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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et on the nutritional status and constipation rate
of female college students. A total of 251 female college students living in Gyeonggi province participated in
this study. Dietary intake was ascertained from a 3-day dietary record, including 2 weekdays and 1 weekend
day. Anthropometrics, general characteristics, diet experiences, dietary habits and prevalence of constipation
were analyzed using a questionnaire.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 control group (n=165, 46.2%)
and a diet group (n=135, 53.8%).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height, weight or BMI between
groups. The prevalence of constipation was higher in the diet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The intakes of energy,
dietary fiber and water of the diet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prevalence of constipat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exercise score, dietary fiber
intake and water intake. It is postulated that dietary habits might be important factors contributing to constipation.
Accordingly, nutrition education aimed to improve intakes of fiber and water may be necessary during weight
control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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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과거에는 비대한 체형이 물질적 풍요와 건강함을 상징하

였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 마른체형이 건강과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리 잡았다(1). 이에 따라 마른 체형을 선

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실행하게 되었으며, 비만

상태뿐만 아니라 정상체중과 저체중인 사람들조차 무모한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여대생

들은 날씬한 몸매를 갖기 위해 일정기간의 단식이나 절식을

통하여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2). 여대생의 경우는 건강보다 아름다운 체형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표준체중이나 저체중인 경우

에도 자신이 과다체중이라고 생각하며 무모한 체중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건강상의 문제보다는 외모상

의 이유로 다이어트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객관적인 기준

보다는 주관적인 평가로 인하여 불필요한 다이어트를 행함

으로써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

무분별한 체중 조절은 여러 가지 영양문제뿐만 아니라 빈

혈, 탈모, 부종, 우울증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면서 여대생들

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3). 그중에서도 변비의 유병율이

급증하고 있고 있는데, 최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변비 유병율이 28.9～4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5).

외모에 대한 관심은 큰 반면 영양지식이 부족하면서 부적당

한 식사를 통해 체중감량을 시도하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

고 있는 가운데 그 유병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6). 부적당한 식습관, 생활습관 등으로 인한 변비

증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3～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7).

일본의 조사보고를 보면 17～58세의 남녀에서 변비의 자각

증상이 있는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18～24세의 젊은 여성에게서 특히 많게 나타났다(8). 장기간

의 부적절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변비 증세를 더욱 증가시

키며 특히 대학생시기에서 불규칙한 식사, 결식, 편식, 식이

섬유 섭취량 감소 및 다이어트(9)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

변 습관을 갖지 못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6,10).

이에 본 연구는 다이어트가 여대생의 변비유병율에 미치

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다이어트 유무에 따른 식습관 및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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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ontrol Diet
p-
value

Age (yr)
Height (cm)
Weight (kg)
BMI
Under weight
Normal
Over weight
Obesity

<18.5
18.5～22.9
23.0～24.9
≥25

20.83±1.141)
161.42±4.49
52.77±7.94
20.23±2.78
5 (30.2)

2)

63 (54.3)
10 (8.6)
8 (6.9)

20.83±1.31
161.96±4.46
53.87±6.65
20.53±2.38
25 (18.5)
92 (68.1)
12 (8.9)
6 (4.4)

0.990
NS

0.342
0.235
0.357

0.1043)

Total 116 (46.2) 135 (53.8)
1)Mean±SE.
2)
N (%).
3)p-value by Chi-square test.
NS: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T-test.

양섭취 실태를 비교하였고, 변비유병율과 식습관, 영양 섭취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자 및 기간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안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2010년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2일 동안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76명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자 16

명을 제외한 251명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나이, 신장(cm), 체중(kg)을 직접 기록하게

하여 조사하였고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계산하였다. WHO의 제시기준(1998)

에 따라 BMI지수가 18.5 미만인 경우는 저체중, 18.5～24.9

인 경우는 정상체중, 25.0 이상을 과체중으로 구분하여 사용

하였다.

대상자들을 현재 다이어트 실행 여부에 따라 대조군

(control)과 다이어트군(diet)으로 나누어 연구하였으며, 다

이어트 유무 조사는 선행 연구에서의 체중 감소를 위한 다이

어트 실시 방법에 근거하여 현재 다이어트를 실시하고 있는

지에 대해 질문하였다(11).

