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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et is closely related to an economic level, but few studies have repor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level and eating habits, especially in college student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larify 

differences in eating habits with a focus on processed foods according to allowance level in college students. 

This study was a cross-sectional survey of 500 college students using a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con-

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eating behaviors, purchase of processed foods, and preference and intake fre-

quency of processed foods. All subjects were classified based on monthly allowance: less than ￦300,000 

(n=149), ￦300,000∼400,000 (n=177), and more than ￦400,000 (n=124). All survey results were com-

paratively analyzed among the spending money groups. As the level of spending money of the subjects in-

creased, the rate of skipping meals, eating out, and unbalanced diet increased (P＜0.05). The reason for con-

suming processed foods was because they are easy to prepare. The factor considered the most when buying 

processed foods was price. However, these result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level of 

spending money. As spending money increased preference for retort, convenience, canned, and bottled foods 

significantly increased. Intake frequency of dairy products was lower, and the frequency of processed foods 

was significantly higher with more spending money. This study found that a higher level of monthly allow-

ance in college students, was associated with higher rate of skipping meals, eating out, and unbalanced diet, 

and the preference and intake frequency of processed foods were also high. These results suggest that spend-

ing money level in college students, as an economic indicator, is relevant to intake of processed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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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애주기에 있어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

인기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대학생은 성인기

에 접어들면서 경제적인 독립을 준비해야 하며 수

업시간 이외의 시간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여

가 시간을 활용하여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한다.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스트레스 지각수

준에 대한 연구(Ko & Nam 2012)에서 전체 대상자

의 83.4%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아르

바이트 근로현황 실태조사 및 근로기준법 인지수준

에 대한 연구(Choi 등 2012)에서 대학생의 53.9%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목적은 ‘여가활동비를 위해서(41.4%)’와 ‘생활비를 

위해서(33.5%)’라고 조사되었다. Yoon 등(2012)의 연

구에서 대학생의 월평균 아르바이트 금액은 ‘15∼30만원 

(24.7%)’, ‘30∼45만원(25.8%)’로 아르바이트에서 얻은 

수입으로 인하여 용돈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

로 여유가 생겨 보다 자유로운 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완전한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

기에 용돈은 직접적인 소비활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연구로서 Oh 등

(2006)은 용돈액수는 청소년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 

고려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하였으며, Kim 등

(1998)은 청소년 대상자들의 74.3%가 용돈을 주로 

‘취미와 오락비’ 그리고 ‘간식비’로 지출한다고 보고

하여 용돈은 소비활동의 일부인 식품소비에도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

인 연구나 특히, 용돈 수준이 비교적 높은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대학생들은 식생활면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아침

결식과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비율이 높다(Kim & 

Lim 2001; Lee & Kim 2008; Kim & Kim 2012). 부

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생활패턴으로 늦

게 귀가하거나 학업으로 인해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이 늦어져 수면 부족의 이유로 아침식사를 하지 못

하거나 통학생의 경우 이른 아침부터 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 부족으로 아침을 먹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다(Han 2004). 또한 학교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여유롭지 않게 등록한 수

업으로 인하여 식사시간이 부족하여 식사를 거르거

나 식사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불규칙한 식사를 

한다는 보고도 있다(Cheong 등 2007; Kim 등 2014; 

Kim & Kim 2015). 수면,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아

침식사를 하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식사를 해

결하려고 하지만, 수업시간과 학생식당의 식사시간

이 맞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없기 때

문에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밖에 없다. 즉, 학교 매

점이나 학교 근처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저렴

하고 빨리 먹을 수 있고 간편한 김밥, 라면, 햄버거

와 같은 가공 및 편의식품을 섭취하게 된다. 가공식

품은 보존성이 뛰어나고 조리시간이 짧아 간편하며 

맛의 기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 소비가 증가되고 있

고, 특히 젊은층에서 선호도가 높다(Kim 2003; Sohn 

& Kim 2008). 가공식품은 자연식품에 부족한 미량

영양소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식품첨가물의 사용, 그

리고 섭취를 줄여야 하는 포화지방, 첨가당, 콜레스

테롤, 나트륨의 주요 급원식품으로 그 문제점이 지

적되고 있다(Eicher-Miller 등 2012). 바쁜 현대사회에

서 자연식품의 소비는 줄어드는 반면 가공식품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

의 섭취실태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며, 특히 젊은

층이면서 식생활 문제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

대학생들의 가공식품 이용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Park(2013)은 대학생들이 영양적 요소보다는 맛

