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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청소년기에는 학생들의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생리적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각 영

양소의 요구량아 일생 중 가장 높고 청장년기의 건강과 연결된 식생활태도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노년기까지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영양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태도 형성이 중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 남녀 고등학생

명 남자

명 여자

명 을 대상으로 신체

계측 식생활태도 및 영양지식에 대하여 자가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지 조사를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남녀 각각
는 남학생

여학생

와

와

이었고 체질량지수

으로 모두 정상범위에 있었다 그러나 식생활 태도에 있어서 남학생은 여학

생에 비해서 식사속도가 빠르며 과식 외식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횟수가 많았으며 짜게 먹는
유의성 있는 결과를 보였다 그 반면에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규칙적인 식사와 여유로운 식사를 하는
장점도 있으나 아침결식율은 높고 우유섭취빈도는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지식점수에 있
어서 남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남녀 성별에 알
맞은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고등학생, 신체계측, 식생활 태도, 영양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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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청소년기는 신장 체중 체지방 근육 혈액 등 신체 조성의 급속한 제 의 급성 성장과
성적 성숙이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급격한 신체 발달과 성장 속도에 따른 균형잡힌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박성효 정낙원 이효지

이외에도 활동량의 증가에 따른 영양소모

량이 증가되므로 에너지 및 각종 영양소의 절대적 요구량이 일생 중 가장 큰 시기이다 강
희원 이상선

이때의 균형 잡힌 영양섭취와 올바른 식생활 태도는 청소년기의 성

장과 건강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 시기의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과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과일 채소 우유 등의 권장식품의 낮
은 섭취빈도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과 같이 권장하지 않은 식품의 높은 섭취 빈도 과도
한 에너지 섭취 높은 아침 결식률 신체활동 부족 에너지 소비감소 심각한 신체이미지 왜
곡 정상체중의 부적절한 체중감소 시도 그리고 수면부족에 따른 비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기완 이희선 이민준

장숙현

이러한 현상들은 현대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식생활의 서구화와 패스트 푸드 가공식품 섭취 그리고 외식의 증가나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에 의해 방과 후 학원이나 늦은 밤까지 숙제와 연결된 정식적 육체
적 스트레스 증가에 기인된다 박인자 박양원

또한 운동량이나 활동량은 부족한

반면에 바쁜 일과에 쫓겨 간식과 군것질 등 길거리 음식섭취의 의존도가 높아진 결과로
나타났다 이영미 한명숙

특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은 야간자율학습 등

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학교라는 제약된 환경 내에 많은 시간이 노출되다 보니 식품선택에
한계성이 있다는 사실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숙현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성장 발육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식생활을 통한 균형된 식사가 필요
하다 균형된 식사는 식욕과 기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영양지식을 바
탕으로 올바른 식습관과 올바른 식품선택을 할 수 있는 식생활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장숙현

청소년기의 식습관이나 기호는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수준 전통적인 관습

종교 지역적 특성 부모의 교육수준 대중매체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므로 꾸준한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의 교육 등이 필요한 시기이다 박인자 박양원

청소년 시기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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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지 못한 식생활 실천태도는 쉽게 교정되기 어려워 청년 노년기에 다양한 생활습관
병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가정과 학교에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영양교육을 통하여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지역 일부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계측 식생활태도 및
영양지식도를 조사하여 올바른 식생활 태도를 영위하기 위한 청소년 영양교육의 기초자료
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시기는
사대상자는 남자

명 여자

년

학년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였으며 조

명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선행연구 김숙희

이

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한 후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배부

묘자

한 후 본 연구에 대한 목적과 설문지 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 한 후 자가기입식으로 기록하
게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부를 최종분석 자

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신체계측
신체계측은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였고 객관적 비만 지표로는 실제 체지방과 상관관계
를 이용하였다 대한 비만학회의 규

가 높은 체질량지수
정에 따라

이상

미만일 경우는 과체중

미만일 경우는 정상체중

이상

이상일 경우는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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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조사
설문지는 선행연구 김숙희

