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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선진 외국과 마찬가지로 비만아동
이 늘어나는 실정으로 성인 비만과 더불어 아동 비만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역 초·중·고등
학생의 23년간(1979-2002)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비만의
유병율은 남학생의 경우 1.7%에서 17.9%로, 여학생의 경
우는 2.4%에서 10.9%로 증가하 으며, 1990년도를 기점
으로 급속하게 증가하 다(Park 등 2004). 2005년도 국
민건강 양조사 결과 소아 비만 유병율은 10-14세의 남학
생은 17.9%, 여학생은 11.4% 고 20세 이상 대상자의 비
만유병율은 남자 35.2%, 여자 28.3% 다. 이와 같이 소
아·청소년 비만이 급증하고 있으며, 청년기로 이어지고

있어 이들이 성인이 되는 2020년 전후로 비만대란이 예상
되는 걱정스러운 상황이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6).

청소년기에 시작된 비만은 성인기에 시작된 비만보다 증
상 자체도 심하고 치료도 어렵다. 또한 소아 및 청소년기에
시작된 과체중이나 비만의 80% 정도가 성인비만으로 이행
되고(Magarey 등 2003; Guo 등 2002), 소아 및 청소년
비만에 의해 고혈압,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지방간, 담석증과 같은 만성질환이 조기에 발생한다는 연
구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Bhargava 등 2004; Sinha
등 2002). 그런데 비만은 위와 같은 신체적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비만아동은 비만이 아닌 아동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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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out differences about meal conditions and food preference between non-obese and obese
elementary school children. Ten children(non-obese 5 and obese 5) from each of the nationwide 192 schools were surveyed by
self-developed questionnaire. Total of 1,767 questionnaires(815 from non-obese and 952 from obese children) were collected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2.0 program.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wer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height between non-obese group(151.0±12.5cm) and obese group(151.2±12.3cm). But BMI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non-obese group(18.0±2.2cm) and obese group(27.3±3.2cm). Economical statu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2 groups. But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and mother’ job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2
groups. Only 2/3 of the subjects reported to have breakfast at regular basas, regularity of having breakfas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2 groups. Also regularity of having lunch during vacation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2 groups. But
Reasons of skipping breakfast and lunch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2 groups. Regularity of having dinner, reasons of
skipping dinner, intake amount in dinner, and frequency of having snack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2 groups. But the
time required for lunch and dinner were under 20 minutes of 60-80% of the subjects, and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2 groups. Non-obese group have liked fast foods, fruits & juices, sweets, and cakes & cookies than obese group. Obese
group have liked meat & meat products and ramyeon, but they have not eaten those foods frequently because of anxiety about
being more fatty.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nutrition education programs include different strategy according to obesity and
obese prevention program is needed for non-obese 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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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열등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자아존중감이
낮을 뿐 아니라 우울한 경향이 있고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
인다. 또한 이러한 심리상태는 과식을 초래하며 이와 같은
악순환으로 인하여 아동은 계속적으로 비만으로 남게 된다
(Berk 2000; Kim 등 2001; Park 등 2004; Kim 2006).

비만의 원인인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식생활 중 과식 뿐 아니라 같은 식사내용에서
도 아동이 선택하는 음식에 따라 비만의 이환율은 증가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생활습관 및 식
습관이 비만에 향을 미칠 수 있다(Lee 등 1999).
Choe(2003)는 아동의 비만은 유전적인 요인과 결식, 과
식, 빠른 식사속도 등의 잘못된 식습관과 같은 환경요인에
의한 향을 크게 받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4
주간의 교육 후 양지식의 향상과 일부 식생활의 변화를
보 으며, 지속적으로 비만아동의 행동수정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소아비만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Nam 등(2006)은 서울시
내 저소득층 학동기 아동의 대상 연구에서 저소득층 아동
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 신장은 적으나 체중은 차
이가 없어 비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부모와 함께 거
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결식과 식생활 습관에서
차이가 많다고 보고하고 저소득층 아동대상 프로그램에서
는 부모 거주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지역 초등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만이행 추이
연구에서 비만학생 중 70%가 1학년 때에도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고, 나머지 30%는 1학년 때에는 정상이었으며 4
년 후 비만으로 이행되었다. 또한 1학년 때보다는 5학년
때 비만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경향을 보여서 소아비만
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Park 등 2000). 초등학생 시기의 비만
관리는 소아의 식습관이나 행동습관 같은 생활습관의 변화
가 핵심이며, 청소년 시기를 걸쳐 성인비만으로 지속할 위
험성을 낮추기 위해 중요한 시기이다. 이는 청소년 이전 시
기에 비하여 청소년 시기의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지속될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첫째, 비비만 학생과 비만 학생간 아침, 점심, 저녁 및 간
식 등의 식사상황을 비교분석했고, 둘째, 두 군간 음식 기
호도 및 섭취정도를 비교하고 기호도와 섭취정도와의 상관
성을 분석했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16개 교육구청별로 12개교 씩 총 192개교의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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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9일까지 각 초등학교에서 비만학생 5명, 비비만 학생 5
명을 선정하여 총 1,9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178개교로부터 1,767부가 회수되어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조사설문지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식사조사 그