과 간편성의 이유로 가공식품을 선택한다고 보고하

였으며, Won & Yun(2011)은 영양지식이 높은 대학

생들이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을 더 고려한다

고 보고하여 올바른 가공식품 선택을 위해 영양지

도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해야 하는 기숙사와 자취생의 경우 빠르고 쉽

게 식사나 간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의식품(Kim 

2003) 및 가공식품(Kim 등 2013; Kim 등 2015)의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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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가 높아 대학생들의 거주형태 변화가 가공식품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학생들의 다양한 생활환경 변화가 가공식품의 선

택과 같은 식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특히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 

유무나 수준에 따라서 가공식품의 선택과 소비가 

다를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

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경제 상태와 

가공식품 소비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대학생들

의 용돈 수준에 따른 가공식품 구매상태와 가공식

품의 종류별 기호도 및 섭취빈도를 비교 평가하였

다. 본 연구결과는 완전한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대

학생시기에 바람직한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생

활 소비 및 관리지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충남 일부지역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건강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5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상

세히 설명한 후, 본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환이 있거나 

어떠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무한 모집단 비율 추정식에 근거하여 

허용오차 범위 5%와 95% 신뢰수준에서 요구되는 

표본의 크기를 산출하면 384명이며, 설문지의 회수

율, 무응답 처리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500명 

이상을 연구대상자 수로 결정하였다(Gall 등 2003).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무성의한 

반응을 보였거나 복수응답을 한 응답자, 무응답자는 

제외시켜 최종 450부의 설문지를 통계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의 승인(KNU_IRB_2014-8)을 받은 후 Helsinki Declara-

tion에 준하여 진행되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에 사

용된 문항은 선행연구(Park 등 2008; Won 2010; Kim 

등 2013)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20분 정도 소

요되었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식행동, 

가공식품 구매, 가공식품의 기호도 및 섭취빈도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각 문항을 구성하였다. 일반

사항은 성별, 연령, 신장, 체중, 월 평균 용돈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월 평균 용돈은 일부 대학생들

의 예비조사를 통해 얻은 평균 30만원대를 기준으

로 하여 30만원 미만(149명), 30∼40만원(177명), 40만원 

이상(124명)을 분류기준으로 하였다. 대학생들은 자

취나 하숙 등 거주형태에 따라 매달 소비하는 비용

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용돈의 범위를 생활비, 교육

비, 주거비를 제외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신장과 체중을 이

용하여 산출하였다. 식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하루 

식사 횟수, 식사 시간, 결식, 결식 이유, 외식빈도, 

편식 유무의 총 6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가공식품 

구매는 가공식품 섭취 이유, 가공식품 구입 시 확인 

사항, 구입 장소의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공

식품에 대한 기호도 및 섭취빈도를 평가하기 위하

여 가공식품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우

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n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에서 한국인이 많이 섭취하는 다소비 가공식품

을 추출하여 유사한 가공식품들을 가공식품군으로 

묶고 선행연구(Park 등 2008; Won 2010; Kim 등 

2013)의 가공식품군 분류를 참조하여 어육가공품류

(어묵, 게맛살, 크래미, 핫바 등), 유제품류(우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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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Men (n=224) Women (n=226) Total (n=450) t-value1)

