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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번 연구는 2019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물 섭취 현황을 파악하고, 물 섭취빈도에 따른 식품섭취 요인 및 건강행태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2019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총 57,303명이 응답하였고 이 중 남학생의 44.2%, 여학생의 25.9%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에 5컵
이상의 물을 마신다고 응답하였다. 물을 자주 마시는 청소년은 물을 적게 마시는 청소년에 비해 과일, 채소, 우유 등 섭취를 권장하는 식품을 자주
섭취하고 탄산음료, 단맛음료와 같은 제한해야 할 식품을 적게 섭취하였다. 또한 물을 많이 마실수록 신체활동을 더 많이 실천하는 등 바람직한
건강행태를 보여 청소년에게 하루에 적당량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주요 검색어 : 물 섭취, 식품섭취 요인, 건강행태 요인,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들어가는 말

몸말

수분은 인체의 가장 큰 구성성분으로 적절한 수분 섭취는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부터 매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등 체내 대사에 중요한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강행태와 관련한 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작용을 한다[1].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및 학생건강검사 결과를 통해

식생활 영역으로는 끼니별 식사 빈도, 과일, 채소, 우유, 패스트푸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우유와 같은 건강한 음료의 섭취는 개선이

탄산음료, 단맛음료, 에너지음료, 편의점 식품의 섭취빈도, 영양교육

없는 반면 탄산음료, 단맛음료 등 지양해야 할 음료의 섭취량은

및 식습관 교육 경험 여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물 마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3]. 과도한 당 섭취는

빈도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3]. 문항은 1컵(200ml)을 기준으로 최근

청소년의 비만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당을 많이 포함한 음료를

7일 동안 하루의 물 마시는 빈도를 ‘매일 1컵 미만’에서 ‘매일 5컵

대신하여 물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상’까지 총 5개의 응답보기로 구성하였다.

점을 고려하여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물 섭취빈도를

분 석대 상 자 는 2 0 1 9 년 청 소년건강 행태 조 사 에 참 여한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이 글에서는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청소년 57,303명이며 성별(남학생 29,841명, 여학생 27,462명) 및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물 섭취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학교급(중학생 29,384명, 고등학생 27,919명)에 따라 균등하게

한다.

분포되었고 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35.4%는 하루에 5컵 이상
물을 마시고 있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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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청소년 물 섭취 빈도(성별, 학교급별)
단위: % (SE)
전체
(n=57,303)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n=29,841)

여학생
(n=27,462)

4.1 (0.1)

2.0 (0.1)

6.5 (0.2)

하루 1~2컵

19.6 (0.2)

13.6 (0.2)

하루 3컵

23.1 (0.2)

하루 4컵
하루 5컵 이상

하루 1컵 미만

중학생
(n=29,384)

고등학생
(n=27,919)

유의수준*

<0.0001

3.4 (0.1)

4.8 (0.2)

<0.0001

26.0 (0.3)

<0.0001

17.3 (0.3)

21.6 (0.4)

<0.0001

21.7 (0.2)

24.7 (0.3)

<0.0001

22.4 (0.2)

23.9 (0.2)

<0.0001

17.8 (0.2)

18.5 (0.2)

16.9 (0.2)

<0.0001

18.3 (0.2)

17.3 (0.2)

0.0023

35.4 (0.3)

44.2 (0.3)

25.9 (0.3)

<0.0001

38.6 (0.4)

32.5 (0.5)

<0.0001

유의수준*

*분석은 카이제곱(chi-square) 검정을 사용, 유의수준은 0.05미만

남학생은 하루 5컵 이상의 물을 마시는 학생(44.2%)이 가장

비교하였다. 식품섭취 요인으로 과일, 채소, 우유, 패스트푸드,

많은 반면 여학생은 하루 5컵 이상 마시는 학생(25.9%)과 하루

탄산음료, 단맛음료 섭취율을 비교하였으며 건강행태 요인은

1~2컵 물을 마시는 학생(26.0%)이 유사하여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비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활동 실천, 체중조절 노력, 편의점

물을 더 자주 마시고 있었다. 남녀 모두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식품 식사대용 섭취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남녀 학생 모두

자주 물을 섭취하였고, 하루 5컵 이상 물을 섭취하는 학생은 학년이

물을 충분하게 마시고 있는 그룹이 물을 적게 마시는 그룹에 비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그림 1).