리고 음식 기호도 및 섭취정도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구성
하 다. 일반적 특성으로 학교소재지, 성별, 경제 상태, 부
모의 학력 등을 조사하 다. 식사조사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간식 관련 문항으로 구성하 다. 초등학생은 년간 점
심식사의 반 정도를 학교급식으로 섭취하므로 점심식사 상
황은 학교급식 섭취 상황과 방학 중 점심식사 상황으로 나
누어 조사하 다. 음식기호도 및 섭취정도는 13개 품목의
음식에 대해 각각 3점 척도에 의해 조사하 다. 기호도는
각 음식 품목에 대해 좋아하면 3점, 보통이면 2점, 싫어하
면 1점을 부여하 고, 섭취정도는 자주 먹으면 3점, 보통
이면 2점, 거의 먹지 않으면 1점을 부여하 다. 비만 학생
선정은 학교에서 5월에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자료를 활용
하 으며, 각 학생의 신장과 체중으로부터 체질량 지수
(BMI, 체중(㎏)/신장2(㎡))를 산출하여 확인하 다. 일반
적 특성 관련 항목들은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의 도움으로
작성되었고, 식사조사와 음식기호도 및 섭취정도는 학생들
에 의해 자기 기입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신체계측치를 제외한 요인들은 빈도와 백분율 등 기술적

통계치를 산출했다. 비비만 및 비만 학생간 일반적 특성 및
식사상황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두 군간 신체계측치 차이는 t-test로 검정했다. 비만군과
비비만군간의 음식별 기호도와 섭취정도의 집단간 차이는
t-test로 비교하 으며, 음식별 기호도와 섭취정도와의
상관성은 격자도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조사가 누락된 자
료는 통계 처리시 항목별로 제외시켰다. 조사된 모든 자료
는 SPSS ver 12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Table 1>에 나타냈다.

비비만 학생이 815명(46.1%), 비만학생이 952명(53.9%)
이었고, 남학생이 1,049명(59.5%), 여학생이 715명
(40.5%)이었다. 학년별로는 6학년 1,497명(85.8%), 5학
년 248명(14.2%)이었다. 거주지역 별로는 대도시지역 학
생이 761명(43.1%), 중소도시 지역이 857명(48.5%), 농
어촌 지역이 150명(8.5%)이 다. 소속 학교의 학생 수 규
모는 250명에서 2,785명이었으며, 1,000명에서 1,4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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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학교가 77개교(43.3%)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학생의 신체상황은 <Table 2>와 같다. 신장은

비비만군 151.0±12.5㎝, 비만군 151.2±12.3㎝로 비만군
과 비비만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체중
은 비비만군 41.0± 6.7㎏, 비만군 62.5±10.5㎏으로 동
일한 키에 체중은 20㎏ 정도 차이가 났고(p<0.001), 이에
따라 체질량지수는 비비만군 18.0±2.2㎏/㎡, 비만군
27.3±3.2㎏/㎡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경제적 수준과 비만여부와는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지

는 않았다<Table 3>. 반면에 부모의 학력과는 유의한 상관
성을 나타냈다<Table 4>. 아버지의 경우 대학 이상 학력자
가 비비만군(63.9%)에서 비만군(55.8%)에 비해 많은 반면,
중졸 이상 고졸 이하는 비비만(32.4%)보다 비만군(38.3%)
에서 많았으며, 중졸 이하 역시 비비만군(3.6%) 보다 비만
군(5.9%)에서 많은 유의한 분포차이를 나타냈다(p<0.01).
어머니의 학력 역시 대학 이상이 비비만군(41.2%)이 비만
군(36.4%)에 비해 많은 반면 초졸, 중졸, 고졸이하는 비만
군(각각 1.8%, 5.5%, 47.6%)에서 비비만군(각각 0.5%,
4.0%, 45.5%)보다 많은 유의한 분포 차이를 나타냈다
(p<0.05). 또한 가정내 주된 식사 준비자인 어머니의 직업
유무와 아동의 비만상태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비비만
군(61.9%)보다 비만군(66.6%)에서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많았다(p<0.05)(Table 5).