Age (years) 22.4±2.22) 21.3±1.6 21.8±2.0 6.13***

Weight (kg) 70.8±9.2 54.5±6.9 62.6±11.5 21.31***

Height (cm) 174.0±5.2 163.0±4.4 168.4±7.3 24.13***

BMI3) (kg/m2) 22.4±2.6 20.5±2.3 21.9±2.8 12.43***

Monthly allowance4) (1,000 KRW/month)

Less than 300 62 (27.7)5) 87 (38.5) 149 (33.1) 6.946)*

300∼400 91 (40.6) 86 (38.1) 177 (39.3)

More than 400 71 (31.7) 53 (23.5) 124 (27.6)
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determined by t-test
2) Mean±standard deviation
3) Body mass index
4) Excluded living expenses, educational expenses, and rents
5) N (%)
6)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determined by χ2-test
*P＜0.05, ***P＜0.001

구르트, 치즈 등), 육가공품류(햄, 베이컨, 소시지류 

등), 냉동가공품류(만두, 피자, 돈가스 등), 국수가공

품류(라면, 우동, 쫄면, 국수, 스파게티, 냉면 등), 과

자류(비스킷, 한과, 강정, 시리얼 등), 빵류(도넛, 케

이크류, 식빵 등), 음료류(과일주스, 야채주스, 탄산

음료 등), 레토르트식품류(3분 요리, 미트볼 등), 편

의식품류(샌드위치, 햄버거, 김밥 등), 통조림ㆍ병조

림식품류(스팸, 꽁치, 골뱅이, 황도, 후르츠칵테일, 옥수

수 등), 건조가공품류(오징어, 말린 과일 등)의 12개 

군으로 분류하였다. 가공식품의 기호도는 5점 척도

를 사용하여 ‘매우 싫어함’ 1점, ‘싫어함’ 2점, ‘보통’ 

3점, ‘좋아함’ 4점, ‘매우 좋아함’ 5점으로 점수화하

여 평가하였다. 가공식품의 섭취빈도는 ‘거의 안 먹

는다’ 1점, ‘월 1∼2회’ 2점, ‘주 1∼3회’ 3점, ‘주 4∼ 

6회’ 4점, ‘하루 1회 이상’ 5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가공식품의 기호도가 높고 섭취빈도

가 잦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3. 통계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모든 자료는 SAS pro-

gram(ver. 9.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빈도수,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용돈 수준에 따른 30만원 미

만군, 30∼40만원군, 40만원 이상군의 차이는 비연속

변수일 경우에는 χ2-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변인을 찾기 위하여 용돈 수

준에 따른 일반변수의 차이를 분석했을 때 성별 분

포의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용돈군별 연속변수의 

차이는 성별을 조정한 ANCOVA test를 실시하였으

며, 유의성이 나타난 경우 Duncan’s test를 실시하여 

사후 검정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성 검정은 P＜ 

0.05에서 실시하였다. 

결 과

1.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평균 연령, 체중, 신장 및 체질량지수는 남학

생이 각각 22.4세, 70.8kg, 174.0cm, 22.4kg/m2으로 

여학생의 21.3세, 54.5kg, 163.0cm, 20.5kg/m2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P＜0.001). 한달 평균 용돈은 남녀학

생 모두 30∼40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30만원 미만 비율은 여학생이, 40만원 이상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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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ating behaviors by monthly allowance of the subjects.

Variables Criteria

Monthly allowance (1,000 KRW/month)
Total

(n=450)
χ

2-value1)

＜300
(n=149)

300∼400 
(n=177)

≥400
(n=124)

Frequency of meals a day Once 10 ( 6.7)2) 12 ( 6.8) 2 ( 1.6) 24 ( 5.3) 15.59*

Twice 56 (37.6) 81 (45.7) 72 (58.1) 209 (46.5)

3 times 79 (53.0) 80 (45.2) 45 (36.3) 204 (45.3)

More than 4 times 4 ( 2.7) 4 ( 2.3) 5 ( 4.0) 13 ( 2.9)