이묘자

에 사용한 설문내용을 참조로 하여 본 연

구목적에 맞도록 수정 재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총
항목으로 동거인 부모학력 부모연령 어머니의 직장유무 가정의 경제적 상태 한달 용돈
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건강관련 생활습관 조사는 총 항목으로 하루 평균 잠자는 시간과
걷는 시간 여가시간 활용방법 그리고 건강유지를 위해 하는 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식
습관 및 식생활 태도 조사로는 크게 개의 범위로 나누어 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아침

식사 및 편식태도 범위와 관련된 인자로는 총 항목으로 아침식사 빈도 아침식사 결식이
유 편식 정도 편식을 하는 음식의 종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식생활 태도
범위에서는 총 문항으로 식사시간의 규칙성 식욕 식사의 양 식사속도 과식하는 횟수
음식의 짠맛 정도 인스턴트 식품 섭취로 구성하였고 간식 및 외식태도 범위에서 관련된
인자로는 총 항목으로 간식횟수와 종류 우유섭취 외식 횟수와 종류로 구성하였다
영양지식도 조사를 위한 항목으로는 일반적인 영양소에 대하여 이들 대 영양소의 급원
식품과 역할 기능 등에 관한 지식들을 서술형 문항으로 제시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영양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영양지식은 총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가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중 한가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평가하였다
영양지식의 평가는 한 항목당 맞으면 점 틀리면 점을 주어 총

점 만점으로 평가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양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자들이 그렇다 혹은 아니다 에 답한 것은 그들이 특정질문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의
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르겠다 에 답한 것은 아무런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인지된 영양지식

의 비율을 구하였다 그리고 인지된 지식

가운데 정확한 판단을 갖고 있는 정답의 비율을 정확도

인지도(%) =

‘그렇다’ 혹은 '아니다‘에 답한 학생수
전체 학생수

× 100

정확도(%) =

‘그렇다’ 혹은 '아니다‘에 답한 학생수
전체 학생수

× 100

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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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처리
모든 자료의 처리는

이용하여 이루

어졌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건강관련 생활습관 아침식사와
편식태도 그리고 간식 및 외식에 대한 남녀 비율을

로 검증하였다 신체 계

측치 영양지식 점수 및 영양문제에 대한 인지도와 정확도에 대한 남여의 비교는 평균 표
를 이용한 후

준오차로 제시 한 후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징에 관한 조사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과 같다 동거인으로는 부모님 과 함께 살고 있

여학생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 전체의 부모

는 학생이 남학생

님의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로 모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어머니 학력은 남학생은 고졸

각각
이하 가
연령은
세에서

이상이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이 남여

로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전문대졸 이상 이
세에서

세 사이가 남녀 각각

세 사이 가 남여 각각

직장을 다니는 경우 는 남학생은

로 가장 높았다 아버지의

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연령은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어머니가

여학생은

로 다니지 않는 경우 의 응답율

을 보였다 경제적 형편은 보통이다 가 남여 각각

로 모두 가장 높은 응답율

을 보였다 한달 평균 용돈은 만원에서 만원 미만 이 남학생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여학생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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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인

동거인

부모님 조부모님
부모님
어머니하고만
아버지하고만
기타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아버지
연령

세 이하
세
세
세 이상

어머니
연령

세 이하
세
세
세 이상

어머니
직장 유무

다님
안다님

경제적
형편

어려운 편
보통
풍족한 편

한달
용돈

Number(%)
남학생
(n=159)

여학생
(n=189)

전체
(n=348)

159(100.0)

189(100.0)

348(100.0)

만원 미만
만원 만원미만
만원 만원미만
만원 만원미만
만원 이상
합계

2) 조사대상자의 신체 계측치
조사대상자의 신체 계측치는
생은

와 같다 평균 나이는 남학생은

세 여학

세 이였으며 평균 신장과 체중에서 남학생은 각각
여학생은 각각

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인 영양섭

대구지역 남녀 고등학생의 신체계측 식생활 태도 및 영양지식에 관한 연구

취기준 설정을 위한 체위기준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더 높았으며 여학생의 신장은

체질량지수

더 크고 체중은

체중

더 적었다

는 청소년기와 성인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는 비만지수로 대한비만학
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조사대상자의 체질량지수 평균값