Lee & Oh(1997)는 비만정도가 클수록 어머니가 직업
을 가진 비율이 높다고 보고했고, Lee 등(2001)의 연구에
서도 지원자 80명 대상 연구에서 정상군이 저체중군이나
비만군보다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그러나 Park 등(1998)은 정상군 98명과 과체중군 118
명 대상 연구에서 어머니의 교육정도 및 직업 소유여부가
어린이의 과체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는 못
했다고 보고했고, Lee 등(1999)도 정상군과 비만군 각각
초등학생 110명 대상 연구에서 부모의 학력, 경제수준이
비비만 및 비만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했으며,
Jeong 등(2003)은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연구(비만학생
309명)에서 정상군과 비만군에서 어머니의 학력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했다. Jeon & Lee(2002)는 각각
350명씩의 비비만과 비만 초등 5,6학년 학생 대상 비교연
구에서 부모의 학력 및 어머니의 직업유무와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생활수준과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생활수
준이 낮은 아동에게서 비만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
다. 이와같이 부모의 학력과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아
동의 비만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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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Frequency %
Non-obese 815 46.1

Degree of obesity Obese 952 53.9
Total 1,767 100.0
Male 1,049 59.5

Gender Female 715 40.5
Total 1,764 100.0
6th 1497 85.8

Grade 5th 248 14.2
Total 1,745 100.0
Metropolitan area 761 43.0

Residential area
Samll towns 857 48.5
Rural area 150 8.5
Total 1,767 100.0

<Table 2> Anthropometric values of the subjects by obesity

Variable Height(cm) Weight(kg) BMI(kg/m2)
Non-obese 151.0±12.5 41.0± 6.7 18.0±2.2#

Obese 151.2±12.3 62.5±10.5 27.3±3.2 
T-value -0.335 -51.702*** -72.160***

#: Mean± standard deviation
*** p<0.001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al status and obesity
unit: frequency(%)

Variable
Economical Status

Total χ2

High Middle Low
Non-obese 160(20.1) 605(75.8) 33(4.1) 798(100.0)

3.9
Obese 177(19.0) 698(74.8) 58(6.2) 933(100.0)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levels of parents and children’s obesity unit: frequency(%)

Father

Variable Under elementary Under middle Under high Under university Total χ2

school graduatuate school graduate school graduate graduate
Postgraduate

Non-obese 8(1.0) 20(2.6) 253(32.4) 391(50.1) 108(13.8) 780(100.0)
13.5**

Obese 17(1.9) 36(4.0) 346(38.3) 389(43.0) 116(12.8) 904(100.0)

Mother

Variable Under elementary Under middle Under high Under university Total χ2

school graduatuate school graduate school graduate graduate
Postgraduate

Non-obese 4(0.5) 31(4.0) 353(45.5) 320(41.2) 68(8.8) 776(100.0)
10.6*

Obese 16(1.8) 49(5.5) 424(47.6) 324(36.4) 78(8.8) 891(100.0)

* p<0.05, ** p<0.01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비만군과 비만군 사이에서 모
두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의 수가 타 연
구보다 많은 것이 한 요인이라고 사료되나 추후 지역별로
규모를 크게 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2. 식사상황

1) 아침식사
비만군과 비비만군간의 아침 식사상황 비교 결과를

<Table 6>에 나타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한다는 비비만군

69.2%, 비만군 65.5%, 1 주일에 2-3회 식사한다는 비비
만군 6.9% 비만군 7.0%, 거의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비비
만군 11.2% 비만군 13.6%로 비비만군과 비만군 사이에 아
침식사 빈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3 정
도의 학생만이 매일 규칙적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다.

인천지역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결식율 조사 결과는
14.0%(Cho 2002), 서울지역 초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
(Shin 등 2004)는 15.0% 다. 전국 초등학생 대상 연구
에서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은 68.9%로 본 연구와 유
사했다(Yi 2004). 삼척지역 중등도 이상 비만초등생 대상
연구(Lee & Kim 2005)에서는 점심과 저녁을 매일 먹는
다는 비율이 각각 82.6%인 반면 56.5%만이 아침식사를
매일 먹고 있었으며, 일주일에 절반 이상 아침을 먹지 않는
학생이 34.7%나 되었다. Yi(2006)는 도시와 농촌 간 지역
별로 초등학생 아침결식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중·고교로 가면서 아침결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인천지역 비만 초등학생 대상 연구(Lee 등 2002)에서 남
학생과 여학생 모두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끼니를 거른다
고 하 으며, 결식 끼니로는 아침결식이 70% 이상으로 현
저히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저녁, 점심의 순이었다. 이와 같
이 아침결식은 비만아와 비비만아, 도시와 농촌 학생 모두
에게서 개선해야 할 식생활의 큰 문제이다.