Average spending time 
on eating per meal

Less than 10 min 17 (11.4) 13 ( 7.3) 7 ( 5.7) 37 ( 8.2) 24.82**

10∼20 min 84 (56.4) 68 (38.4) 56 (45.2) 208 (46.2)

20∼30 min 40 (26.9) 66 (37.3) 43 (34.7) 149 (33.1)

30∼40 min 8 ( 5.4) 29 (16.4) 15 (12.1) 52 (11.6)

More than 40 min 0 ( 0.0) 1 ( 0.6) 3 ( 2.4) 4 ( 0.9)

The most skipped meal Breakfast 117 (78.5) 130 (73.5) 99 (79.8) 346 (76.9) 3.43

Lunch 18 (12.1) 25 (14.1) 17 (13.7) 60 (13.3)

Dinner 14 ( 9.4) 22 (12.4) 8 ( 6.5) 44 ( 9.8)

Reason for skipping a meal Sleep 56 (37.6) 37 (20.9) 31 (25.0) 124 (27.6) 22.35*

No appetite 20 (13.4) 27 (15.3) 26 (21.0) 73 (16.2)

Nothing to eat 7 ( 4.7) 15 ( 8.5) 11 ( 8.9) 33 ( 7.3)

Difficulties in digestion 3 ( 2.0) 3 ( 1.7) 3 ( 2.4) 9 ( 2.0)

To reduce body weight 11 ( 7.4) 17 ( 9.6) 5 ( 4.0) 33 ( 7.3)

Lack of time 38 (25.5) 53 (29.9) 26 (21.0) 117 (26.0)

Habit from the youth 14 ( 9.4) 25 (14.1) 22 (17.7) 61 (13.6)

Eating out More than twice/day 9 ( 6.0) 3 ( 1.7) 7 ( 5.7) 19 ( 4.2) 33.91***

Once/day 29 (19.5) 65 (36.7) 52 (41.9) 146 (32.4)

3∼6 times/week 19 (12.8) 25 (14.1) 24 (19.4) 68 (15.1)

Once/week 61 (40.9) 45 (25.4) 27 (21.8) 133 (29.6)

Once/month 31 (20.8) 39 (22.0) 14 (11.3) 84 (18.7)

Unbalanced diet No 89 (59.7) 89 (50.3) 53 (42.7) 231 (51.3) 7.95*

Yes 60 (40.3) 88 (49.7) 71 (57.3) 219 (48.7)
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determined by χ2-test 
2) N (%)
*P＜0.05, **P＜0.01, ***P＜0.001

남학생이 더 높았다(P＜0.05).

2. 식행동

조사대상자의 용돈 수준에 따른 식행동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하루 식사횟수는 3회 이상

이 30만원 미만군 55.7%, 30∼40만원군 47.5%, 40만

원 이상군 40.3% 순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식사속도는 20분 미만이 30만원 미만군 67.8%, 30∼

40만원군 45.7%, 40만원 이상군 50.9% 순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P＜0.01). 가장 자주 거르는 끼니는 용

돈 수준별 유의한 차이 없이 아침이라는 응답이 전

체 76.9%로 가장 높았다. 식사를 거르는 이유는 30만원 

미만군의 경우 잠, 시간 부족, 30∼40만원군의 경우 

시간 부족, 잠, 40만원 이상군의 경우 잠, 식욕저하 

(또는 시간 부족)이라는 순서로 높은 비율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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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urchasing processed foods by monthly allowance of the subjects.

