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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an association between dietary quality and use of convenience foods at convenience stores 

among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A total of 474 high school students (225 boys and 249 girls) residing in Incheon 
participated in this questionnaire survey in June 2018.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consumption of convenience foods at convenience stores; less than once a week, 1~2 times a week, and more than 3 

times a week. Dietary quality was assessed using a nutrient quotient for adolescents (NA-Q).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investigate an association between dietary quality and use of convenience foods at convenience stores among high school 

students. Results: For boys and girls, higher monthly allowanc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higher frequency of 

consumption of convenience foods at convenience stores, whereas school grade, mother’s occupational status, family size, 

extracurricular study, and eating speed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frequency of consumption of convenience 

foods. Higher intake frequency of cookies or sweet and greasy bread, processed beverage, Ramyon, night-time snack, and 

street food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higher frequency of consumption of convenience foods for boys or girls. Boys 

and girls, who had a higher frequency of consumption of convenience foods at convenience stores had significantly greater 

odds for being in the low grade of dietary quality, especially in the moderation factor. Conclusion: The students who used 

convenience stores more often appeared to have more monthly allowance and to consume undesirable foods more often. 

Higher frequency of using convenience foods at convenience stores among high school students was associated with lower 

dietary quality. These study results can support efforts to provide nutrition education programs and guidelines to students 

who frequently use convenience foods at convenience 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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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소득증가 등으로 사회, 환
경적 요인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식습관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편리성과 신속성을 추구하고, 식생활에

서도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편의식품의 이용이 보

편화되었다. 편의식품이란 식품공전상에는 즉석섭취 · 편
의식품류로 명명되어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

대로 또는 단순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 ·
가공 · 포장한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식품

을 말한다 [1]. 최근에는 편의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반적인 식당이 아닌 편의점에

서 식사와 간식을 편의식품으로 해결하는 편의식의 이용

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2017년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전국의 프랜차이즈 편의점 수는 2016년 

32,611개에서 2017년 36,824개로 1년 동안 4,213개가 증

가하였고, 신규 출점수는 2016년 5,116개에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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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 증가한 5,611로 늘어났다. 매출액의 경우에도 

2016년 203,241억원에서 2017년 222,826억원으로 1년간 

9.6%의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2]. 
청소년기는 생애주기 중 성장과 발달이 가장 왕성하여 

열량 및 각종 영양소의 요구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 시기

에 알맞은 영양소의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은 증가

한 신체의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충분하고 영양적으

로 균형 잡힌 식품의 섭취가 필요하나,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의 청소년기 고등학생들은 정규 학교 수업 

외에도 과도한 학업으로 시간 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리

고 있다 [3]. 이로 인해 고등학생의 경우 간편하고 빠르게 

섭취할 수 있는 편의식 이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등학생의 편의식 이용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통계자

료는 없으나, 교육부가 실시한 2018년도 학생건강검사 표

본통계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

취율은 80.5%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하여 높고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 1회 이상 

라면 섭취율도 82.2%로 높게 나타났다 [4]. 또한,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최근 7일 동안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2009년 13.2%에서 2018년 

23.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높

았다 [5]. 이는 고등학교 청소년의 편의식 이용 증가를 간

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청소년들은 주로 간식 선택에 있어서 영양보다는 편리

성과 맛, 가격을 먼저 고려하고 있으며, 편의점이나 슈퍼

마켓을 이용하여 탄산음료, 과자, 스낵류 등을 주로 사먹

는 실정이다 [6]. 또한 청소년은 야식을 고르는데 있어 싼 

가격, 편리성, 기호 중심으로 고려하며, 이러한 식품선택

은 인스턴트식품과 편의식품의 섭취를 크게 높이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7]. 그러나 편의식품들은 고열량, 고지방, 
고염식이 많고, 비타민 C, 식이섬유, 엽산, 칼슘, 철 등 미

량영양소의 함량은 적어, 이들의 과도한 섭취는 영양 불균

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8,9]. 그럼에도 불구

하고 편리성과 기호성을 갖춘 편의식품은 청소년들의 욕

구를 충족시키며 그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성, 기호성이 높은 편의식품의 특성과 이들 편의식

품의 영양가에 대한 우려를 보고하는 연구들을 고려할 때 

[8,9], 편의식의 이용은 식사와 관련된 식행동 및 식사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식사

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 방법이 존재하나,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는 점수로 수치화

하여 손쉽게 개인의 식습관 실태를 알 수 있다 [10]. 이러한 
식사의 질과 관련된 지수중의 하나인 영양지수 (nutrition 
quotient)는 타당도가 증명된 간략한 체크리스트로 개인 

또는 집단의 영양 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1]. 우리나라에서도 생애주기별 식사의 질 평가

지수가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11-13], 2017년에 청소년을 

위한 맞춤 영양지수인 청소년 영양지수 (NQ-A)가 개발되

었다 [11]. 타당도가 증명된 청소년 영양지수 평가는 식습

관 문제와 식사의 질과의 관련성을 파악 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일부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편의점에서의 편의식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편의

점 편의식 이용 빈도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여 식습관, 
생활습관 및 청소년 영양지수를 평가함으로써 고등학교 

청소년의 편의식의 이용과 식사의 질과의 관련성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식습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고등학생들의 올바른 식습

관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는 인천 계양구, 서구에 있는 6개 고등학교 남, 

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 내용,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를 참여할 것

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시행하였다. 설문 전 연구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장에게 구두로 설명 후 2018년 

6월 11일에서 15일까지 5일간 해당학교 영양사가 직접 

설문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대상자들에게 설명하였다. 설
명을 이해하고 설문조사에 동의한 대상자가 학부모에게 

설명 후, 조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배부된 270부 중 불성실하게 응

답하거나 미 회수된 45부를 제외한 225부 (분석율 83.3%),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배부된 270부 중 불성실 하게 응답

하거나 미 회수된 21부를 제외한 249부 (분석율 92.2%), 
총 540부 중 474부 (분석율 87.8%)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

였다.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KNU_IRB_2018-18).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자료 [8,9] 및 청소년 영양지

수 연구 [11]를 참고하여 설문 문항을 재구성하였으며, 일
반적 사항, 청소년 영양지수 리스트에 포함된 식습관 및 

생활습관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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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년, 연령, 어머니 취업여부, 가족

원 수, 한달 용돈, 주간 과외학습 수강개수, 주간 과외학습 

수강시간, 체중과 신장,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 편의점 편

의식 이용 빈도로 구성하였다. 편의점 편의식은 간식이나 

식사대용으로 편의점에서 편의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정

의하였다. 체중과 신장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를 산정하

였으며, 체질량지수가 18.5 kg/m2 
미만인 경우 저체중, 

18.5에서 23.0 kg/m2 미만인 경우 정상, 23.0 kg/m2 이상인 

경우 과체중/비만으로 구분하였다.

식습관 및 생활습관

식습관 및 생활습관은 Kim 등 [11]의 청소년 영양지수 

NQ-A산정에 필요한 19개의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조사항

목은 연구대상자의 과일 섭취 빈도, 흰 우유 섭취 빈도, 콩 

종류 섭취 빈도, 생선 섭취 빈도, 한번 식사 시 먹는 채소 

반찬 (김치포함)의 수, 반찬 골고루 먹는 정도, 편식 정도, 
과자 또는 달거나 기름진 빵 섭취 빈도, 가공 음료 섭취 

빈도, 라면 섭취 빈도, 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 야식 섭취 

빈도, 길거리 음식 섭취 빈도, 아침식사 빈도, 식탁에 앉아

서 식사하는 정도, TV · 핸드폰 · 컴퓨터 사용 시간, 영양 

표시 확인 정도, 음식 먹기 전 손 씻는 정도, 운동 빈도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영양지수 산정 

청소년 영양지수 NQ-A산정에 필요한 19개의 항목에 대

한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영양지수 점수를 산정하였다. 청
소년 영양지수의 산정 방법은 Kim 등의 연구 [11]에서 제

시한 방법에 따라 항목별 점수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정

하였으며, NQ-A 점수 및 영역별 (균형, 다양, 절제, 환경, 
실천) 점수는 각각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였다. NQ-A 점
수의 판별은 Kim 등의 연구 [11]에서 제시한 전국 조사의 

표준화된 백분위 값 분포를 기준으로 63.1 ~ 100점은 ‘상’, 
49 ~ 63점은 ‘중’, 0 ~ 48.9점은 ‘하’로 하였다. 영역별 점수