회에서 보고한 이진규 등

로 정상범위에 속하였다 본 연구결과 조한준

은 각각
등

세 남여 각각

과 비교해 볼 때 남학생의 신장은

의 평균 체위
은

에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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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결과인 남녀 고등학생의 체질량지수 평균값인 남학생

여학생

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 조사대상자의 신체 계측치
항 목

남학생(n=159)

여학생(n=189)

전체(n=348)

p-value

나이
신장
체중

체중

신장

2. 건강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조사
1) 조사대상자의 생활습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생활습관 관련요인에 대한 결과는
자는 시간은

시간 미만 이 남녀 각각

하루 평균 걷는 시간은

과 같다 하루평균 잠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분에서 시간 이내 가 남여 모두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이내 로 응답한 남학생은

로 적은 반면 여학생은

차이를 보였다 학생들의 여가시간 활용은 남학생의 경우
사된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

가

시청 으로

로

분

수준에서 유의한
가 컴퓨터 이용 으로 조

수준에서 남녀 사이에 여가

활용 방법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건강유지를 위해서 하는 일로 남학생의
가 숙면 이였고

는 운동 으로 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가 숙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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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반면에 운동 은

의 가장 낮은 응답율을 보여서 남녀 사이에

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청소년 모두 수면부족과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활동적인 운동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Table 3.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 생활습관
항 목
하루 평균
잠자는 시간

시간 미만
시간 미만
시간 미만
시간 이상

하루 평균
걷는 시간

분 이내
분 시간이내
시간 시간이내
시간 이상

여가시간의
활용

운동
시청
독서
컴퓨터 이용
잠

건강유지를
위해 하는 일

운동
식사조절
휴식 숙면
보약 영양제 섭취
합 계

Number(%)

남학생(n=159)

여학생(n=189)

전체(n=348)

159(100.0)

189(100.0)

348(100.0)

χ2-score

2) 조사대상자의 아침식사 및 편식 태도
조사대상자의 아침식사 및 편식 태도는
여학생은
응답율은 남녀 각각

와 같다 아침식사 빈도는 남학생은

가 매일 먹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로 조사되어 남녀 사이에

여학생의 아침 결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결식은 배윤정
세의 아침결식률

회 주와

회 주의

수준에서 남학생보다
연구 결과

이상과 비교 해 볼 때 남학생은 비슷한 편이나 여학생은 높게 나

타났다 아침식사 결식이유는 남여 모두 시간이 부족해서 가 각각

로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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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그 다음으로는 남학생의 경우 식욕저하 가

여학생은

로 나타나 남녀 사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에 아침결식 이유에 있어서

Table 4. 조사대상자의 아침식사 및 편식태도
변인

아침식사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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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남학생(n=159)

여학생(n=189)

전체(n=348)

159(100.0)

189(100.0)

348(100.0)

84(100.0)

106(100.0)

190(100.0)

159(100.0)

189(100.0)

348(100.0)

131(100.0)

160(100.0)

291(100.0)

χ2-score

전혀 안 먹음
회주
회주
회주
매일
합 계
시간부족
식욕저하
소화불량
체중감량
식사미준비
습관적

아침식사
결식이유

합 계
아주 심함
조금 있음
보통
전혀 없음

편식
정도

합 계
육류
야채류
생선류
콩류
유제품류

편식하는
음식의 종류

합 계

아침결식은 학습뿐만 아니라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안정 공격성 그리고 비만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불균형적인 영양 섭취 이외에 저혈당으로 인한 뇌기능의 불균형 상태
를 초래할 수 있다 김숙희

이경신 김주혜 모수미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성

장과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식생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배윤정

에 의하면 청소년의 아침식사의 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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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 결식율이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고등학생 경우에는 초중등학생에 비해 하교시간은 많이 늦은 반면에 이른 등교
시간 과중한 학교수업 입시준비 등으로 인한 수면시간이 부족 등으로 아침식사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었다 장숙현