Variables Criteria

Monthly allowance
(1,000 KRW/month) Total

(n=450)
χ

2-value1)

＜300
(n=149)

300∼400
(n=177)

≥400
(n=124)

Reason for consuming
processed foods

Taste/flavor 39 (26.1)2) 42 (23.7) 30 (24.2) 111 (24.7) 14.70

Low price 21 (14.2) 45 (25.4) 35 (28.2) 101 (22.4)

Easy cooking 60 (40.3) 53 (29.9) 42 (33.9) 155 (34.4)

Good nutrition 3 ( 2.0) 5 ( 2.8) 1 ( 0.8) 9 ( 2.0)

Curiosity for new product 6 ( 4.0) 10 ( 5.7) 6 ( 4.8) 22 ( 4.9)

Others 20 (13.4) 22 (12.4) 10 ( 8.1) 52 (11.6)

Most considered factors for
purchasing processed foods

Price 76 (51.0) 99 (55.9) 70 (56.5) 245 (54.4) 6.76

Brand awareness 29 (19.5) 26 (14.7) 21 (16.9) 76 (16.9)

Nutrient content 14 ( 9.4) 23 (13.0) 10 ( 8.1) 47 (10.4)

Expiration date 22 (14.8) 16 ( 9.0) 13 (10.5) 51 (11.3)

Food additives 8 ( 5.4) 13 ( 7.3) 10 ( 8.1) 31 ( 6.9)

Usual place for purchasing 
processed foods

Hypermarket 57 (38.3) 75 (42.4) 56 (45.2) 188 (41.8) 11.74

Convenience store 62 (41.6) 74 (41.8) 51 (41.1) 187 (41.6)

Department store 2 ( 1.3) 0 ( 0.0) 2 ( 1.6) 4 ( 0.9)

Korean traditional market 0 ( 0.0) 3 ( 1.7) 1 ( 0.8) 4 ( 0.9)

Town supermarket 25 (16.8) 18 (10.2) 12 ( 9.7) 55 (12.2)

Online market 3 ( 2.0) 7 ( 4.0) 2 ( 1.6) 12 ( 2.7)
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determined by χ2-test
2) N (%)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외식빈도는 하루에 

한번 이상 한다는 비율이 40만원 이상군 47.6%, 30

∼40만원군 38.4%, 30만원 미만군 25.5% 순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P＜0.001). 편식을 한다는 비율은 40만원 

이상군 57.3%, 30∼40만원군 49.7%, 30만원 미만군 

40.3% 순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3. 가공식품의 구매

조사대상자의 용돈 수준에 따른 가공식품 구매 

관련 행동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가공식품

을 섭취하는 이유는 조리가 쉽기 때문(34.4%)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가공식품 구입 시 가장 고려

하는 요인은 가격(54.4%), 가공식품 구입 장소는 대

형마트(41.8%)와 편의점(41.6%)이 가장 높았고, 용돈 

수준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가공식품의 기호도

조사대상자의 용돈 수준에 따른 가공식품에 대한 

기호도는 Table 4와 같다. 12가지 가공식품군 중 레

토르트식품류(P＜0.01)와 통조림ㆍ병조림식품류(P＜0.01)

의 기호도는 30만원 미만군이 다른 두 군보다 유의

하게 낮았으나, 유제품류의 기호도는 30만원 미만군

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5. 가공식품의 섭취빈도

조사대상자의 용돈 수준에 따른 가공식품에 대한 

섭취빈도는 Table 5와 같다. 12가지 가공식품군 중 

유제품류와 건조가공품류를 제외한 10가지 가공식품

군의 섭취빈도는 모두 40만원 이상군, 30∼40만원군, 

30만원 미만군 순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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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ference of processed foods by monthly allowance of the subjects.

Variables
Monthly allowance (1,000 KRW/month) Total

(n=450)
F-value1)

＜300 (n=149) 300∼400 (n=177) ≥400 (n=124)