식이섭취조사

식이섭취조사는 사전에 기재요령을 설명한 후 대상자로

하여금 주중 2일과 주말 1일을 포함한 3일간의 영양소 섭취

내용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기입하도록 하였다. 음식명과

그에 포함된 식품 재료명 그리고 음식의 눈대중량을 기록하

도록 하였다. 눈대중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식품과 음식

의 눈대중량 자료를 제시하여 잔치 음식 등 특별한 날을 제

외한 평상시 식품 섭취를 회상해서 주중 2일과 주말 1일의

총 섭취식품의 목측량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충제와

음료수와 같은 식품에 대한 섭취를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강

조하였다. 설문지는 회수하면서 훈련된 조사원에 의해 일대

일 면담식으로 기록을 보충하거나 확인하였다. 영양소 섭취

량은 영양평가 프로그램 Canpro 4.0(한국영양학회 부설 영

양정보센터 2011)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한국인 영양섭취기

준(KDRIs, 2010)과 비교하여 백분율(%)을 구하였다.

식습관조사

조사대상자의 평소 식습관조사를 위하여 선행연구(12)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설문지를 개발하

였다. 식습관은 변비와 관련된 식생활 한 끼 식사시간, 가장

중점을 두는 식사, 아침식사 유무, 스스로 자각하는 식생활

태도의 문제점으로 구성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바

람직할 경우 2점, 보통은 1점, 바람직하지 못할 경우 0점으로

하고 총점 24점을 산출한 후 비교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서술형

으로 제시하였다.

변비유병율 조사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변비유병율은 만성변비에 대한

RomeⅡ 기준인 여섯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해당하

는 경우로 진단하였다(13).

통계처리

모든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7.0 for window(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0.05에서 검정하였다. 일

반적 특성은 T-test, X
2
-test로 검증하였고, 운동습관, 식습

관점수, 인지도 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X
2
-test

를 실시하였다. 변비진단은 X
2
-test로 분석하였고, 영양소

섭취실태는 각 조사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영

양지식은 T-test로 분석하였다. 여러 요인과 변비의 상관관

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검증하였다.

결 과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을 현재 다이어트 실행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연구하였다. 다이어트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대조군으로, 다이어트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다이

어트군으로 분류하였다. 대조군이 116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46.2%로 나타났고, 다이어트군이 135명, 53.8%로 나타났다

(Table 1). 대조군의 평균 나이는 20.83±1.14세, 다이어트군

의 평균 나이는 20.83±1.31세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대조군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161.42±4.49 cm, 52.77±7.94
kg이었으며, 다이어트군은 161.96±4.46 cm, 53.87±6.65 kg
으로 서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WHO의 제시기준(1998)

으로 BMI를 나누어 비교한 결과 대조군과 다이어트군 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식이섭취상태

대조군의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1587.5±276.9 kcal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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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aily nutrient intake of the subjects by three-day food record

Nutrients

Three-day food record

Control (N
1)
=116) Diet (N=135)

p-value
Mean±SE DRIs2) (%) Mean±SE DRIs (%)

Energy (kcal)
Carbohydrate (g)
Fat (g)
Plant fat
Animal fat
Protein (g)　
Plant protein　
Animal protein　
Fiber (g)　
Water (g)
Calcium (mg)
Plant calcium
Animal calcium
Phosphorus (mg)
Iron (mg)
Plant iron
Animal iron
Sodium (mg)
Potassium (mg)
Zinc (mg)
Vitamin A (μgRE)　
Retinol (μg)　
Carotene (μg)　
Vitamin B1 (mg)
Vitamin B2 (mg)
Vitamin B6 (mg)
Niacin (mg)
Vitamin C (mg)
Folate (μg)　
Vitamin D (μg)
Vitamin K (μg)
Vitamin E (mg)
Cholesterol (mg)　

1587.5±276.93)
232.1±45.2
52.8±7.9
25.5±8.1
20.5±6.8
60.6±11.4
29.6±6.6
31.0±8.0
16.18±3.64
637.9±149.7
426.8±127.4
228.1±66.0
198.7±102.5
878.7±202.7
11.7±2.7
8.1±2.2
3.6±1.2

4059.4±909.3
2141.8±484.1
8.5±1.8
704.9±211.7
163.4±115.5
3256.5±1149.3
1.1±0.3
1.1±0.3
1.3±0.4
13.1±3.4
64.4±24.9
403.6±100.5
3.0±2.2
189.5±91.0
14.3±4.0
327.6±100.3