이영미 한명숙

이경

신 김주혜 모수미
편식정도는 전혀 없음 이라고 답한 남학생은
여학생은

남학생은

심함 으로 답한 남학생

여학생은

보통 으로 답한

조금 있음 으로 답한 남학생
여학생

여학생

로 나타났다 편식을 하는 음식의 종류는 남학

로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었고 여학생은 콩류가

생은 야채류가

는 음식이었다 싫어하는 음식 순은 남학생은 야채류
이였으며 여학생은 콩류

야채류

생선류

생선류

가 야채류를

로 가장 싫어하
콩류

로 남녀 사이에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혜경
남학생은

아주

이 보고한

가 생선류를 편식하는 식품의 결과와 비교 해서 볼때

본 연구의 남학생이 싫어하는 음식의 순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윤순진

의 연구결과를 보면 편식을 하는 음식의 종류가 콩류
생선류

야채류

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여학생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청소년기의 편식은 단순한 원인에 의한 것 보다는 식품이나 음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요인들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즉 건강상태 부모와의 관계
기질 가정환경이나 주의환경 음식의 종류나 조리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청소년
기 편식의 특징은 음식에 대한 주관적인 선택 욕구가 강하고
많이 받으며 친구 등 동기 그룹

등 대중 매체의 영향을

의 경향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음식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미한 편식은 정상 발달과정에서 흔히 나타난다 그러나 지
나친 편식은 영양불균형을 초래하여 발육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비만 빈혈
등과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최민경

청소년기에는 질좋은 단백질의 섭취와 함

께 비타민 무기질의 섭취가 중요하며 한번 형성된 식습관은 교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
릴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편식예방과 치료를 위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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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식생활 태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식생활 태도는
각 매우 규칙적 이
와

와

와 같다 식사시간의 규칙성에서 남녀 각

매우 불규칙 이 각각

와

보통 이 각각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매우 규칙적 인 비율이

로 가장 높은 반

면에 남학생의 경우 매우 불규칙

보통

매우 규칙적 에 비슷한 비율의 응답율을 보여
식욕에서는 남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식사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가 높았다

녀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조사대사자 거의 대분이이 보통 이상 양호한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의 양에서는 조사대상자 전체의

가 적당하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식사속도는 남학생은 보통 이
빠른편 이

로 비슷하게 비율을 보인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

가

와

보통 이다 라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느린

는 응답율을 보여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의 식사 속도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사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식사속도는 빠른 것
으로 조사되었다 식사속도가 빠르면 영양소의 소화면에서 볼 때 위의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 보통은 식사시간

분이 지나야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빨리 먹으

면 그만큼 회 섭취량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빠른 식사속도를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 식습관 교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김은하
연 이주희 주정 윤상연
등

고등학생의 식습관을 조사한 박혜경 등

의 연구에서는 약간 빠르다 와

로 가장 많았고 가끔 있음 이

거

로 조사되어서 본 연구의 남학생의 식욕이 좋을수록 식

사의 양이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학생은 가끔 있음 이
음가

과 한명주

빨리 한다 의 응답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식하는 횟수는 남학생은 자주 있음 이
의 매일 이라고 답한 학생도

허은실 이경혜 장동수 이갑

거의 매일 으로 답한 학생도

로 조사되어

로 가장 많았으며 자주 있
수준에서 남학생보

다 여학생이 과식하는 횟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신이 먹는 음식의 짠맛 정도는
남학생은 조금 짜게 먹는다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의
다 짜게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로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보통 이다가

로 가장

가 조금 짜게 먹는다고 답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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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식생활태도
항목
식사시간의
규칙성

매우 불규칙
보통
매우 규칙적

식욕

아주 나쁨
나쁨
보통
좋음
아주 좋음

식사의 양

아주 조금
약간 배고픈 듯
적당하게
조금 배부르게
항상 배부르게

식사 속도

빠른 편
보통
느린 편
거의
가끔
자주
거의

과식하는
횟수

남학생(n=159)

여학생(n=189)

전체(n=348)

159(100.0)

189(100.0)

348(100.0)

χ2-score

없음
있음
있음
매일

매우 짜게
조금 짜게
보통
조금 싱겁게
매우 싱겁게

음식의 짠
맛 정도

거의
가끔
자주
거의

인스턴트
식품 섭취

없음
있음
있음
매일

합계
거의 없음

Number(%)