Fish products2) 3.4±1.03) 3.6±1.0 3.6±1.1 3.6±1.0 2.76

Milk products 3.4±1.2a4) 3.1±1.2b 3.0±1.3b 3.1±1.3 5.76*

Meat products 3.9±0.9 3.8±1.0 4.0±1.0 3.9±1.0 0.34

Frozen products 3.8±0.9 3.7±1.1 3.9±1.1 3.8±1.0 0.83

Noodles 4.0±0.9 3.9±1.1 4.1±1.0 4.0±1.0 0.46

Confectionery 3.8±0.9 3.8±1.0 3.9±1.0 3.8±1.0 0.29

Breads 3.9±0.9 3.9±1.0 4.0±1.1 3.9±1.0 0.61

Beverages 3.9±1.0 3.8±1.1 4.0±1.0 3.9±1.0 0.13

Retort foods 3.1±1.0b 3.4±1.1a 3.6±1.1a 3.4±1.1 9.27**

Convenience foods 3.7±1.0 4.0±0.9 4.0±1.0 3.9±1.0 2.99

Canned & bottled foods 3.4±1.0b 3.7±1.1a 3.8±1.1a 3.7±1.1 8.31**

Dried products 3.2±1.1 3.2±1.2 3.3±1.3 3.2±1.2 0.20

Mean 3.6±0.5 3.7±0.6 3.8±0.6 3.7±0.6 3.18
1)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spending money groups determined by ANCOVA-test adjusted for sex 
2) Score (hate a lot: 1 point, dislike: 2 point, so-so: 3 point, like: 4 point, love a lot: 5 point)
3) Mean±standard deviation
4)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로, 유제품은 30만원 미만군이 다른 두 군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P＜0.001). 

고 찰

대학생의 용돈 수준별 가공식품 섭취실태를 비교 

평가한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용돈 수준이 높을

수록 결식, 외식 및 편식비율이 높고 가공식품의 기

호도와 전반적인 섭취빈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돈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

었지만 대학생들이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이유는 조

리가 쉽기 때문이며, 가공식품 구입 시 가장 고려하

는 요인은 가격이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하루 식사횟수는 2회 이하가 

40만원 이상군 59.7%, 30∼40만원군 52.5%, 30만원 

미만군 44.3% 순으로 높아 대학생들의 용돈 수준이 

높을수록 결식률이 높았으며, 이와 함께 외식과 편

식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용돈이 적을수록 식

품에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집이나 학생식당에서 주어지는 식사를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성인의 외식빈도와 

관련된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조사한 연구(Koo & 

Park 2013)에서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외식빈

도가 높았으며 외식빈도가 높을수록 아침결식률이 

높았다는 결과와도 관련성이 있다. 본 조사에서 대

학생들이 식사를 거르는 이유는 잠, 시간 부족, 식

욕 없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아침

실태 및 아침식사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연구(Kim 

& Lim 2001)에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72% 이상이며 결식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대구지역 남ㆍ

여 대학생의 아침식사 여부에 따른 식습관 및 영양

섭취상태에 관한 연구(Lee & Kim 2008)에서 일주일

에 0∼2회 아침식사를 하는 대학생들이 전체 응답

자 중 47.8%이었으며 아침결식의 주된 원인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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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take frequency of processed foods by monthly allowance of the subjects.

Variables
Monthly allowance (1,000 KRW/month)

Total (n=450) F-value1)

＜300 (n=149) 300∼400 (n=177) ≥400 (n=124)