에서 균형은 71.9 ~ 100점 ‘상’ 등급, 45.8 ~ 71.8점 ‘중’ 등
급, 0 ~ 45.7점 ‘하’ 등급, 다양은 69.2 ~ 100점 ‘상’ 등급, 
44.2 ~ 69.1점 ‘중’ 등급, 0 ~ 44.1점 ‘하’ 등급, 절제는 59.7
~ 100점 ‘상’ 등급, 36.6 ~ 59.6점 ‘중’ 등급, 0 ~ 36.5점 

‘하’ 등급, 환경은 87.9 ~ 100점 ‘상’ 등급, 55.5 ~ 87.8점 

‘중’ 등급, 0 ~ 55.4점 ‘하’ 등급, 실천은 65.8 ~ 100점 ‘상’ 
등급, 40.8 ~ 65.7점 ‘중’ 등급, 0 ~ 40.7점 ‘하’ 등급으로 판

정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및 통계처리
조사된 모든 자료는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

분율을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편의점 이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주1회미만군‘, ‘주1 ~ 2회군‘, ‘주3회이상군’
의 세 군으로 분류였다. 성별에 따라 남녀를 구분하여 분

석하였으며,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에 따른 세 군간 비교

· 분석은 범주형 범수인 경우 χ2-test를 실시하였다. 연속형 

변수인 경우 ANOVA test를 실시하였고, 평균비교에서 유

의적 차이가 있을 경우에 Du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

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편의점 이용빈

도와 식사의 질과의 관련성분석을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편의점 이용빈도 주1회미만군을 기준

으로 하여 식사의 질을 평가한 지수값인 NQ-A 및 균형, 
다양, 절제, 환경, 실천 항목이 ‘하’가 될 Odds를 산출하였

으며, 일반사항에서 편의점 이용빈도와 관련성이 제시된 

용돈의 수준을 보정하였다. 모든 검정의 유의수준은 p <
0.05로 하였다.

결  과
일반사항

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남학

생의 경우 주1회미만군이 73명 (32.4%), 주1 ~ 2회군 80명 

(35.6%), 주3회이상군 72명 (32.0%)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주1회미만군이 96명 (35.6%), 주1 ~ 2회군 111명 (44.6%), 
주3회이상군 42명 (16.9%)이었다. 평균 연령은 16.7세였으

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에 따른 

평균 연령 및 학년의 분포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어
머니의 취업 여부는 남녀 학생 어머니의 각각 36.4%, 
31.7%가 미취업 상태였으며, 남녀 학생 모두 편의점 편의

식 이용빈도와 어머니의 취업상태간에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본인을 포함한 가족원 수는 4명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편의식 이용빈도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

다. 한달 용돈은 남학생 (p < 0.05)과 여학생 (p < 0.01) 모
두 편의점 이용빈도와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여 주1회미만

군의 경우 5만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주3회이

상군은 5 ~ 10만원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간 과외학습 수강개수와 수강시간의 분포는 남녀학생 

모두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와 유의적인 관련성이 제시

되지 않았다.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절반정도의 학생

들이 10분 이상~ 20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에 따른 식사속도의 분포는 남학생의 경

우 편의점 이용빈도가 높은 군에서 식사소요 시간이 짧은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수준이 아니었고 

여학생의 경우도 유의적인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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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Boys

p value

Girls 

p valueTotal
(n = 225)

< Once a 
week 

(n = 73)

1 ~ 2 times a 
week 

(n = 80)

≧3 times a 
week 

(n = 72)

Total
(n = 249)

< Once a 
week 

(n = 96)

1 ~ 2 times a 
week 

(n = 111)

≧3 times a 
week 

(n = 42)

Age (yrs) 16.9 ± 1.01) 17.0 ± 1.0 16.9 ± 1.1 16.9 ± 1.0 0.9189 16.5 ± 1.0 16.6 ± 1.0 16.5 ± 1.1 16.4 ± 1.0 0.7412

Grade

First 55 (24.4)2) 19 (26.0) 16 (20.0) 20 (27.8) 0.3305 87 (34.9) 33 (34.4) 37 (33.3) 17 (40.5) 0.8356

Second 73 (32.5) 20 (27.4) 33 (41.3) 20 (27.8) 71 (28.5) 25 (26.0) 34 (30.6) 12 (28.6)

Third 97 (43.1) 34 (46.6) 31 (38.7) 32 (44.4) 91 (36.6) 38 (39.6) 40 (36.1) 13 (30.9)

Employment status of mother

Unemployed 82 (36.4) 34 (46.6) 27 (33.7) 21 (29.2) 0.2231 79 (31.7) 28 (29.2) 41 (36.9) 10 (23.8) 0.3879

Part time job 43 (19.1) 13 (17.8) 14 (17.5) 16 (22.2) 68 (27.3) 28 (29.2) 25 (22.5) 15 (35.7)

Full time job 100 (44.5) 26 (35.6) 16 (48.8) 35 (48.6) 102 (41.0) 40 (41.6) 45 (40.6) 17 (40.5)

Family number

≦3 31 (13.8) 9 (12.3) 15 (18.8) 7 (9.7) 0.5584 23 (9.2) 8 (8.3) 11 (9.9) 4 (9.5) 0.9937

4 154 (68.4) 52 (71.2) 51 (63.7) 51 (70.8) 164 (65.9) 63 (65.6) 73 (65.8) 28 (66.7)

≧5 40 (17.8) 12 (16.4) 14 (17.5) 14 (19.4) 62 (24.9) 25 (26.1) 27 (24.3) 10 (23.8)

Monthly allowance (Won)

< 50,000 97 (43.1) 41 (56.2) 33 (41.2) 23 (31.9) 0.0172* 118 (47.4) 52 (54.2) 55 (49.6) 11 (26.2) 0.0016**

50,000 ~ < 100,000 90 (40.0) 26 (35.6) 29 (36.3) 35 (48.6) 104 (41.8) 39 (40.6) 45 (40.5) 20 (47.6)

≧100,000 38 (16.9) 6 (8.2) 18 (22.5) 14 (19.5) 27 (10.8) 5 (5.2) 11 (9.9) 11 (26.2)

Time of private lesson (hour/week)

≦4 66 (29.3) 22 (30.1) 23 (28.7) 21 (29.2) 0.7427 99 (39.8) 41 (42.7) 41 (36.9) 17 (40.5) 0.6869

5 ~ < 12 80 (35.6) 29 (39.8) 29 (36.3) 22 (30.6) 92 (37.0) 33 (34.4) 46 (41.5) 13 (31.0)

≧12 79 (35.1) 22 (30.1) 28 (35.0) 29 (40.3) 58 (23.3) 22 (22.9) 24 (21.6) 12 (28.5)

Number of kinds of private lesson

None 49 (21.8) 17 (23.3) 20 (25.0) 12 (16.7) 0.4467 69 (27.7) 30 (31.3) 28 (25.2) 11 (26.2) 0.5327

1 59 (26.2) 20 (27.4) 24 (30.0) 15 (20.8) 114 (45.8) 38 (39.6) 57 (51.4) 19 (45.2)

2 93 (41.3) 29 (39.7) 30 (37.5) 34 (47.2) 59 (23.7) 25 (26.0) 22 (19.8) 12 (28.6)

≧3 24 (10.7) 7 (9.6) 6 (7.5) 11 (15.3) 7 (2.8) 3 (3.1) 4 (3.6) 0 (0.0)

Weight status

Underweight 24 (10.7) 8 (11.0) 9 (11.3) 7 (9.7) 0.5207 53 (21.3) 25 (26.0) 19 (17.1) 9 (21.4) 0.5902

Normal 160 (71.1) 51 (69.8) 61 (76.2) 48 (66.7) 187 (75.1) 67 (69.8) 88 (79.3) 32 (76.2)

Overweight/obese 41 (18.2) 14 (19.2) 10 (12.5) 17 (23.6) 9 (3.6) 4 (4.2) 4 (3.6) 1 (2.4)

Time for having meal (minutes)

< 10 70 (31.1) 16 (21.9) 24 (30.0) 30 (41.7) 0.1067 33 (13.2) 14 (14.6) 10 (9.0) 9 (21.4) 0.2587

10 ~ < 20 107 (47.6) 41 (56.2) 36 (45.0) 30 (41.7) 120 (48.2) 49 (51.0) 54 (48.7) 17 (40.5)