회 주 가끔 있음

회주

자주 있음

회 주 거의 매일

회 이상 주

이러한 결과는 본 논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실제 나트륨 섭취량 조사에서도 남학
생

인 반면에 여학생

으로

수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나트

륨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턴트 식품 섭취는 남학생은 가끔 있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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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았고 자주 있음 가
있음 이

거의 없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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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다음 순위로 높았다 그 반면에 여학생은 가끔
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준에서 인스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턴트 식품의 섭취가

3) 조사대상자의 간식 및 외식 실태
조사대상자의 간식 및 외식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는

과 같다

Table 6. 조사대상자의 간식 및 외식 태도
항 목
간식
횟수

거의 안먹음
회
매일
매일 회 이상

간식의
종류

빵류
면류
과일류
과자류
인스턴트음식

우유
섭취

전혀 마시지 않음
가끔 마심
매일 컵
매일 컵 이상

외식
횟수

거의
가끔
자주
거의

외식의
종류

한식
중국식
일식
양식
패스트푸드
분식

남학생(n=159)

여학생(n=189)

전체(n=348)

159(100.0)

189(100.0)

348(100.0)

χ2-score

없음
있음
있음
매일

합계
거의 없음

Number(%)

회 주 가끔 있음

회주

자주 있음

회 주 거의 매일

회 이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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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 횟수는 매일

회 가 남학생은

으며 남녀 사이에

여학생은

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북지역 여고생을 대
의 연구결과인 하루에

상으로 연구한 양경희

가 간식을

회 먹는다고 조사

한 결과나 제주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영미와 한명숙
이상이 하루에
종류로는 남학생은
여학생은

의 연구결과인

회 간식을 먹는다고 답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간식의
가 과자류

가 과자류

가 빵류

가 과일류를 섭취하고 있었으며

가 과일류

가 빵류로 나타났다 남녀 사이에

수준에서 섭취하는 간식의 종류에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과자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는 학교에서 짧은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교내 매점을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자의 우유 섭취는 매일 컵 이상 이 남학생은
학생이

매일 컵 은 남학생

여학생

학생

전혀 마시지 않는다 는 남학생

가끔 마신다 는 남학생
여학생

여
여

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우유의 섭취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식은 아침 점심 저녁 모두 균형 잡힌 식사에 필요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한 후에 모자
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식사가 되어야 한다 간식의 섭취 빈도가 증가되면서 간식에 대한
올바른 식태도 형성 및 바람직한 식품선택에 대한 인식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영미 한명숙

특히 간식의 섭취는 아침 결식으로 인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

루 섭취 열량 중 간식의 섭취 비율을 보면

년대에 비해

대년에는 큰폭으로 증가

하였다 안효순
조사대상자의 외식횟수는 남학생은 거의 없음 이
고 가끔 있음 이

자주 있음 이

가끔 있음 이
다는

거의 매일 이

인 반면 거의 매일 이

이

로 응답율을 보였다 여학생은 거의 없음 이
자주 있음 이

로 남학생이 여학생보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외식의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의 종류는
로 패스트 푸드가 가장 높았다 외식의 선호도에서 남학생은 패스

남여 각각

트 푸드 중국식 한식 양식 분식 일식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패스트 푸드 한식 분
식 양식 중국식 일식 순을 보여서 남녀 사이에 외식시 선택하는 메뉴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중학생의 패스트 푸드점 이용실태를 조사한 강금지 등

일주일에 한 번 이

로 가장 많았고 두 번 을 이용한다는 학생도

의 연구결과
의 응답율을 보

여 본 연구의 고등학생과 같이 패스트 푸드의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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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식생활 양식의 변화 중 하나는 외식의 증가이다 우리 국민의 외식 섭취 빈도
는 일 회 이상이
다 청소년의

회가

로 국민의

정도가 매일 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정도가 매일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미경 승정자 류화춘