Fish products2) 2.2±0.93)b4) 2.4±1.0a 2.5±1.0a 2.4±1.0 7.73**

Milk products 2.7±1.3a 2.1±1.2b 2.1±1.2b 2.3±1.2 13.83***

Meat products 2.8±0.9b 3.0±1.0b 3.5±0.8a 3.0±1.0 21.30***

Frozen products 2.5±0.9c 2.7±0.9b 3.1±0.9a 2.7±1.0 24.36***

Noodles 3.0±0.9b 3.2±1.0b 3.6±1.0a 3.3±1.0 24.53***

Confectionery 2.9±1.0b 3.0±1.0b 3.3±1.0a 3.0±1.0 11.01**

Breads 2.7±0.9c 3.0±1.0b 3.2±1.0a 3.0±1.0 21.89***

Beverages 3.2±1.0b 3.4±1.0ab 3.6±1.1a 3.4±1.0 7.81**

Retort foods 1.9±0.9c 2.1±1.0b 2.4±1.1a 2.1±1.0 20.91***

Convenience foods 2.7±1.1b 3.0±1.0a 3.2±1.1a 3.0±1.0 18.54***

Canned & bottled foods 2.1±1.0c 2.6±1.0b 2.9±0.9a 2.5±1.0 39.08***

Dried products 1.7±1.0 1.8±1.0 1.9±1.1 1.8±1.0 1.13

Mean 2.5±0.5c 2.7±0.6b 2.9±0.6a 2.8±0.6 36.10***
1)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spending money groups determined by ANCOVA-test adjusted for sex 
2) Score (rarely eat: 1 point, 1∼2 times a month: 2 point, 1∼3 times a week: 3 point, 4∼6 times a week: 4 point, more than once a day: 

5 point)
3) Mean±standard deviation
4)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1, ***P＜0.001

부족과 늦잠이라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이유는 ‘조리

가 쉽기 때문(34.4%)’, ‘맛/풍미(24.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공식품 구입 장소는 ‘대형마트(41.8%)’, 

‘편의점(41.6%)’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Park 

(2013)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조리 가능하다(3.81)’, ‘맛이 있다

(3.48)’ 순서로 높았으며, 가공식품 구입 장소는 ‘대

형마트(57.7%)’, ‘편의점(19%)’ 순으로 높았다는 결과

와 유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가공식품을 섭취

하는 이유로 ‘좋은 영양’보다 ‘맛/풍미’가 월등히 높

았는데 이 또한 Park(2013)과 Koo & Kim(2014)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대학

생들은 식품을 선택할 때 영양보다는 맛을 더 선호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가공식품 선택

에서 영양의 중요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본 조사 대학생들이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고려하는 요인은 가격(54.4%), 브랜드 인

지도(16.9%) 순으로 높았다. 친환경 식품과 가공식품

에 대한 주부들의 인식 및 소비 형태에 대한 연구

(An & Kang 2006)에서 가공식품 선택 시 회사의 인

지도를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질문에서 ‘가격’ 응답항목이 없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12가지 가공식품군 중 국수가공품류

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레토르트식품류와 통조

림ㆍ병조림식품류의 기호도는 용돈 수준이 높을수

록 유의하게 높았다. 국수가공품 중 라면, 식육가공

품 중 소시지와 핫바, 빵류, 음료류, 즉석식품과 같

이 기호도가 높은 가공식품들은 편의점,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학교 매점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학생들의 잦은 섭취빈도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주지역 대학생의 가공식품 

관련 식행동과 식품표시 인식에 대한 Won & Yun(2011) 

의 연구에서 국수가공품이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

였으며 빵류, 육가공품, 음료류, 즉석조리식품,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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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냉동식품류 순으로 높은 기호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종합할 때 대학생들은 국수가공

품의 기호도가 가장 높고 과자류, 빵류, 음료류, 식

육가공품의 기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제품류와 건조가공품류를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군은 용돈 수준이 높을수록 섭취빈도

가 높았다. 이는 청소년의 가공식품 섭취실태를 평

가한 연구(Song & Choi 2013)에서 용돈이 많을수록 

가공식품의 섭취빈도가 높은 결과나 대전ㆍ충남 지

역 대학생의 편의식품 섭취실태 연구(Jung 등 2002)

에서 용돈이 높을수록 편의식품 이용빈도가 높은 

결과와 일치하였다. 대부분의 가공식품과 다르게 유

제품류는 용돈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섭취빈도를 

보였다. 대전지역 여대생의 유제품 섭취에 대한 

Shin & Kim(2003)의 연구에서 유제품을 더 많이 소

비하는 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하여 더 많은 용

돈을 소비하였다고 보고하여 용돈 수준과 유제품 

섭취빈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

하다. 용돈과 식품 소비와의 관계를 살펴본 국외 연

구로서 Punitha 등(2014)은 916명의 13∼18세 청소년

들에 있어 용돈 수준이 높을수록 체질량지수가 유

의하게 높고 과체중과 비만 대상자들은 정상군보다 

패스트푸드점의 이용빈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용돈은 식습관과 그에 따른 건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용돈관리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베트남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Lachat 등(2009)은 이들의 용돈 수