≧20 48 (21.3) 16 (21.9) 20 (25.0) 12 (16.6) 96 (68.6) 33 (34.4) 47 (42.3) 16 (38.1)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1. Distributi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consuming convenience foods at convenience stores among the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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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 식습관 및 청소년 영양지수
청소년영양지수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대상자의 생활습

관과 식습관에 대한 조사결과 및 항목별 점수 산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식사의 균형을 평가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과일, 흰우유, 콩/두부류, 생선류의 섭취빈도 조사결과 과

일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일주일에 3 ~ 4번 섭취가 

각각 30.7%, 30.9%로 가장 높았으며, 남녀 모두 편의점 편

의식 이용빈도와 과일의 섭취 빈도간에 유의적인 관련성

이 나타나지 않았다. 흰우유 섭취 빈도는 남학생의 경우 

일주일에 3 ~ 4회 섭취가 2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여학생은 전혀 먹지 않음이 39.8%로 가장 높은 비율

을 보였고,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와는 유의적인 관련성

이 없었다. 콩/두부 섭취 빈도는 남녀 학생 모두 일주일에 

3 ~ 4번이 각각 28.9%, 2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었으며, 남학생의 경우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와 콩/두부

의 섭취빈도간에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이면서 주1회미만

군에 비하여 주1 ~ 2회군과 주3회이상군의 콩/두부 섭취가 

한달에 1번 이하로 낮은 비율이 높았다 (p < 0.01). 생선 섭

취 빈도는 남녀 학생 모두 주1회가 각각 32.4%, 2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와는 유

의적인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균형 영역의 식사의 질 

평가 점수는 남녀 학생 모두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에 따

른 세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사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채소반찬의 개수, 반찬 섭취

의 다양성, 편식하는 식품에 대한 조사결과 한번 식사 시 

먹는 채소반찬 (김치포함) 가지 수는 남학생의 경우는 3가
지가 36.9%, 여학생의 경우는 2가지가 3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반찬을 골고루 먹는지에 대하여 남학생의 

경우 항상이 33.3%, 여학생의 경우 자주가 3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편식하는 식품에 대하여 남녀 학생

의 각각 43.6%, 44.2%가 보통이다로 나타났고, 세 항목 모

두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
양 영역의 식사의 질 평가 점수는 남녀 학생 모두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에 따른 세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식생활 환경을 평가하는 아침식사 빈도, 밥상에서 식사 

여부, TV와 전자기기 (스마트폰, 컴퓨터, 아이패드) 사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아침식사 빈도는 남녀 학생의 약 절반

정도가 아침식사를 매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밥상에서 

식사 여부는 남녀 학생의 절반이상이 항상 그렇다고 답하

였다. 대상자의 일별 전자기기 (스마트폰, 컴퓨터, 아이패

드 등) 사용시간의 경우 남녀학생 모두 4시간 이상이 각각 

38.2%와 4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세 항목 모두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와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었다. 

환경 영역의 식사의 질 평가 점수는 여학생의 경우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에 따른 세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주3회이상군이 주1회미만군과 주1 ~ 2회군에 비하여 유의

적으로 낮았다 (p < 0.01).
절제를 평가하는 과자 또는 달거나 기름진 빵, 가공음료, 

라면, 카페인 음료, 야식, 길거리 음식의 섭취 빈도를 조사

한 결과, 과자 또는 달거나 기름진 빵 섭취 빈도는 남녀 학

생 모두 주 1회가 각각 44.9%, 4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남녀 모두에서 과자 또는 달거나 기름진 빵의 

섭취빈도가 높은 대상자에서 편의점 편의식의 이용빈도가 

높았고, 특히 남학생의 경우 주1회미만군은 70% 정도가 

과자 또는 달거나 기름진 빵을 주 1회 이하로 섭취하였으

나, 주3회이상군은 60% 이상이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것

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관련성이 제시되었다 (p < 0.001). 
음료 섭취 빈도는 남녀 학생 모두 일주일에 3 ~ 4회가 각

각 40.9%, 3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남녀 모두

에서 음료의 섭취빈도가 높은 대상자에서 편의점 편의식

의 이용빈도가 높은 비율이 높게 분포하였고, 여학생에서

만 유의적인 관련성이 제시되어 하루에 1회 이상 섭취하

는 비율이 편의점이용빈도가 높은 군일수록 증가하였다 

(p < 0.01). 라면 섭취 빈도는 남녀 학생 모두 일주일에 1회
가 각각 35.1%, 4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남녀 

모두에서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이면서 편의점 편의식의 

이용빈도가 높은 군일수록 라면의 섭취빈도가 증가하였다 

(p < 0.01, p < 0.001). 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는 남녀 학생 

모두 전혀 섭취하지 않는다가 각각 26.7%, 2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편의점 편의식의 이용빈도와 유의적

인 관련성이 없었다. 야식 섭취 빈도는 남녀 학생 모두 일

주일에 3 ~ 4회가 각각 30.7%, 3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편의점 편의식의 이용빈도가 높은 군일수록 야식 

섭취빈도가 높은 대상자에서 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인 유

의성은 여학생에서만 제시되었다 (p < 0.01). 편의점, 분식

점, 문방구, 학교매점, 길거리 음식 섭취 빈도는 남녀 학생 

모두 일주일에 1회가 각각 32.9%, 34.1%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였으며, 남녀 모두에서 편의점, 분식점, 문방구, 학
교매점, 길거리 음식 섭취 빈도 분포는 편의점 편의식 이

용빈도와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이면서 편의점 편의식 이

용빈도가 높은 군일수록 편의점, 분식점, 문방구, 학교매

점, 길거리 음식을 주 3회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증가하였

다 (각각 p < 0.001). 절제 영역의 식사의 질 평가 점수는 남녀 
학생 모두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가 주3회이상군이 주1
회미만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았다 (각각 p < 0.001).

식생활의 실천영역을 평가하는 가공식품 구입 시 영양

표시 확인, 식사 전 손 씻기, 운동빈도에 대한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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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haracteristic

Boys 

p value

Girls 

p valueTotal
(n = 225)

< Once a 
week 

(n = 73)

1 ~ 2 times a 
week 

(n = 80)

≧3 times a 
week 

(n = 72)

Total
(n = 249)

< Once a 
week 

(n = 96)

1 ~ 2 times a 
week 

(n = 111)

≧3 times a 
week

(n = 42)

Balance Intake frequency of fruits

≧2 times a day 28 (12.4) 8 (11.0) 12 (15.0) 8 (11.1) 0.7404 36 (14.5) 16 (16.7) 13 (11.7) 7 (16.7) 0.2608

Once a day 55 (24.4) 20 (27.4) 13 (16.3) 22 (30.6) 70 (28.1) 23 (24.0) 39 (35.1) 8 (19.1)

3 ~ 4 times per week 69 (30.7) 23 (31.5) 26 (32.5) 20 (27.8) 77 (30.9) 32 (33.3) 28 (25.2) 17 (40.5)

Once a week 54 (24.0) 16 (21.9) 22 (27.5) 16 (22.2) 47 (18.9) 15 (15.6) 24 (21.6) 8 (19.1)

Never 19 (8.5) 6 (8.2) 7 (8.7) 6 (8.3) 19 (7.3) 10 (10.4) 7 (6.3) 2 (4.8)

Intake frequency of white milk

≧2 times a day 34 (15.1) 15 (20.5) 6 (7.5) 13 (18.1) 0.4025 18 (7.2) 7 (7.3) 6 (5.4) 5 (11.9) 0.7904

Once a day 39 (17.3) 11 (15.1) 13 (16.3) 15 (20.8) 22 (8.8) 6 (6.3) 12 (10.8) 4 (9.5)

3 ~ 4 times per week 60 (26.7) 16 (21.9) 26 (32.5) 18 (25.0) 60 (24.1) 25 (26.0) 27 (24.3) 8 (19.1)

Once a week 39 (17.3) 13 (17.8) 16 (20.0) 10 (18.9) 50 (20.1) 18 (22.5) 25 (22.5) 7 (16.7)

Never 53 (23.6) 18 (26.7) 19 (23.7) 16 (22.2) 99 (39.8) 40 (36.9) 41 (37.0) 18 (42.8)

Intake frequency of bean or bean product

≧Once a day 39 (17.3) 15 (20.5) 7 (8.7) 17 (23.6) 0.0031** 24 (9.6) 14 (14.6) 9 (8.1) 1 (2.3) 0.3028

3 ~ 4 times per week 65 (28.9) 22 (30.1) 26 (32.6) 17 (23.6) 68 (27.3) 21 (21.9) 37 (33.4) 10 (23.8)