75.6

121.2

80.9

61

125.5
83.4

270.6
61.2
106.8
108.5

103.6
91.7
93.6
93.6
64.4
100.9
60.0
291.5
143.0

1450.5±328.9
207.3±49.4
43.7±11.8
23.1±7.7
20.6±7.9
55.38±15.0
25.6±7.9
29.80±10.73
14.0±3.8
595.6±173.3
382.8±128.5
192.6±72.7
190.2±103.0
789.5±206.8
10.4±3.5
7.1±2.8
3.2±1.4

3500.3±993.1
1897.4±513.4
7.8±2.3
628.2±249.0
159.3±103.8
2819.5±1192.6
1.1±0.3
1.1±0.4
1.2±0.3
11.8±3.5
56.4±21.1
359.4±113.6
2.9±2.2
175.7±106.1
12.9±4.2
310.5±132.9

69.1

110.8

69.8

54.7

112.8
73.9

233.3
54.2
96.9
96.7

95.5
87.5
84.3
84.3
56.4
89.8
57.4
270.3
128.6

0.000***

0.000
***

0.115NS

0.018
*

0.924
0.002

**

0.000***

0.309
0.000***

0.041
*

0.007*

0.000
***

0.512
0.001

**

0.001**

0.003
**

0.040*

0.000
***

0.000***

0.003
**

0.010*

0.772
0.004**

0.011
*

0.295
0.003

**

0.003**

0.006
**

0.001**

0.645
0.275
0.006

**

0.257
1)N: Number of people in the group.
2)
There are three types of DRI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 reference values: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EER),
Recommended Intake (RI), Adequate Intake (AI).
3)
Mean±SE.
NS: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T-test.
*
p<0.05,

**
p<0.01,

***
p<0.001.

다이어트군은 1450.5±328.9 kcal로, 대조군에 비하여 다이

어트군의 평균 에너지 섭취량이 유의적로 매우 낮게 나타났

다(p<0.01)(Table 2). 대조군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60.6± 
11.4 g이었고 다이어트군은 55.38±15.0 g으로, 대조군에 비

해 다이어트군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섭취하고 있었다(p<

0.01). 대조군의 평균 섬유소 섭취량은 16.18±3.64 g인 반면

다이어트군의 평균 섬유소 섭취량은 14.0±3.8 g으로, 대조군

에 비해 다이어트군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섭취하고 있었다

(p<.001). 대조군의 평균 수분 섭취량은 637.9±149.7 g이며

다이어트군은 595.6±173.3 g으로 나타나, 다이어트군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섭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지방,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칼슘, 레티놀, 비타민

B2, 비타민 D, 비타민 K, cholesterol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에

서 대조군의 섭취량이 다이어트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많

았다. 두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상한 섭취량 이상인 영양소는

나트륨으로 나타났다.

식습관

식사 시간, 식사 속도, 과식, 가공식품의 섭취, 단 음식의

섭취, 동물성 지방의 섭취, 외식, 튀긴 음식의 섭취에서는

대조군과 다이어트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Table 3).

식사의 규칙성은 대조군에 비해 다이어트군에서 매우 그렇

지 않다는 응답이 31.9%로 높게 나타나 다이어트군이 유의

적으로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아침 식사 결식

에서도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대조군에 비해 다이어트

군에서 40.0%로 높게 나타나 다이어트군에서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다(p<0.05). 싱겁게 먹는 습관에서는 대조군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6.0%, 다이어트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3%로 다이어트군에 비

해 낮게 나타났다. 대조군에 비해 다이어트군에서 유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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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etary habits of the subjects

Dietary habits
Dietary habits

Score Control (N
1)
=116) Diet (N=135) p-value

Having three meals regularly
0
1
2

16 (13.8)2)

64 (55.2)
36 (31.0)

43 (31.9)
65 (48.1)
27 (20.0)

p=0.001
**

Having breakfast everyday
0
1
2

31 (26.7)
43 (37.1)
42 (36.2)

54 (40.0)
43 (31.9)
38 (28.1)

p=0.038
*

Having on time
0
1
2

47 (40.5)
62 (53.4)
7 (6.0)

64 (47.4)
58 (48)
13 (9.6)

p=0.678

Having slowly
0
1
2

23 (19.8)
70 (60.3)
23 (19.8)

37 (27.4)
78 (57.8)
20 (14.8)

p=0.119

Do not over eat
0
1
2

27 (23.3)
82 (70.7)
7 (6.0)