권장하는 식품의 섭취율이 높았고, 제한해야 할 식품의 섭취율은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수분 충분섭취량(물 섭취)을

낮았다(표 2). 남학생의 경우 하루에 물을 5컵 이상 마시는 학생들이

참고하여 물을 적게 마신 그룹(2컵 이하)과 물을 충분하게 마신

물을 2컵 이하 마시는 학생들에 하루 3회 이상 채소를 섭취하는

그룹(5컵 이상)으로 나누어 식품섭취 요인과 건강행태 요인을

비율이 약 3배 높았고(각각 17.6%, 6.3%) 과일과 우유를 더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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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루 5컵 이상 물 섭취율(성별, 학년별)
※하루 5컵 이상 물 섭취율: 최근 7일 동안 하루 5컵 이상 물을 섭취한 학생의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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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11)

28.4 (0.4)

우유4)≥1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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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일 동안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분율

지난 학기 참여한 스포츠활동 팀이 1개 이상인 사람의 분율

9)

최근 7일 동안 3회 이상 편의점, 슈퍼마켓,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으로 식사를 대신한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최근 7일 동안 3회 이상 단맛이 나는 음료를 마신 사람의 분율

8)

최근 30일 동안 체중을 조절(줄이거나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최근 7일 동안 3회 이상 탄산음료를 마신 사람의 분율

7)

11)

최근 7일 동안 3회 이상 패스트푸드(햄버거, 치킨, 피자 등)를 먹은 사람의 분율

6)

10)

최근 7일 동안 1일 1회 이상 우유(흰우유, 가공우유 모두 포함)를 마신 사람의 분율

5)

31.7 (0.4)

최근 7일 동안 1일 3회 이상 채소(김치 제외)를 먹은 사람의 분율

<0.0001

56.0 (0.4)

44.8 (0.9)

7.3 (0.2)

47.0 (0.4)

28.1 (0.4)

34.7 (0.6)

48.3 (0.6)

40.8 (1.0)

4.0 (0.2)

51.5 (0.5)

31.8 (0.6)

25.5 (0.5)

15.5 (0.5)

6.1 (0.2)

18.7 (0.5)

하루 2컵 이하
(n=8,911)

4)

26.1 (0.4)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23.4 (0.3)

16.7 (0.4)

9.3 (0.2)

20.6 (0.3)

전체
(n=27,462)

최근 7일 동안 1일 1회 이상 과일(과일주스 제외)을 먹은 사람의 분율

26.9 (0.5)

54.3 (0.4)

58.7 (0.8)

28.5 (0.4)

51.6 (0.5)

42.5 (0.5)

0.6017

<0.0001

<0.0001

<0.0001

유의
수준1)

3)

30.0 (0.7)

47.1 (0.5)

53.6 (0.8)

17.8 (0.4)

54.9 (0.5)

46.1 (0.5)

27.4 (0.4)

30.6 (0.5)

17.6 (0.4)

23.2 (0.4)

하루 5컵 이상
(n=13,298)

분석은 카이제곱(chi-square) 검정을 사용, 유의수준은 0.05미만

(0.3)

39.4 (0.7)

48.6 (1.0)

11.2 (0.5)

55.6 (0.8)

50.2 (0.7)

27.4 (0.5)

26.9 (0.6)

9.1 (0.3)

18.7 (0.4)

하루 3~4컵
(n=11,925)

2)

27.0

49.1 (0.3)

55.1 (0.8)

21.5 (0.3)

53.6 (0.4)

45.1 (0.3)

28.0 (0.6)

26.1 (0.8)

6.3 (0.4)

16.3 (0.6)

하루 2컵 이하
(n=4,617)

남학생

1)

편의점 식품 식사대용 섭취 ≥3회/주

체중조절 노력

10)

스포츠활동 팀 참여

9)

신체활동 실천8)≥5일/주

건강행태 요인

단맛음료 ≥3회/주

7)

탄산음료 ≥3회/주

6)

패스트푸드 ≥3회/주

27.5 (0.3)

12.4 (0.2)

채소3)≥3회/일

5)

20.3 (0.3)

과일2)≥1회/일

식품섭취 요인

전체
(n=29,841)

표 2. 물 섭취 빈도에 따른 식품섭취 요인 및 건강행태 요인 비교

30.8 (0.5)

56.7 (0.5)

45.2 (0.9)

6.4 (0.3)

46.8 (0.5)

27.3 (0.5)

23.1 (0.4)

15.9 (0.5)

8.2 (0.3)

19.9 (0.4)

하루 3~4컵
(n=11,450)

여학생

29.3 (0.6)

64.5 (0.6)

49.3 (1.0)

13.1 (0.4)

41.8 (0.6)

24.7 (0.5)

21.3 (0.5)

19.4 (0.6)

15.2 (0.5)

24.1 (0.6)

하루 5컵 이상
(n=7,1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유의
수준1)