Once per week 61 (27.1) 20 (27.4) 23 (28.7) 18 (25.0) 64 (25.7) 26 (27.1) 27 (24.3) 11 (26.2)

Once every two weeks 26 (11.6) 9 (23.3) 10 (12.5) 7 (9.7) 39 (15.7) 13 (13.5) 19 (17.1) 7 (16.7)

Once per month 17 (7.6) 2 (2.7) 3 (3.7) 12 (16.7) 26 (10.4) 12 (12.5) 8 (7.2) 6 (14.3)

Never 17 (7.6) 5 (6.9) 11 (13.8) 1 (1.4) 28 (11.2) 10 (10.4) 11 (9.9) 7 (16.7)

Intake frequency of fish

≧Once a day 10 (4.4) 5 (6.8) 2 (2.5) 3 (4.2) 0.3318 4 (1.6) 2 (2.1) 2 (1.8) 0 (0.0) 0.5287

3 ~ 4 times per week 35 (15.6) 9 (12.3) 12 (15.0) 14 (19.4) 23 (9.2) 6 (6.3) 14 (12.6) 3 (7.1)

Once per week 73 (32.4) 22 (30.1) 30 (37.5) 21 (29.2) 63 (25.3) 29 (30.2) 21 (18.9) 12 (31.0)

Once every two weeks 55 (24.4) 21 (28.8) 18 (22.5) 16 (22.2) 51 (20.5) 16 (16.6) 24 (21.6) 11 (26.2)

Once per month 32 (14.2) 11 (15.1) 14 (17.5) 7 (9.7) 69 (27.7) 26 (17.1) 33 (29.8) 10 (23.8)

Never 20 (8.9) 5 (6.9) 4 (5.0) 11 (55.3) 39 (15.7) 17 (17.7) 17 (15.3) 5 (11.9)

Mean Score ± SD 52.8 ± 20.6 54.4 ± 19.8 50.0 ± 22.3 54.3 ± 19.4 0.3253 45.4 ± 19.3 45.1 ± 20.4 46.2 ± 18.2 43.9 ± 20.0 0.8013

Diversity Number of vegetable dishes

≦1 25 (11.1) 8 (11.0) 4 (5.0) 13 (18.1) 0.4137 30 (12.1) 14 (14.6 13 (11.7) 3 (1.2) 0.3778

2 74 (32.9) 23 (31.5) 27 (33.8) 24 (33.3) 96 (38.6) 34 (35.4) 43 (38.7) 19 (45.3)

3 83 (36.9) 26 (35.6) 33 (41.3) 24 (33.3) 87 (34.9) 31 (32.3) 40 (36.1) 16 (38.1)

4 26 (11.6) 9 (12.3) 11 (13.7) 6 (8.3) 25 (10.0) 9 (9.4) 13 (11.7) 3 (7.2)

≧5 17 (7.6) 7 (9.6) 5 (6.2) 5 (6.9) 11 (4.4) 8 (8.3) 2 (1.8) 1 (2.4)
* p < 0.05, ** p < 0.01, *** p < 0.001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Distribution of Nutrient Quotient checklist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consuming convenience foods at convenience stores among the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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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haracteristic

Boys 

p value

Girls 

p valueTotal
(n = 225)

< Once a 
week 

(n = 73)

1 ~ 2 times a 
week 

(n = 80)

≧3 times a 
week 

(n = 72)

Total
(n = 249)

< Once a 
week 

(n = 96)

1 ~ 2 times a 
week 

(n = 111)

≧3 times a 
week

(n = 42)

Diverse side dishes

Always 75 (33.3) 29 (39.7) 24 (30.0) 22 (30.6) 0.5302 56 (22.5) 18 (18.8) 30 (27.0) 8 (19.0) 0.2258

Often 69 (30.7) 18 (24.7) 30 (37.5) 21 (29.2) 84 (33.7) 38 (39.6) 31 (27.9) 15 (35.7)

Normal 61 (27.1) 19 (26.0) 21 (26.3) 21 (29.2) 81 (32.5) 32 (33.3) 37 (33.3) 12 (28.6)

Seldom 14 (6.2) 4 (5.5) 5 (6.2) 5 (6.9) 24 (9.6) 6 (6.2) 13 (11.7) 5 (11.9)

Never 6 (2.7) 3 (4.1) 0 (0.0) 3 (4.1) 4 (1.6) 2 (2.1) 0 (0.0) 2 (4.8)

Refusal of specific food items

Always 20 (8.9) 5 (6.9) 5 (6.3) 10 (13.9) 0.4275 11 (4.4) 4 (4.2) 4 (3.6) 3 (7.1) 0.1588

Often 33 (14.7) 14 (19.2) 8 (10.0) 11 (15.3) 49 (19.7) 15 (15.6) 25 (22.5) 9 (21.4)

Normal 98 (43.6) 28 (38.4) 41 (51.2) 29 (40.3) 110 (44.2) 52 (54.2) 43 (38.7) 15 (35.7)

Seldom 53 (23.6) 19 (26.0) 17 (21.2) 17 (23.6) 51 (20.5) 14 (14.6) 24 (21.6) 13 (31.0)

Never 21 (9.3) 7 (9.5) 9 (11.3) 5 (6.9) 28 (11.2) 11 (11.4) 15 (13.5) 2 (4.8)

Score mean ± SD 56.2 ± 19.9 57.4 ± 22.0 58.4 ± 15.9 52.4 ± 21.2 0.1486 52.8 ± 19.4 53.3 ± 20.1 53.1 ± 19.2 50.6 ± 18.6 0.7208

Environment Intake frequency of breakfast

Everyday 104 (46.2) 37 (50.7) 36 (45.0) 31 (43.1) 0.5179 122 (49.0) 52 (55.2) 55 (49.6) 14 (33.3) 0.1057

5 ~ 6 times a week 24 (10.7) 4 (5.5) 13 (16.3) 7 (9.7) 30 (12.1) 12 (12.5) 15 (13.5) 3 (7.2)

3 ~ 4 times a week 23 (10.2) 6 (8.2) 9 (11.2) 8 (11.1) 15 (6.0) 4 (4.2) 5 (4.5) 6 (14.3)

1 ~ 2 times a week 28 (12.4) 8 (11.0) 9 (11.2) 11 (15.2) 23 (9.3) 6 (6.2) 12 (10.8) 5 (11.9)

Never 46 (20.4) 18 (24.7) 13 (16.3) 15 (20.8) 59 (23.7) 21 (21.9) 24 (21.6) 14 (33.3)

Not moving around while eating

Always 123 (54.7) 43 (58.9) 47 (58.7) 33 (45.8) 0.3583 145 (58.2) 60 (62.5) 64 (60.4) 18 (42.9) 0.4276

Often 71 (31.6) 24 (32.9) 21 (26.3) 26 (36.1) 63 (25.3) 23 (24.0) 28 (25.2) 12 (28.6)

Normal 24 (10.7) 3 (4.1) 10 (12.5) 11 (15.3) 24 (9.6) 9 (9.4) 8 (7.2) 7 (16.7)

Seldom 5 (2.2) 2 (2.7) 2 (2.5) 1 (1.4) 14 (5.6) 3 (3.1) 7 (6.3) 4 (9.5)

Never 2 (0.9) 1 (1.4) 0 (0.0) 1 (1.4) 3 (1.2) 1 (1.0) 1 (0.9) 1 (2.3)

Time spent watching TV or electronic device (hour/day)

≧4 86 (38.2) 24 (32.9) 35 (43.7) 27 (37.5) 0.2033 109 (43.8) 38 (39.6) 48 (43.2) 23 (54.8) 0.4302

3 ~ < 4 35 (15.6) 11 (15.0) 10 (12.5) 14 (19.4) 59 (23.7) 20 (20.8) 30 (27.0) 9 (21.4)

2 ~ < 3 55 (24.4) 15 (20.6) 20 (25.0) 20 (27.8) 46 (18.5) 25 (26.0) 16 (14.4) 5 (11.9)

1 ~ < 2 34 (15.1) 15 (20.6) 13 (16.3) 6 (8.3) 28 (11.2) 11 (11.5) 13 (11.7) 4 (9.5)

< 1 15 (6.7) 8 (10.9) 2 (2.5) 5 (6.9) 7 (2.8) 2 (2.1) 4 (3.6) 1 (2.4)