33 (24.4)
95 (70.4)
7 (5.2)

p=0.756

Eat foods among meat, fish, egg,
beans about three meals a day　

0
1
2

14 (12.1)
80 (69.0)
22 (19.0)

42 (31.1)
71 (52.6)
22 (16.3)

p=0.007*

Do not eat processed foods　
0
1
2

34 (29.3)
68 (58.6)
14 (12.1)

45 (33.3)
74 (54.8)
16 (11.9)

p=0.595

Do not eat sweets 　
0
1
2

38 (32.8)
56 (48.3)
22 (19.0)

46 (34.1)
72 (53.3)
17 (12.6)

p=0.370

Do not eat salty meal　
0
1
2

65 (56.0)
46 (39.7)
5 (4.3)

64 (47.4)
55 (40.7)
16 (11.9)

p=0.047*

Do not eat animal fat
0
1
2

33 (28.4)
71 (61.2)
12 (10.3)

32 (23.7)
89 (65.9)
14 (10.4)

p=0.518

Do not eat out
0
1
2

40 (34.5)
62 (53.4)
14 (12.1)

56 (41.5)
61 (45.2)
18 (13.3)

p=0.498

Often do not eat fried food 　
0
1
2

27 (23.3)
74 (63.8)
15 (12.9)

24 (17.8)
85 (63.0)
26 (19.3)

p=0.123

1)
N: number of people in the group.

2)
N (%).

*p<0.05, **p<0.01 by Chi-square test.

Table 4. Constipation diagnosis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the diet group of subjects

Constipation diagnosis

Control (N1)=116) Diet (N=135) p-value

Normal
Constipation

92 (79.3)
2)

24 (20.7)
52 (38.5)
83 (61.5)

p=0.000
***

1)
N: number of people in the group.
2)N (%).
***
p<0.001 by Chi-square test.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factors that influ-
ence in constipation

Consti-
pation

Dietary
habits

Exercise
score

Fiber
intake

Water
intake

Constipation
Dietary habits
Exercise score
Fiber intake
Water intake

－
-0.197

**

-0.176**

-0.216
**

-0.133*

－
0.166**

0.246
***

0.167**

－
0.010
0.045

－
0.578*** －

1)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
cient.
*
p＜0.05,

**
p＜0.01,

***
p＜0.001.

로 싱겁게 먹는 습관으로 나타났다(p<0.05).

변비유병율

다이어트에 따른 변비유병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조

군의 변비유병율이 20.7%, 다이어트 군에서 변비유병율이

61.5%로 나타나 다이어트군에서 변비유병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Table 4).

변비유병율, 운동생활습관, 식습관, 식이섬유와 수분섭취

의 상관관계

변비에 따른 각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았다. 식습관점수, 운동생활습관점수, 식이섬유의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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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수분섭취의 항목에서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p<0.05, p<0.001). 이는 식습관 및 생활습관 점수가 낮

을수록,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가 낮아질수록, 변비유병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식습관점수는 운동생활습관점수, 식이섬유섭취, 수

분섭취의 항목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p<

0.01, p<0.001), 식이섬유섭취와 수분섭취가 유의적 양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01).

고 찰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마른 체격을 선호하는 양상이

확산되면서 무리한 다이어트가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체

중감량의 대부분이 건강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외모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14), 정확한 영양지식을 기반

으로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초래

하고 있다(15). 그중에서도 본 연구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다이어트가 변비유병율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평소 다이어트가 변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전체 대상자들을 다이어트 실행 여부에 따라 대조군 116명

과 다이어트군 135명을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Lee(16)의

연구에서 여학생 중에 68.5%가 체중조절 경험을 한 것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체중조절을 한 경험이 53.8%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161.42±4.49
cm, 52.77±7.94 kg이었으며, 다이어트군의 경우는 161.96± 
4.46 cm, 53.87±6.65 kg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과 서울지

역 여대생(17)의 평균 신장과 몸무게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인 영양 권장량(18)에 따라 20～29세 여자의 신장,

체중과 비교해보아도 큰 차이는 없었다.