단위: %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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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하였다. 반면에 탄산음료(42.5%, 50.2%)와 단맛음료를 주 3회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도 남학생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및 학생건강검사 결과, 우리나라

경우와 유사하게 물을 충분히 마시는 학생들이 적게 마시는 학생에

청소년들이 우유와 같은 건강한 음료 섭취에 대한 개선이 없는

비해 과일과 채소, 우유를 더 자주 먹는 반면,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반면 탄산음료와 단맛음료 등 지양해야 할 음료의 섭취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맛음료와 같이 지양해야 할 식품 섭취율이 낮게 나타났다.
물을 마시는 빈도에 따른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 요인을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비교한 결과, 남녀학생 모두 물을 자주 마시는 학생이 적게 마시는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물 섭취빈도에 대한 문항을

학생보다 바람직한 방향의 건강행태를 갖고 있었다(표 2). 남학생은

추가하여 조사하였으며 우리나라 학생들의 물 섭취 현황을 성별
및 학년별로 파악하였고 남학생의 44.2%, 여학생의 25.9%가

물을 충분하게 마시는 학생들이 물을 적게 마시는 학생에 비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에 5컵 이상의 물을 섭취하였다고

신체활동 실천율(28.5%, 11.2%)과 스포츠활동 팀에 참여한 경험이 더

응답하였다.

많았다. 또한 물을 많이 마신 경우 지난 한달 동안 체중을 줄이거나
③ 시사점은?

유지하는 등 체중조절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더 많았고, 편의점

물을 많이 마실수록 과일, 채소, 우유와 같은 건강한 식품을

식품으로 식사를 대신한 비율이 더 낮았다. 여학생도 남학생과

자주 섭취하고 신체활동을 더 많이 실천하는 등 바람직한

동일하게 물을 5컵 이상 마시는 학생이 2컵 이하 마시는 학생보다

건강행태를 보여 청소년에게 당 함량이 높은 탄산음료 및

신체활동 실천율(13.1%, 4.0%), 스포츠활동 팀 참여율, 체중조절

단맛음료를 대신하여 물을 더 자주 섭취하도록 지속적인 영양

경험률이 더 높았다.

및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맺는 말
2 015 한 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에서는 청소년 수 분
충분섭취량(액체)을 남자 1,000ml~1,200ml, 여자 900ml로

1. 보건복지부.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2015.
2. 교육부.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 2019.
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설정하였다[1].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2019.

청소년의 물 섭취 현황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 5명 중 2명, 여학생
4명 중 1명이 하루 충분섭취량에 가까운 5컵 이상의 물을 마시고
있었다. 물을 적게 마시는 학생과 충분히 마시는 학생들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물을 많이 마실수록 과일, 채소, 우유와 같은 건강한
식품을 자주 섭취하고 바람직한 건강행태를 보인 반면, 탄산음료,
단맛음료와 같은 제한해야 할 식품을 적게 섭취하는 경향이었다.
따라서 물을 적게 섭취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당 함량이
높은 탄산음료 및 단맛음료를 대신하여 물을 더 자주 섭취하도록
지속적인 영양 및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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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Intake and its Impact as a Factor of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Results of the 2019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Kim Jihee, Kim Soyeon, Lee Jihye, Oh Kyungwon
Division of Health and Nutrition Survey,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KCDC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ater intake among Korean adolescents. The secondary objective was
to measure water intake as a factor of behavior. Data for the study was gathered from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conducted in 2019. Of the 57,303 individuals sampled, 44.2% of the male respondents and 25.9% of the femal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had consumed more than five glasses of water a day during the seven-day period prior to
participating in the survey. This study found that the more water adolescents drank the more they consumed healthy food
and beverages - fruit, vegetables, and milk - and the less unhealthy foods such as carbonated beverages and sugarsweetened beverages they consumed. This study also found that adolescents who drank more than five glasses of water a
day were more physically active than those who did not.
Keywords: water intake, dietary factor, behavioral factor,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Table 1. Seven-day water consumption frequency among male and femal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rior to taking
the 2019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Unit: % (SE)
Total
(n=57,303)

Gender
Boys
(n=29,841)

Girls
(n=27,462)

4.1 (0.1)

2.0 (0.1)

6.5 (0.2)

1-2 glasses/day

19.6 (0.2)

13.6 (0.2)

3 glasses/day

23.1 (0.2)

4 glasses/day
≥5 glasses/day

<1 glass/day

Pvalue*

School level

Pvalue*

Middle
(n=29,384)

High
(n=27,919)

<0.0001

3.4 (0.1)

4.8 (0.2)

<0.0001

26.0 (0.3)

<0.0001

17.3 (0.3)

21.6 (0.4)

<0.0001

21.7 (0.2)

24.7 (0.3)