Score mean ± SD 67.3 ± 21.7 68.9 ± 21.4 68.4 ± 21.4 64.4 ± 22.4 0.3899 66.1 ± 23.3 69.5 ± 21.5a 67.0 ± 23.9a 55.6 ± 23.4b 0.0043**

* p < 0.05, ** p < 0.01, *** p < 0.001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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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haracteristic

Boys 

p value

Girls 

p valueTotal
(n = 225)

< Once a 
week 

(n = 73)

1 ~ 2 times a 
week 

(n = 80)

≧3 times a 
week 

(n = 72)

Total
(n = 249)

< Once a 
week 

(n = 96)

1 ~ 2 times a 
week 

(n = 111)

≧3 times a 
week

(n = 42)

Moderation Intake frequency of cookies or sweet and greasy bread

≧2 times a day 18 (8.0) 7 (9.6) 5 (6.3) 6 (8.3) 0.0002*** 10 (4.0) 2 (2.1) 5 (4.5) 3 (7.1) 0.0853

Once a day 30 (13.3) 10 (13.7) 8 (10.0) 12 (16.7) 41 (16.5) 11 (11.5) 19 (17.1) 11 (26.2)

3 ~ 4 times per week 56 (24.9) 9 (12.3) 21 (26.2) 26 (36.1) 70 (28.1) 24 (25.0) 31 (27.9) 15 (35.7)

Once per week 101 (44.9) 35 (48.0) 46 (57.5) 20 (27.8) 114 (45.8) 51 (53.1) 50 (45.1) 13 (31.0)

Never 20 (8.9) 12 (16.4) 0 (0.0) 8 (11.1) 14 (5.6) 8 (8.3) 6 (5.4) 0 (0.0)

Intake frequency of processed beverage

≧ Once a day 45 (20.0) 11 (15.1) 15 (18.8) 19 (26.4) 0.1241 42 (16.9) 10 (10.4) 17 (15.3) 15 (35.7) 0.0023**

3 ~ 4 times per week 92 (40.9) 23 (31.5) 29 (50.0) 29 (40.3) 95 (38.2) 34 (35.4) 41 (36.9) 20 (47.7)

Once per week 48 (21.3) 19 (26.0) 17 (21.2) 12 (16.6) 68 (27.3) 30 (31.3) 35 (31.5) 3 (7.1)

Once per 2 weeks 18 (8.0) 8 (11.0) 4 (5.0) 6 (8.3) 20 (8.0) 9 (9.4) 8 (7.2) 3 (7.1)

Once per month 11 (4.9) 5 (6.8) 3 (3.8) 3 (4.2) 13 (5.2) 5 (5.2) 7 (6.3) 1 (2.4)

Never 11 (4.9) 7 (9.6) 1 (1.2) 3 (4.2) 11 (4.4) 8 (8.3) 3 (2.7) 0 (0.0)

Intake frequency of Ramyon

≧ Once a day 15 (6.7) 4 (5.5) 4 (5.0) 7 (9.7) 0.0096** 2 (0.8) 1 (1.0) 1 (0.9) 0 (0.0) < 0.0001***

3 ~ 4 times per week 50 (22.2) 10 (13.7) 18 (22.5) 22 (30.6) 40 (16.1) 8 (8.3) 13 (11.7) 19 (45.2)

Once per week 79 (35.1) 21 (28.8) 32 (40.0) 26 (36.1) 110 (44.2) 34 (35.4) 62 (55.9) 14 (33.3)

Once per 2 weeks 46 (20.4) 17 (23.2) 20 (25.0) 9 (12.5) 59 (23.7) 28 (29.2) 25 (22.5) 6 (14.3)

Once per month 22 (9.8) 13 (17.8) 4 (5.0) 5 (6.9) 26 (10.4) 16 (16.7) 7 (6.3) 3 (7.2)

Never 13 (5.8) 8 (11.0) 2 (2.5) 3 (4.2) 12 (4.8) 9 (9.4) 3 (2.7) 0 (0.0)

Intake frequency of caffeinated beverage

≧ Once a day 25 (11.1) 6 (8.2) 11 (13.7) 8 (11.1) 0.6862 16 (6.4) 6 (6.3) 6 (5.4) 4 (9.5) 0.1587

3 ~ 4 times per week 38 (16.9) 11 (15.1) 11 (13.7) 16 (22.2) 37 (14.9) 8 (8.3) 18 (16.2) 11 (26.2)

Once per week 46 (20.4) 11 (15.1) 19 (23.8) 16 (22.2) 49 (19.7) 19 (19.8) 22 (19.8) 8 (19.0)

Once per 2 weeks 23 (10.2) 8 (10.9) 9 (11.3) 6 (8.4) 37 (14.9) 11 (11.5) 19 (17.1) 7 (16.7)

Once per month 33 (14.7) 12 (16.4) 11 (13.7) 10 (13.9) 37 (14.9) 15 (15.6) 17 (15.3) 5 (11.9)

Never 60 (26.7) 25 (34.3) 19 (23.8) 16 (22.2) 73 (29.3) 37 (38.5) 29 (26.2) 7 (16.7)

Intake frequency of night time snack

Everyday 35 (15.6) 9 (23.3) 14 (17.5) 12 (16.7) 0.0717 23 (9.3) 6 (6.3) 8 (7.2) 9 (21.4) 0.0012**

3 ~ 4 times per week 69 (30.7) 19 (26.0) 25 (31.3) 23 (34.7) 87 (35.1) 24 (25.3) 43 (38.8) 20 (47.6)

Once per week 66 (29.3) 17 (23.3) 23 (28.7) 26 (36.1) 60 (24.2) 22 (23.2) 30 (27.0) 8 (19.1)

Once per 2 weeks 24 (10.7) 11 (15.1) 8 (10.0) 5 (6.9) 38 (15.3) 20 (21.0) 15 (13.5) 3 (7.1)

Never 31 (13.8) 17 (23.3) 10 (12.5) 4 (5.6) 40 (16.1) 23 (24.2) 15 (13.5) 2 (5.8)
* p < 0.05, ** p < 0.01, *** p < 0.001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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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haracteristic

Boys 

p value

Girls 

p valueTotal
(n = 225)

< Once a 
week 

(n = 73)

1 ~ 2 times a 
week 

(n = 80)

≧ 3 times a 
week 

(n = 72)

Total
(n = 249)

< Once a 
week 

(n = 96)

1 ~ 2 times a 
week 

(n = 111)

≧ 3 times a 
week

(n = 42)

Intake frequency of street food

Everyday 30 (13.3) 3 (4.1) 9 (11.3) 18 (25.0) < 0.0001*** 12 (4.8) 3 (3.1) 1 (0.9) 8 (19.1) < 0.0001***

3 ~ 4 times per week 60 (26.7) 8 (11.0) 19 (23.7) 33 (45.8) 82 (32.9) 12 (12.5) 43 (38.7) 27 (64.3)

Once per week 74 (32.9) 23 (31.5) 35 (43.7) 16 (22.2) 85 (34.1) 35 (36.5) 48 (43.2) 2 (4.7)

Once per 2 weeks 39 (17.3) 24 (32.9) 12 (15.0) 3 (4.2) 45 (18.1) 25 (26.0) 16 (14.4) 4 (9.5)

Never 22 (9.8) 15 (20.5) 15 (6.3) 2 (2.8) 25 (10.0) 21 (21.9) 3 (2.7) 1 (2.4)

Score mean ± SD 45.9 ± 17.0 54.9 ± 18.5a 44.0 ± 13.2b 38.9 ± 15.3b < 0.0001*** 48.7 ± 16.3 56.7 ± 14.9a 47.2 ± 14.6b 34.6 ± 12.8c < 0.0001***

Practice Checking nutrition fact labeling

Always 14 (6.2) 10 (13.7) 2 (2.5) 2 (2.8) 0.0102* 8 (3.2) 5 (5.2) 2 (1.8) 1 (2.4) 0.3218

Often 26 (11.6) 11 (15.1) 9 (11.2) 6 (8.3) 27 (10.8) 15 (15.7) 10 (9.0) 2 (4.7)

Normal 68 (30.2) 20 (27.4) 25 (31.3) 23 (31.9) 69 (27.7) 22 (22.9) 35 (31.5) 12 (28.6)

Seldom 59 (26.2) 11 (15.1) 21 (26.3) 27 (37.5) 68 (27.3) 22 (22.9) 31 (28.0) 15 (35.7)

Never 58 (25.8) 21 (27.8) 23 (28.7) 14 (19.4) 77 (30.9) 32 (33.3) 33 (29.7) 12 (28.6)