다이어트군의 BMI 판정결과 정상체중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저체중, 과체중 순으로 나타났다. Ahn과 Park(19)

의 연구와 저체중 비율은 비슷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상

체중 비율이 높고 과체중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Jo(17)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BMI 판정결과 정상체중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체중 순으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났

다. 조사대상자들은 정상군의 비율이 높고 비만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체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여대생이고 연령

이 낮기 때문에 비만 비율이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영양 섭취 양상을 살펴보면 대조군에 비하여 다이어트군

의 열량 섭취량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DRIs의

필요추정량(20대 2,100 kcal)과 비교했을 때 전체 대상자의

섭취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8). Lee 등(20)의 연구

에서도 체중 조절군이 비조절군에 비하여 매우 적은 에너지

섭취량을 보이며, 한국인 영양 권장량과 비교했을 때 체중조

절군이 비조절군에 비하여 에너지 섭취량이 적은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Kim 등(21)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체중조절 경험군이 비조

절 경험군보다 에너지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적었는데, 이

것은 여학생들이 one food diet나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체중조절을 시도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단백

질 섭취량은 대조군에 비해 다이어트군의 섭취량이 적었으

며, Lee 등의 연구(20)와 Shin의 연구(22)에서도 체중조절

경험군이 비경험군에 비하여 매주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다이어트군에서 섬유소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수분의 섭취도 대조군에 비해 다이어트군에서 유

의적으로 낮았다.

식습관 요인들을 살펴보면 대조군에 비해 다이어트군에

서 식사의 규칙성, 아침 식사, 단백질 식품 섭취의 항목에서

유의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Lee(7)

의 연구에서 변비군의 경우 “하루 3회 이상” 식사하는 비율

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식사 횟수의

감소가 불충분한 섬유소 섭취량을 의미하며 변비와 식습관

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hn과 Park(19)의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가 높은 아침식사 결식률을 보여주

며, 이러한 결과는 불규칙적인 대학생의 수업 시간과 음주

및 잦은 외식으로 그리고 체중감량의 시도에 기인하는 것으

로 나타난 바 있다.

다이어트 경험에 따라 변비 유병율을 살펴본 결과 다이어

트 군에서 61.5%로 나타나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

었다. 보건복지부연구(23)에서도 체중감량 과정에서 여대생

이 경험한 부작용의 종류로 피로감, 빈혈이나 어지러움, 변

비 등이 나타났으며, Oh(24)의 연구에서도 무기력함, 빈혈,

변비, 탈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역으로 변비(5,7,21,25)

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정상군보다 변비군에서 보다

많은 체중감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yeon과

Lee(26)의 연구에서 정상군의 저체중 비율보다 변비군에서

저체중 비율이 높게 나타난 보고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전체대상자들 중 정상체중에서도 다이어

트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이어트군에서 변비유병율이

유의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변비유병율과

관련된 식생활 요인으로서는 식이습관, 식이섬유섭취량, 수

분섭취량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젊은 여성들이 무분별한

체중감량으로 인한 변비와 같은 부작용을 겪지 않기 위해서

는 바람직한 신체상 및 식습관을 형성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다이어트가 여대생들의 변비유병율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요인을 조사하고자 수행되었다. 다이어트 유무

에 따라 대조군 116명과 다이어트군 135명으로 나누어 비교

하였다. 다이어트군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161.96±4.460 cm,
53.87±6.645 kg이었으며 대조군의 경우는 161.42±4.49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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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7±7.935 kg으로 서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변비유

병율을 살펴보았을 때 대조군이 20.7%, 다이어트군이 61.5%

로 대조군에 비해 다이어트군에서 변비유병율이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p<0.001). 대조군의 열량섭취량은 1587.53

±276.918 kcal인 것에 비하여, 다이어트군의 열량섭취량은

1450.47±328.94 kcal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01).

대조군의 식이섬유 섭취량은 16.18±3.64 g, 다이어트군의

식이섬유 섭취량은 14.0±3.8 g으로 대조군에 비해 다이어트

군에서 식이섬유 섭취량은 유의적으로 낮게 섭취하였다(p<

0.001). 대조군의 수분 섭취량은 637.9±149.7 g, 다이어트군

에서 수분 섭취량은 595.6±173.3 g으로 다이어트군에서 유

의적으로 낮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대조군

에 비하여 다이어트군에서 단백질, 칼슘, 인, 철분, 나트륨 등

의 섭취가 적었다(p<0.05). 변비유병율은 식습관점수, 운동

생활습관점수, 식이섬유의 섭취, 수분섭취의 세가지 항목에

서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5, p<0.001).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다이어트를 하는 여대생에서 변비

유병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변비유병율을 높이는 관련 요인

으로 식이섬유와 수분의 섭취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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