<0.0001

22.4 (0.2)

23.9 (0.2)

<0.0001

17.8 (0.2)

18.5 (0.2)

16.9 (0.2)

<0.0001

18.3 (0.2)

17.3 (0.2)

0.0023

35.4 (0.3)

44.2 (0.3)

25.9 (0.3)

<0.0001

38.6 (0.4)

32.5 (0.5)

<0.0001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chi-square test, significance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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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ercentage of students who drank more than 5 glasses a day during the seven days prior to taking the 2019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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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73

Percentage of students who played on at least one sports team during the semester before the survey

9)

Percentage of students who consumed convenient foods in convenience store, supermarket, cafeteria instead of meals during seven-days before the survey

Percentage of students who were physically active at least 60 minutes a day on 5 or more days during seven-days before the survey(doing any kind of physical activity that increased their heart rate and
made them breathe hard some of the time)

Percentage of students who ever had intention to control weight(including losing weight, gaining weight, staying the same weight)during the 30 days before the survey

Percentage of students who consumed sugar-sweetened beverage more than three times a day during seven-days before the survey

8)

11)

Percentage of students who consumed carbonated beverage more than three times a day during seven-days before the survey

7)

10)

Percentage of students who consumed fast food(including pizza, hamburger, chicken)more than three times a day during seven-days before the survey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6)

29.3 (0.6)

64.5 (0.6)

49.3 (1.0)

13.1 (0.4)

41.8 (0.6)

24.7 (0.5)

21.3 (0.5)

19.4 (0.6)

15.2 (0.5)

24.1 (0.6)

Pvalue1)

Percentage of students who consumed milk(including white milk, flavored milk)more than once a day during seven-days before the survey

30.8 (0.5)

56.7 (0.5)

45.2 (0.9)

6.4 (0.3)

46.8 (0.5)

27.3 (0.5)

23.1 (0.4)

15.9 (0.5)

8.2 (0.3)

19.9 (0.4)

≥5 glasses/
day
(n=7,101)

5)

34.7 (0.6)

48.3 (0.6)

40.8 (1.0)

4.0 (0.2)

51.5 (0.5)

31.8 (0.6)

25.5 (0.5)

15.5 (0.5)

6.1 (0.2)

18.7 (0.5)

3-4 glasses/
day
(n=11,450)

Percentage of students who consumed vegetables(excluding kimchi)more than three times a day during seven-days before the survey

31.7 (0.4)

56.0 (0.4)

44.8 (0.9)

7.3 (0.2)

47.0 (0.4)

28.1 (0.4)

23.4 (0.3)

16.7 (0.4)

9.3 (0.2)

20.6 (0.3)

≤2 glasses/
day
(n=8,911)

4)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6017

<0.0001

<0.0001

<0.0001

Total
(n=27,462)

Percentage of students who consumed fruit(excluding fruit juice)more than once a day during seven-days before the survey

26.1 (0.4)

54.3 (0.4)

58.7 (0.8)

28.5 (0.4)

51.6 (0.5)

42.5 (0.5)

27.4 (0.4)

30.6 (0.5)

17.6 (0.4)

23.2 (0.4)

Pvalue1)

3)

26.9 (0.5)

47.1 (0.5)

53.6 (0.8)

17.8 (0.4)

54.9 (0.5)

46.1 (0.5)

27.4 (0.5)

26.9 (0.6)

9.1 (0.3)

18.7 (0.4)

≥5 glasses/
day
(n=13,298)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chi-square test, significance<0.05

30.0 (0.7)

39.4 (0.7)

48.6 (1.0)

11.2 (0.5)

55.6 (0.8)

50.2 (0.7)

28.0 (0.6)

26.1 (0.8)

6.3 (0.4)

16.3 (0.6)

3-4 glasses/
day
(n=11,925)

2)

27.0 (0.3)

49.1 (0.3)

55.1 (0.8)

21.5 (0.3)

53.6 (0.4)

45.1 (0.3)

27.5 (0.3)

28.4 (0.4)

12.4 (0.2)

20.3 (0.3)

≤2 glasses/
day
(n=4,617)

Girls

1)

Convenient food11)≥3times/w

Intention to control weight

10)

Participation on sports team

Physical activity8)≥5days/w

Behavioral factors

SSB7)≥3times/w

Carbonated beverage ≥3times/w

Fast food ≥3times/w

5)

Milk ≥once/d

4)

Vegetable ≥3times/d

3)

Fruit2)≥once/d

Dietary factors

Total
(n=29,841)

Boys

Unit: % (SE)

Table 2. Comparison of students’ dietary and behavioral factors by frequency of drinking water during seven-days before the survey among students in the
2019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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