박재년 박동연 최미경 조경옥 최선혜 이윤신 김유경 이은주

청소년의

식생활 및 생활양식이 기존의 밥 국 김치 등의 전통식 식사패턴에서 패스트 푸드 피자
햄버거 등의 서구식 식사패턴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문현경과 공정은
이

년과

년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근거하여

세 이상 성인 여성의

가

밥 대신 면류 빵류 등의 서구식 혼합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가 서구식 혼합 패턴을 보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층에서 두드러지게

서는 약

나타나고 있다 송윤주 정효지 김영낭 백희영

4. 영양지식에 관한 조사
조사대상자의 영양지식 점수와 영양지식 정도를 알기 위항 문항에 대한 인지도와 정확
과 같다 영양지식 총점수는

도는

점 만점에 남학생은

점 여학생은

점으로 남녀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조사대상자의 영양지식을 알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전체 인지도와 정확도를 조사한 결과
지도는 남학생이
여학생이

여학생이

에서 제시 한 바와 같이 인

로 나타났으며 정확도는 남학생이

로 인지도와 정확도는 모두 남녀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Table 7. 조사대상자의 영양지식 전체에 대한 점수 및 인지도와 정확도
항 목

남학생(n=159)

여학생(n=189)

p-value

총 점수 점수
인지도
정확도

성장과 발육 건강과 질병관리 등에 있어서 식생활과 올바른 식습관은 형성은 중요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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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이를 위해 올바른 영양지식의 습득을 위한 영양교육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바람
직한 영양교육은 교육 후 영양지식의 습득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식생활 태도 및 식습관을
확립하도록 실천적인 측면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 영양교육은 학생들에게 영
양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바람직한 식생활이 습관화 되도록 학
생들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구지역 남녀 고등학생

명 남자

명 여자

명 을 대상으로 신체계

측치 식생활태도 및 영양지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올바른 영양섭취와 식습관 및 식태도
를 형성하기 위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남녀 각각
와

이었고

는 남학생

와
여학생

로 정상

수준 이었다 건강관련 생활습관 인자조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하루 평균 걷
는 시간이 높고 건강유지를 위해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태도에 있어서는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식사시간이 불규칙적이고 식사속도가 빠르며 과식 외식 인스턴
트 식품의 섭취횟수가 많고 짜게 먹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에서 총

점 만점에 남학생은

점 여학생은

영양지식 점

점으로 남학생보다 여학

생이 다소 높았다 질문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여학생이 정확도에서는 남학생이 높았으나
영양지식 점수 인지도 및 정확도는 남녀 사이에 유의적이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볼 때 남녀 공통된 식생활의 문제점으로 불규칙적인 식사와
아침 식사의 높은 결식율이나 외식율 등 부정적인 식태도 등을 바로잡고 균형있는 영양공
급이 필요하다 특히 식사의 불균칙성이나 편식 식사속도 그리고 짠맛의 선호도 등에서는
남녀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므로 청소년들의 남녀에 따른 올바른 식생활 지침서와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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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ntheropometric Characteristics, Dietary Attitudes and
Nutritional Knowledge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Daegu Area
Yang, Kyung Mi(Daegu Haany Univers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on antheropometric characterics, dietary attitudes and
nutritional knowledge of high school students in Daegu area.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348 students(male 159, female 189). Statistical methods applied to analyze the data were
frequency, percent, χ2-test, and student-t test with SPSS 18.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average age of the investigated male students was 17.5±0.51 and that of the female students was
17.6±0.49. The average height and weight of male and female students were 174.2±5.51 cm and
65.3±10.7 kg, and 161.3±4.85 cm and 51.0±5.39 kg, respectively. Body mass index of male and
female students were 21.5±3.08, and 19.6±1.85, that were both in normal range. Male students tend
to represent significantly higher irregularity on having meals, faster speed of eating, more frequent
intake of salty and instant foods, and higher levels of eating out compared to female students. On
the other hand,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rates on skipping breakfast and lower frequency of
intake of milks compared to female students. Male and female students' grade of nutritional
knowledge is 12.9±1.44 and 13.6±1.89 scores, respectively.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sores of nutritional knowledge between female and male.

Keywords: high school students, antheropometric characteristics,
dietary attitudes, nutritional Knowled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