Wash hands before meals

Always 46 (20.4) 19 (26.0) 13 (16.3) 14 (19.4) 0.5578 64 (25.7) 26 (27.1) 28 (25.3) 10 (23.8) 0.5639

Often 86 (38.2) 26 (35.6) 30 (37.5) 30 (41.7) 93 (37.4) 42 (43.7) 37 (33.3) 14 (33.3)

Normal 73 (32.4) 21 (28.8) 32 (40.0) 20 (27.8) 71 (28.5) 20 (20.9) 37 (33.3) 14 (33.3)

Seldom 15 (6.7) 6 (8.2) 4 (5.0) 5 (6.9) 16 (6.4) 2 (5.2) 8 (7.2) 3 (7.2)

Never 5 (2.2) 1 (1.4) 1 (1.2) 3 (4.2) 5 (2.0) 3 (3.1) 1 (0.9) 1 (2.4)

Frequency of exercise

Everyday 44 (19.6) 9 (12.3) 17 (21.3) 18 (25.0) 0.5079 10 (4.0) 6 (6.3) 2 (1.8) 2 (4.8) 0.8021

5 ~ 6 times per week 26 (11.6) 6 (8.2) 10 (12.5) 10 (13.9) 17 (6.8) 5 (5.2) 8 (7.2) 4 (9.5)

3 ~ 4 times per week 52 (23.1) 21 (28.8) 15 (18.8) 16 (22.2) 32 (12.9) 12 (12.5) 13 (11.7) 7 (16.7)

1 ~ 2 times per week 71 (31.6) 25 (34.3) 27 (33.7) 19 (26.4) 110 (44.2) 43 (44.8) 51 (46.0) 16 (38.1)

Never 32 (14.2) 12 (16.4) 11 (13.7) 9 (12.5) 80 (32.1) 30 (31.2) 37 (33.3) 13 (30.9)

Score mean ± SD 51.0 ± 20.6 51.2 ± 22.4 49.8 ± 19.8 52.1 ± 19.8 0.7844 42.8 ± 18.2 44.5 ± 19.7 41.5 ± 17.0 47.3 ± 17.9 0.5048

NQ Score mean ± SD 53.5 ± 11.8 56.7 ± 12.6a 52.6 ± 10.6b 51.4 ± 11.7b 0.0169* 50.1 ± 11.0 52.9 ± 11.3a 49.8 ± 10.2a 44.1 ± 10.3b < 0.0001***

* p < 0.05, ** p < 0.01, *** p < 0.001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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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Boys 

p value

Girls

p valueTotal
(n = 225)

< Once a week 
(n = 73)

1 ~ 2 times a 
week

(n = 80)

≧ 3 times a 
week

(n = 72)

Total
(n = 249)

< Once a week
(n = 96)

1 ~ 2 times a 
week

(n = 111)

≧ 3 times a 
week

(n = 42)

NQ

High 45 (20.0) 23 (31.5) 12 (15.0) 10 (13.9) 0.0475* 29 (11.7) 20 (20.8) 8 (7.2) 1 (2.4) 0.0012**

Medium 101 (44.9) 28 (38.4) 36 (45.0) 37 (51.4) 111 (44.6) 39 (40.6) 57 (51.4) 15 (35.7)

Low 79 (35.1) 22 (30.1) 32 (40.0) 25 (34.7) 109 (43.8) 37 (38.6) 46 (41.4) 26 (61.9)

Balance

High 37 (16.4) 17 (23.3) 10 (12.5) 10 (13.9) 0.3206 24 (9.6) 11 (11.5) 7 (6.3) 6 (14.3) 0.2402

Medium 112 (49.8) 32 (43.8) 40 (50.0) 40 (55.6) 90 (36.1) 32 (33.3) 47 (42.3) 11 (26.2)

Low 76 (33.8) 24 (32.9) 30 (37.5) 22 (30.5) 135 (54.2) 53 (55.2) 57 (51.4) 25 (59.5)

Diversity

High 62 (27.6) 22 (30.1) 23 (28.8) 17 (23.6) 0.4037 54 (21.7) 20 (20.8) 26 (23.4) 8 (19.1) 0.9427

Medium 106 (47.1) 32 (43.9) 42 (52.5) 32 (44.5) 102 (41.0) 38 (39.6) 45 (40.5) 19 (45.2)

Low 57 (25.3) 19 (26.0) 15 (18.7) 57 (31.9) 93 (37.4) 38 (39.6) 40 (36.4) 15 (35.7)

Environment

High 52 (23.1) 15 (20.6) 22 (27.5) 15 (20.8) 0.6362 57 (22.9) 23 (24.0) 29 (26.1) 5 (11.9) 0.2835

Medium 101 (44.9) 35 (47.9) 36 (45.0) 30 (41.7) 103 (41.4) 42 (43.7) 44 (39.6) 17 (40.5)

Low 72 (32.0) 23 (31.5) 22 (27.5) 27 (37.5) 89 (35.7) 31 (32.3) 38 (34.3) 20 (47.6)

Moderation

High 46 (20.4) 31 (42.5) 10 (12.5) 5 (6.9) < 0.0001*** 58 (23.3) 36 (37.5) 21 (18.9) 1 (2.4) < 0.0001***

Medium 117 (50.0) 32 (43.8) 49 (61.2) 36 (50.0) 138 (55.4) 56 (58.3) 66 (59.5) 16 (38.1)

Low 62 (27.6) 10 (13.7) 21 (26.3) 31 (43.1) 53 (21.3) 4 (4.2) 24 (21.6) 25 (59.5)

Practice

High 52 (23.1) 18 (24.7) 18 (22.5) 16 (22.2) 0.6201 27 (10.8) 13 (13.5) 9 (8.1) 5 (11.9) 0.7472

Medium 106 (47.1) 31 (42.5) 36 (45.0) 39 (54.2) 117 (47.0) 44 (45.8) 55 (49.6) 18 (42.9)

Low 67 (29.8) 24 (32.8) 26 (32.5) 17 (23.6) 105 (42.2) 39 (40.7) 47 (42.3) 19 (45.2)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3. Assessment of Nutrient Quotient score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consuming convenience food at convenience stores among the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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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Boys (n = 225) Girls (n = 249)

< Once a week 
(n = 73)

1 ~ 2 times a week 
(n = 80)

≧ 3 times a week 
(n = 72)

< Once a week 
(n = 96)

1 ~ 2 times a week 
(n = 111)

≧ 3 times a week
(n = 42)

Adjusted Odds ratio (95% CI) Adjusted Odds ratio (95% CI)

NQ-A Reference 1.46 (0.75 ~ 2.94) 1.70 (0.57 ~ 2.38) Reference 1.10 (0.62 ~ 1.94) 2.22 (1.02 ~ 4.81)*

Balance Reference 1.17 (0.59 ~ 2.29) 0.88 (0.43 ~ 1.80) Reference 0.83 (0.48 ~ 1.45) 1.03 (0.48 ~ 2.23)

Diversity Reference 0.70 (0.32 ~ 1.52) 1.47 (0.70 ~ 3.09) Reference 0.88 (0.50 ~ 1.57) 0.95 (0.43 ~ 2.09)

Moderate Reference 2.08 (0.89 ~ 4.84) 4.56 (1.99 ~ 10.46)*** Reference 9.93 (3.02 ~ 32.65)** 30.51 (9.21 ~ 100.97)***

Environment Reference 0.78 (0.38 ~ 1.59) 1.18 (0.59 ~ 2.89) Reference 1.08 (0.60 ~ 1.95) 1.76 (0.81 ~ 3.82)

Practice Reference 0.93 (0.47 ~ 1.85) 0.59 (0.28 ~ 1.25) Reference 1.05 (0.60 ~ 1.85) 1.06 (0.49 ~ 2.29)

1)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used while adjusting for monthly allowance.
Referents are subjects who were in high and moderate levels of each NQ-A index score.
* p < 0.05, *** p < 0.001 

Table 4. Adjusted odds ratio and 95% CI for low dietary quality calculated from the NQ-A with frequency of using convenience foods at convenience stores among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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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구입 시 영양표시 확인은 남학생은 보통이 30.2%, 
여학생은 전혀가 30.9%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남학

생의 경우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가 높은 군에서 영양표

시를 항상 또는 자주 확인하는 비율이 낮은 유의적인 관련

성이 제시되었다 (p < 0.05). 음식을 먹기 전 손 씻기 실천

은 남녀 학생 모두 절반 이상이 항상 또는 자주 씻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운동빈도는 남녀 학생 모두 주 1 ~ 2회가 

각각 31.6%, 4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손 씻기와 

운동 모두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와는 유의적인 관련성

이 없었다. 실천 영역의 식사의 질 평가 점수는 남녀 학생 

모두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에 따른 세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청소년 영양지수 NQ-A 점수는 남

녀 학생 모두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가 주3회이상군이 

주1회미만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았다 (p < 0.05, p <
0.001).

