군(Metabolic syndrome)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o & Kim(2006)의 대학생의 식습

관 조사에서도 식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사이’가 남학생 68.0%, 여학생 55.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였

다. 
Matsuda(1998)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에 의해 비만군과 정상군으로 분류하고 

식품의 저작을 고려한 식품기호 조사를 실시하였는

데, 비만군은 정상군에 비해 씹는 효과가 있는 저작

횟수가 많은 식품의 섭취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Stunkard & Kaplan(1997)의 연구에서도 비만

인이 정상인에 비해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Fujise 등(1993)의 연구에서는 

동물 실험 결과 단단한 먹이를 준 쥐보다 부드러운 

먹이를 준 쥐의 1회 섭취량이 더 많았고, 식사지속

시간도 더 길었다고 보고하였다. Jung 등(2007)의 소

아비만 연구에서도 과체중군이 정상군보다 과식하

는 빈도와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okuma 등(1993)은 식행동 

질문표를 통한 조사에서 정상체중군과 비만환자군

는 양군 간에 식사방법과 포만 감각에 유의적인 차

이가 있으며, 비만환자군의 대충 씹고 빨리 먹는 식

습관은 충분한 포만감을 얻지 못함을 시사하였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비만인들의 체중조절을 위한 식습관 

개선의 참고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볶음밥

을 충분히 제공하여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질

량지수에 따른 저작횟수와 음식섭취량 및 식사속도, 
그리고 한 입 분량의 차이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체질량지수에 따른 비교에서 남학생의 경우 실험

식 섭취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비만군이 정상군보다 음식 섭취 시 저

작횟수와 식사시간은 적고, 분당 섭취량으로 산

출된 음식섭취속도는 빠르며 한 입 분량은 많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음식섭취량과 섭취열

량 역시 비만군이 정상군보다 더 많이 섭취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2. 체질량지수에 따른 비교에서 여학생의 경우 비만

군이 정상군보다 음식 섭취 시 저작횟수는 적고, 
음식섭취량과 이에 따른 섭취열량은 더 많이 섭

취하고, 한입 분량은 더 많은 경향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

만 식사시간(P＜0.05), 음식섭취속도(P＜0.05)에서

는 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식사시간은 더 적지

만, 음식섭취속도는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

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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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실험에 참가한 비만여대생의 수가 

적은 것은 제한점으로 사료되나, 이상의 결과에서 

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식사시간이 짧고, 음식섭취

속도가 빨랐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양을 섭취할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비만군

의 빨리 먹는 식행동은 포만감에 이르기 전에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됨으로써 과식을 초래하고 이것은 

곧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저작의 훈련을 통한 장기간의 열량섭

취 감소와 체중감량 효과 및 비만인의 식습관 개선

과 포만감의 정상화 등에 관련된 다양하고 심도있

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Abernathy RP (1991): Body mass index: determination and use. 
J Am Diet Assoc 91(7):843

Ahn MS, Chang IY, Kim KH (2007): Comparisons of UCP2 
polymorphism, dietary habits, and obesity index in normal 
and obes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Food Culture 22(4): 
404-413

Brehm BJ, Seeley RJ, Daniels SR, D'Alessio DA (2003): A 
randomized trial comparing a very low carbohydrate diet 
and a calorie-restricted low fat diet on body weight and car-
diovascular risk factors in healthy women. J Clin Endocrinol 
Metab 88(4):1617-1623

Chang UJ, Jo JN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intake, 
sodium intake and satiety rate and the methods of consum-
ing soup. J Korean Diet Assoc 15(4):397-404

Dansinger ML, Gleason JA, Griffith JL, Selker HP, Schaefer 
EJ (2005): Comparison of the Atkins, Ornish, Weight 
Watchers, and Zone diets for weight loss and heart disease 
risk reduction: a randomized trial. JAMA 293(1):43-53

Fujise T, Yoshimatsu H, Kurokawa M, Fukagawa K, Nakata 
M, Sakata T (1993): Food consistency modulates eating vol-
ume and speed through brain histamine in rat. Brain Res 
Bull 32(5):555-559

Gardner CD, Kiazand A, Alhassan S, Kim S, Stafford RS, 
Balise RR, Kraemer HC, King AC (2007): Comparison of 
the Atkins, Zone, Ornish, and LEARN diets for change in 

weight and related risk factors among overweight pre-
menopausal women: the A TO Z Weight Loss Study: a 
randomized trial. JAMA 297:969-977

Garner DM, Garfinkel PE (1979): The Eating Attitudes Test: 
an index of the symptoms of anorexia nervosa. Psychol Med 
9(2):273-279

Gaul DJ, Craighead WE, Mahoney MJ (1975): Relationship be-
tween eating rates and obesity. J Consult Clin Psychol 
43(2):123-125