준이 외식섭취와 유의한 정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

고하였다. 현대 사회는 경제적인 발달로 인하여 소

득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짐에 따라 

식품 소비패턴이 변화되고 있다. 현대 음식 소비현

상의 소비문화적 의미에 대한 연구(Sohn 2006)에서 

가계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외식비 비중이 주식비 비중만큼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의 식사패턴에 대한 연구

(Kang 등 2011)에서 전통식 패턴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빵류, 피자ㆍ햄버거가 포함된 혼합식 패턴

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용돈 수준이 높을수록 결식, 외식, 편식하는 비율이 

높고 가공식품의 기호도와 섭취빈도가 높아 이들의 

경제지표인 용돈 수준은 가공식품 섭취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사대사상 선정이 충남 일부지역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수준이나 식생활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지역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용돈 수

준에 따른 가공식품의 기호도와 섭취빈도 차이를 

비교하는 목적에 따라 조사항목이나 분석이 제한적

으로 이루어졌다. 즉 대학생들의 가공식품 섭취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영양

섭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

을 고려한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생활

은 경제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완전한 경

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준비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이들의 용돈 수준에 따라 가공식품 섭취 

양상이 다르다는 주요결과를 도출한 첫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

의 올바른 가공식품의 선택이나 식생활 소비로 이

어질 수 있는 용돈 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위

한 정책적 지원을 제안한다. 앞으로 대학생들의 용

돈 수준과 가공식품 섭취와의 관련성을 심도 깊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속성들을 포함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용돈 수준에 따른 가

공식품의 소비, 기호도 및 섭취빈도를 비교하여 용

돈과 가공식품 소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충남 일부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사항, 식

행동, 가공식품의 구매, 가공식품의 기호도 및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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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를 설문조사 하였으며, 월 용돈 수준에 따라 30만원 

미만, 30∼40만원, 40만원 이상군으로 분류한 후 조

사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1. 평균 연령, 체중, 신장 및 체질량지수는 남학생이 

각각 22.4세, 70.8kg, 174.0cm, 22.4kg/m2으로 여학생

의 21.3세, 54.5kg, 163.0cm, 20.5kg/m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2. 하루 식사횟수를 2회 이하 섭취하는 대상자는 40만원 

이상군 59.7%, 30∼40만원군 52.5%, 30만원 미만군 

44.3% 순으로 높아 용돈 수준이 높을수록 결식률

이 높았다(P＜0.05). 외식빈도는 하루에 한번 이상 

한다는 비율이 40만원 이상군 47.6%, 30∼40만원군 

38.4%, 30만원 미만군 25.5% 순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P＜0.001). 편식을 한다는 비율은 40만원 이상군 

57.3%, 30∼40만원군 49.7%, 30만원 미만군 40.3% 

순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3.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이유는 조리가 쉽기 때문 

(34.4%), 맛/풍미(24.7%) 순이었으며, 가공식품 구

입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은 가격(54.4%), 가공식

품 구입 장소는 대형마트(41.8%)와 편의점(41.6%) 

순이었고 용돈 수준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12가지 가공식품군 중 국수가공품류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레토르트식품류(P＜0.01)와 통조

림ㆍ병조림식품류(P＜0.01)의 기호도는 용돈 수준

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5. 12가지 가공식품군 중 용돈 수준이 높을수록 유

제품류의 섭취빈도는 유의하게 낮았으며, 10가지 

가공식품군의 섭취빈도는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용돈 수준이 높을수록 

결식, 외식, 편식 비율이 높고, 가공식품의 기호도와 

섭취빈도가 높은 결과를 종합할 때 대학생들의 경

제지표인 용돈 수준은 가공식품 섭취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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