청소년 영양지수를 이용한 실사의 질 평가
대상자의 편의점 이용 빈도에 따른 청소년 영양지수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NQ-A 
점수의 분포는 남학생의 경우 상 20.0%, 중 44.9%, 하 

35.1%였으며, 여학생은 상 11.7%, 중 44.6%, 하 43.8%로 

나타났다. NQ-A 점수의 분포와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

는 남녀 학생 모두에서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이면서 주1
회미만군에 비하여 주1 ~ 2회와 주3회이상군에서 중과 하

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p < 0.01).
영역별 점수에서 균형 영역 점수의 분포는 남학생은 상 

16.4%, 중 49.8%, 하 33.8%였으며, 여학생은 상 9.6%, 중 

36.1%, 하 54.2%로 나타났다. 균형 점수의 분포와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는 남녀 학생 모두에서 유의적인 관련성

을 보이지 않았다. 다양 영역 점수의 분포는 남학생의 경

우 상 27.6%, 중 47.1%, 하 25.3%였으며, 여학생은 상 

21.7%, 중 41.0%, 하 37.4%로 나타났으며,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와는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환경 영

역 점수의 분포는 남학생은 상 23.1%, 중 44.9%, 하 32.0%
였으며, 여학생은 상 22.9%, 중 41.4%, 하 35.7%로 나타났

으며,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와는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

이지 않았다. 절제 영역의 경우는 남학생은 상 20.4%, 중 

50.0%, 하 27.6%였으며, 여학생은 상 23.3%, 중 55.4%, 하 

21.3%로 나타났다. 절제 영역 점수의 분포와 편의점 편의

식 이용빈도는 남녀 학생 모두에서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

이면서 주1회민만군에 비하여 주1 ~ 2회와 주3회이상군에

서 중과 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p <
0.001). 실천 영역 점수의 분포는 남학생의 경우 상 23.1%, 
중 47.1%, 하 29.8%였으며, 여학생은 상 10.8%, 중 47.0%, 

하 42.2%로 나타났으며,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와는 유

의적인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와 식사의 질과의 관련성
고등학생의 편의점 편의식의 이용빈도와 식사의 질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주1회미만군과 비교시 주3회이상군

은 NQ-A와 절제 항목에서 식사의 질이 감소하는 유의적

인 관련성이 제시되었다. 여학생은 주1회미만군에 비하여 

주3회이상군의 NQ-A가 ‘하’가 될 오즈비가 2.22배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절제항목의 경우 남학생은 

주1회미만군에 비하여 주3회이상군은 절제가 ‘하’가 될 

오즈비가 4.5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여학생은 주1회미만군에 비하여 주1 ~ 2회군은 절제가 

‘하’가 될 오즈비가 9.9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또한 주1회미만군에 비하여 주3회이상군은 절제

가 ‘하’가 될 오즈비가 30.51배 증가하였다 (p < 0.001).

고  찰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은 일상생활에 필

요한 잡화와 함께 다양한 편의식품을 판매하면서 간식과 

식사대용으로 편의점에서 편의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증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시준비 등으로 바쁘게 생활하는 

청소년기 고등학생들은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은 편의점 

편의식 이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의점 편의식의 이용빈도와 

함께 일반 환경요인과 청소년의 식사의 질 평가를 위한 식

습관 및 생활습관을 조사하였고, 편의식 이용빈도가 증가

함에 따라 식사의 질이 낮아지는 유의적인 관련성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인 인천지역 일부 인문계 고등학생은 남

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편의점 이용빈도가 높았다.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Kim과 Jeong [14]은 1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로 비교 시 남학생은 55.6%, 여학

생은 66.3%로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Pae [8]의 청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편의점 이용 빈도와 성별은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어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남녀의 편의점 이용빈도 분포의 차이와 성별 특성을 고려

하여 남자와 여자를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사항에서 학년의 증가나 어머니의 취업여부, 정규 

수업 이외의 과외학습의 증가, 빠르게 식사하는 습관 등과 

편의점 편의식의 이용빈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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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모두에서 유의적인 관련성이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함께 가정 식생활에 있어 외식, 
가공식품 및 인스턴트식품의 이용 증가와 같은 식생활이 

관련되어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15], 본 연구에서는 어머

니의 취업 상태와 관련 없이도 사회 환경의 변화가 청소년

의 편의식 섭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남녀 고등학생 모두 용돈이 많을수록 편의

점 편의식의 이용빈도가 증가하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제

시되었다. Bae와 Kim [16]이 대전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용돈의 액수가 클수록 피자와 프라이드치

킨의 섭취 빈도가 높았으며, 패스트푸드를 자주 섭취하는 

군의 용돈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Lee 등 [17]의 연구에서도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용돈이 증가함에 따라 편의점 편

의식을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는 횡단적 연구로 용돈과 편의식의 섭취빈도 증가 간에 

정확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할 수 없으나 청소년에서 용돈

의 증가가 편의식의 섭취 등 매식의 증가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식사의 균형 평가항목인 과일, 우유, 콩/두부, 생선류의 

섭취빈도에서 남학생의 콩/두부 섭취 빈도만이 편의점 편

의식의 섭취빈도와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여 편의점 편의

식 이용빈도가 높군에서 콩/두부 섭취가 한달에 1번 이하

로 낮은 대상자들의 비율이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

생에 비하여 과일의 섭취빈도가 높은 쪽의 분포 비율이 높

았고,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와 과일의 섭취빈도는 유의

적인 관련성이 없었다. Jung 등 [18]의 대구지역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대상자 중 60.7%가 주 5회 

이상은 과일을 섭취한다고 답하였으며, 이 중 남학생의 경

우 일주일에 5 ~ 6회 섭취한다가 29.9%로 가장 많았고, 여
학생의 경우 일주일에 7회 섭취한다가 40.2%로 가장 많아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과일류 섭취 빈도가 더 높은 경향

을 나타내었다. 
식사의 다양성 평가항목인 채소반찬의 개수, 반찬 섭취

의 다양성, 편식하는 식품은 편의점 편의식과 유의적인 관

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번 식사 시 먹는 채소반찬 가지 
수는 남학생의 경우 3가지와 2가지가 각각 36.9%, 32.9%
였고, 여학생의 경우 3가지 34.9%, 2가지 38.6%로 나타났

다. Lee 등 [19]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가정에서 식사할 때 

한 끼에 평균 3가지 이상의 채소반찬을 먹는 학생의 비율

은 고등학생의 경우 25.6%정도로 본 연구와 비슷한 양상

을 보이고 있다. 편식하는 식품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보통이다가 각 43.6%와 4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Jeong 등 [20]의 충남지역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편식 여부는 보통이다라

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48.2%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

한 결과를 보였다. 
식생활 환경 평가항목인 아침식사 빈도, 밥상에서의 식

사여부, TV나 전자기기 시청시간은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

도와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아침식사 빈도는 

남녀 각각 매일 먹음의 비율이 46.2%, 49.0%로 나타나, 
50% 이상의 청소년이 매일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Koo와 Kim [21]의 용인시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침식사 섭취빈도는 남녀학생 모두 

7회 섭취군이 각각 44.5%, 44.5%로 가장 많았다. Lee 등 

[22]의 인천지역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초, 중, 고등학생 모두 매일 먹는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

고,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 매일 먹는다 70.2%, 여학생 

또한 매일 먹는다가 63.9%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소 차

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일별 TV와 전자기기 시청 시간은 남녀 학생 

모두 4시간 이상이 각각 38.2%, 43.8%로 가장 높은 비율

을 보였다. Choi [23]의 인문계 고등학생의 TV 시청시간

과 인터넷 사용시간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하루 TV 
시청시간은 0시간부터 7시간 이상이었으며, 인터넷 사용

시간은 0시간부터 10시간 이상으로 나타났고, TV 시청 및 

인터넷의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약 2시간 정도로 나타났

다. Jung [24]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TV 시청

량이 많을 경우 외식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고지방 식

사, 패스트푸드, 청량음료 소비가 증가하였다. 이는 TV를 

시청하는 동안에 많은 종류의 식품 광고에 노출되어 광고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가 증가하고 더불어 해당제품의 섭