Han OS, Yoo HJ, Jeong WJ, Kim SY, Lee C, Park IH (1996):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eating disor-
ders. Korean J Psychopathol 5(1):138-144 

Hermamm JR (1990): Effect of cooperative extension nutrition 
and exercise program for older adults on nutrition knowl-
edge, dietary intake, anthropometric measurements & serum 
lipids. J Nutr Educ 22(6):271-274

Jung MH, Song JH, Chun JY, Cho YG, Kim YH, Kim MJ, 
Park HA, Kang JH, Lee SH, Kim SH (2007):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dietary habits and overweight of 
7-year-old Korean children. J Korean Acad Fam Med 28(3): 
195-203

Kim BS, Lee YE (2000): The relationship of behaviors with 
body image and BMI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Jeonbuk 
province. J Korean Liv Sci Asso 9(2):231-243

Kim SH, Kim JY, Ryu KA, Sohn CM (2007): Evaluation of 
the dietary diversity and nutrient intakes in obese adults. 
Korean J Community Nutr 12(5):583-591

Ko MS, Kim SA (2006): A study of the dietary habits, diver-
sity of food intake and nutrient intake of Silla university 
students. J Nat Sci 15:31-44

Kral JG, Buckley MC, Kissileff HR, Schaffner F (2001): 
Metabolic correlates of eating behavior in severe obesity. Int 
J Obes Relat Metab Disord 25(2):258-264

Lee YJ (1994): Method and meaning of anthropometic mea-
surement. Nutr Dietetics 94(10):17-20 

Lee YN, Choi HM (199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mass index and the food habit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Dietary Culture 9(1):1-10

Lee YS (2000): A study on the eating behavior, nutritional sta-
tus and health condition of obese adult attending a weight 
control exercise. Korean J Food Culture 13(2):125-133

Li J, Zhang N, Hu L, Li Z, Li R, Li C, Wang S (2011): 
Improvement in chewing activity reduces energy intake in 
one meal and modulates plasma gut hormone concentrations 



J Korean Diet Assoc 19(2):103-111, 2013 | 111

in obese and lean young Chinese men. Am J Clin Nutr 
94(3):709-716

Matsuda H (1998): Eating habits in obese and non-obese wom-
an college students (Part 2). Journal of Nagoya Bunri 
College 23:125-129

Ookuma K, Sakata T, Fukagawa K, Yoshimatsu H, Kurokawa 
M, Machidori H, Fujimoto K (1993): Neuronal histamine in 
the hypothalamus suppresses food intake in rats. Brain Res 
628:235-242

Ookuma K, Yoshimatsu H, Sakata T, Adachi K (2000): The ef-
fect of chewing chart recording in the treatment of obesity. 
Jpn J Psychosom Med 40:247-253

Saito H, Eda S (2002): Relationship between chewing situation 
and obesity, eating habit in high school students. Bulletin of 
the Yamagata Prefectual Yonezawa Women's Junior College 
37:149-159

Sasaki S, Katagiri A, Tsuji T, Shimoda T, Amano K (2003): 
Self-reported rate of eating correlates with body mass index 
in 18-y-old Japanese women. Int J Obes Relat Metab Disord 
27(11):1405-1410

Shin HC, Kim CH, Park YW, Cho BL, Song SW, Yun YH, 
Ou SW (2000): Validity of Zung's self-rating depression 
scale: detection of depression in primary care. J Korean 
Acad Fam Med 21(10):1317-1330

Stunkard A, Kaplan D (1997): Eating in public places: a re-
view of reports of the direct observation of eating behavior. 
Int J Obes 1(1):89-101

Toshiie S (2006): Clinical implications of mastication from 
viewpoints of prevention from Himansho and its therapeutic 
approach. The Japanes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aste 
and Smell 13(2):149-156

Tsuda K, Yoshimatsu H, Niijima A, Chiba S, Okeda T, Sakata 
T (2002): Hypothalamic histamine neurons activate lipolysis 
in rat adipose tissue. Exp Biol Med (Maywood) 227(3): 
208-213

Veyrune JL, Miller CC, Czernichow S, Ciangura CA, Nicolas 
E, Hennequin M (2008): Impact of morbid obesity on chew-
ing ability. Obes Surg 18(11):1467-1472

WHO Expert Consultation (2004): Appropriate body-mass index 
for Asian popul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y and in-
tervention strategies. Lancet 363(9403):157-163

Yoshimatsu H, Itateyama E, Kondou S, Tajima D, Himeno K, 
Hidaka S, Kurokawa M, Sakata T (1999): Hypothalamic 
neuronal histamine as a target of leptin in feeding behavior. 
Diabetes 48(12):2286-2291

Zung WW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 Gen 
Psychiatry 12:6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