취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25]. 그러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TV 및 전자기기 사용시간은 

편의점 편의식 이용과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제시되지 않

았다. 
식생활의 절제 평가항목인 과자 또는 달거나 기름진 빵, 

음료, 라면, 카페인 음료, 야식, 길거리 음식의 섭취빈도 

조사에서 카페인 음료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남학생 또는 

여학생의 편의점 편의식 섭취빈도와 유의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남학생의 경우 편의점 이용빈도가 높은 대상

자에서 과자 또는 달거나 기름진 빵, 라면, 길거리 음식의 

섭취빈도가 높았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편의점 이용빈도

가 높은 대상자에서 음료, 라면, 야식, 길거리 음식의 섭취

빈도가 높았다. 과자 또는 달거나 기름진 빵, 음료, 라면은 

모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음식으로 편의점 편의식의 이

용빈도가 높은 대상자들이 이러한 음식들을 편의점에서 

자주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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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6]의 광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편의식품 

섭취실태 연구를 보면 남학생은 컵라면을 주 2.1회, 김밥

류를 주 1.7회, 여학생은 김밥류를 주 2.3회, 컵라면을 주 

1.9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g 등 [27]의 대전 · 충
남지역 대학생의 편의식품 섭취 실태에서는 남학생은 냉

동튀김류 주 3.3회, 김치 주 2.8회, 라면 주 2.7회, 여학생

은 김치를 주 3.4회, 냉동튀김류 주 2.2회, 라면 주 2.1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Pae [8]의 청주지역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라면, 우동 등의 면류를 

주 1.4회로 가장 많이 섭취하였으며, 김밥류는 주 1.3회로 

나타났다. 샌드위치 및 버거류, 떡볶이, 덮밥 등의 레토르

트 식품, 도시락, 냉동만두, 튀김 등의 냉동식품은 주 1회 

미만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ang [28]의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스낵류와 컵라면이 32.1%로 

가장 높았고 남녀 고등학생 모두 자주 먹는 간식이었으며, 
남녀 고등학생이 좋아하는 간식에는 차이가 있어 남학생

의 경우 컵라면 (38.0%), 스낵류 (30.5%), 빵 (12.2%), 과일 

(11.5%), 김밥 (1.0%)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스낵

류가 33.5%로 가장 높고 컵라면 (26.8%), 과일 (20.0%), 
빵 (13.9%), 김밥 (1.6%) 순으로 나타났다.

야식 섭취 빈도는 여학생의 경우만 편의점 편의식 섭취

빈도와 유의적인 관련성이 제시되었다. 남학생의 경우 여

학생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편의점 이용빈도와 관련 없이 

야식의 섭취 빈도가 높았다. Kim과 Kim [29]의 청주지역 

고등학생의 야식 섭취빈도조사 결과, 남녀 모두 주 2 ~ 3회 
(35.6%)가 가장 많았고, 성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Park과 Park [30]의 광주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결과에서 야식의 빈도는 일주일에 3 ~ 5회 정도로 섭취

하는 비율이 남학생 38.6%, 여학생 41.4%로 나타났다. 
식생활의 실천 평가 항목 중 영양표시 확인은 남학생의 

경우 편의점 이용빈도가 낮은 군에서 영양표시를 항상 또

는 자주 확인하는 비율이 높은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Kim 등 [31]의 광주지역 중학생의 식품과 영양표시에 대

한 인식 및 이용실태에서는 식품표시를 확인한다가 많았

고, 37.1%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에 따른 식사의 질 평가를 위하

여 청소년영양지수 NQ-A를 활용하였다. 식사의 질을 평

가하는 지표는 식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평가하는 방

법적 도구로 섭취한 식품과 함유된 영양소로부터 점수를 

계산하는 지표와 식품 섭취와 식행동에 근간을 둔 간단한 

질문지로 구성된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10,11]. 식사섭취실태 조사가 필요한 조사법은 참여자와 

연구자의 부담이 큰 반면, 체크리스트를 통해 식사의 질과 

식행동을 평가하는 방법은 사용자와 연구자의 부담이 적

어 학교나 보건소 등에서 활용하기 수월하다 [10].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청소년영양지수 NQ-A는 2017년에 개발 보고

되었으며, 19개의 간단한 체크리스트로부터 청소년의 식

사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영양지수를 산정하는 타당성이 

검증된 방법이다 [10]. 고등학생의 편의점 편의식의 이용

빈도와 식사의 질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산정된 영

양지수의 총점 및 영역별 점수의 등급과 편의점 편의식 이

용빈도간에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반사항 중 유의성이 제시된 용돈의 수준은 식사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보정을 실시하였다. 남녀 학생 모두에

서 주1회미만군에 비하여 주3회이상군은 청소년영양지수 

하위영역의 절제가 ‘하’가 될 오즈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주1회미만군에 비하여 주 3회 이상

군은 NQ-A의 총점이 ‘하’가될 오즈비가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다. 절제 영역은 바람직하지 않은 식품에 해당하는 음

료, 라면, 길거리 음식, 야식 등의 섭취빈도에 의하여 평가

되는 영역으로 편의점에서 섭취 가능성이 높은 식품과 식

사로 구성된 항목이다. 
본 연구는 대상자들의 식사의 질을 체크리스트 형식으

로 조사하여 이들의 식사의 질에 대한 평가결과가 실질적

인 영양소 섭취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대상자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남녀 고등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점을 가

지고 있다. 그러나 빠른 식생활 환경의 변화와 함께 섭취

가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 편의식의 섭취실태를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이들의 편의점 편의식 이용빈도와 

식사의 질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향후에는 편의점 편의식의 섭취와 

청소년의 실질적인 영양소 및 식품섭취와의 관련성을 규

명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  약

빠르고 손쉽게 먹을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입맛을 자극

하는 편의식의 섭취증가와 이에 따른 영양 불균형이 우려

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남녀 청소년의 편

의점 편의식 빈도에 따라 식습관, 생활습관 및 청소년영양

지수 (NQ-A)를 평가하여 청소년의 편의식의 이용과 식사

의 질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연구대상은 인천지역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474명 (남자 225명, 여자 

249명)이었고, 2018년 6월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6.7세였으며, 대상자의 편의점 이용 빈도에 

따라 ‘주1회미만군‘, ‘주1 ~ 2회군‘, ‘주3회이상군’의 세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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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였고, 남학생의 경우 주1회미만군은 32.4%, 주1
~ 2회군 35.6%, 주3회이상군 32.0%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주1회미만군은 35.6%, 주1 ~ 2회군 44.6%, 주3회이상군 

16.9%이었다. 남녀 대상자 모두에서 편의점 이용 빈도에 

따른 세 군의 학년분포, 어머니의 직업 유무, 가족원수, 과
외학습 상태,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며, 남녀 모두에서 세 군간의 용돈 분포는 유

의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편의점 이용 빈도가 높은 대상자

들의 용돈이 높게 나타났다 (p < 0.05, p < 0.01). 남학생의 

경우 편의점 편의점 이용빈도가 증가할수록 과자 또는 달

거나 기름진 빵, 라면, 길거리 음식의 섭취빈도가 증가하

고, 콩/두부의 섭취 빈도와 영양표시 확인률이 감소하는 

관련성이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편의점 편의점 이용

빈도가 증가할수록 음료, 라면, 야식, 길거리 음식의 섭취

빈도가 증가하는 관련성이 제시되었다. 청소년영양지수를 

이용한 실사의 질 평가에서 남녀학생 모두 편의점 이용빈

도가 증가할수록 실사의 질이 낮아졌고 영역별 평가에서

는 균형, 다양, 환경, 실천 영역은 편의점 이용빈도에 따른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절제 영역이 유의적

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

여 편의점 이용 빈도가 높은 학생들은 라면 등의 편의식 

및 달거나 기름진 간식류, 음료류의 섭취빈도가 높으며 야

식이나 길거리 음식 섭취빈도가 높은 식행동 특성을 보였

다. 청소년영양지수를 이용한 식사의 질 평가결과에서도 

편의점 이용빈도가 높은 남녀 고등학생에서 총 식사의 질

과 절제 영역의 점수가 낮은 유의적인 관련성이 제시되었

다. 이와 같이 고등학생의 높은 편의점 편의식의 이용은 

바람직하지 못한 식행동 및 식사의 질 저하와 연관성이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식습관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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