아침식사의 결식은 균형잡힌 하루 3끼의 식사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큰 문제로 결식율이 높을 수록 식사의 질이 불
량하고 결식이 뒤이은 폭식, 잦은 간식 등이 자주 보고되고
있으며(Lee 등, 2000), 결식 후 과식은 피하지방의 발달
을 촉진하여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Joo
& Park 1998). Park 등(2002)은 제주도 읍 소재 초등학
교와 중학교 대상 연구에서 비만도가 높을수록 결식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유의
한 차이는 아니나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침식
사를 하지 않으면 혈당량이 정상이하로 감소되어 뇌의 기
능이 불균형 상태가 되고 점심시간 전까지 공복을 메우기
위해 간식 등을 과다 섭취할 수 있고, 다음 끼니의 과식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만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Simeon & MaGregor 1989; Lee & Kim 2005). 아침
결식율이 높고 비만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만예방을 위해
서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 확립이 필요하다.

아침 결식 이유는 비비만군과 비만군에서 시간이 없어서
가(각각 48.9%, 49.9%) 가장 많았으나 입맛이 없어서는
각각 40.1%, 35.9%, 소화가 안되어서는 각각 6.3%,
4.4%, 체중감량을 위해서는 각각 0.6%, 3.4%, 맛이 없어
서는 각각 1.6%, 3.1%로 두 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p<0.01). 그러나 Cho 등(2002)의 초등학교 고학
년 대상 연구에서는 아침식사 결식 이유가 입맛이 없어서
(50.0%), 바빠서(25.0%), 늦게 일어나서(18.4%), 체중조
절을 위해서(2.6%) 순이었고, Lee 등(2001)의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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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job and children’s
obesity unit: frequency(%)

Variable 
Mother’s job

Total χ2

Having a job Not having a job
Non-obese 501(61.9) 309(38.1) 810(100.0)

4.4*
Obese 629(66.6) 315(33.4) 933(100.0)

* p<0.05

<Table 6> Conditions related to breakfast between non-obese
and obese children unit: frequency(%)

Variable Items Non-obese Obese χ2

Always eating 563( 69.2) 622( 65.5)
Frequency 4-5times/week 103( 12.7) 132( 13.9)
of having 2-3times/week 56( 6.9) 66( 7.0) 3.4
breakfast Not eating 91( 11.2) 129( 13.6)

Total 813(100.0) 949(100.0)
Lack of time 250( 48.9) 321( 49.9)
Poor appetite 205( 40.1) 231( 35.9)

A reason for Indigestion 32( 6.3) 28( 4.4)
skipping Not prepared 13( 2.5) 21( 3.3) 17.2**
breakfast Not delicious 8( 1.6) 20( 3.1)

For weight loss 3( 0.6) 22( 3.4)
Total 511(100.0) 643(100.0)
Korean style 666( 82.9) 801( 86.1)
Bread & milk 63( 7.8) 63( 6.8)

Type of menu Cereal 28( 3.5) 23( 2.5) 3.7
Others 46( 5.7) 43( 4.6)

803(100.0) 930( 53.7)
Sufficient 25( 3.1) 26( 2.8)
Slightly sufficient 64( 8.1) 139( 15.0)

Intake amounts
Proper 489( 61.5) 559( 60.4)

23.7***
Slightly insufficient 174( 21.9) 168( 18.1)
Insufficient 43( 5.4) 34( 3.7)
Total 795(100.0) 926(100.0)
All of family 279( 34.7) 274( 29.1)

Person with 
A part of family 242( 30.1) 301( 32.0)

whom have 
Brother and(or) sister 180( 22.4) 200( 21.2)

11.9*
breakfast

By himself(herself) 91( 11.3) 141( 15.0)
Others 13( 1.6) 26( 2.8)
Total 805(100.0) 942(100.0)

* p<0.05, ** p<0.01, *** p<0.001



대상 연구에서도 아침식사 결식 이유로 입맛이 없어서가
41.3%로 가장 높았고, 늦잠을 자서가 17.4%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비비만군과 비만군 사이에서 아침 식사내용은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두 군에서 모두 밥과 국 등을 먹는 한식이
85% 내외로 가장 많았고, 간단히 빵과 우유의 형태가 7%
내외 다. 인천시 초등학생 조사에서는 빵식이 11.1%, 시
리얼이 11.9%로 나타나(Chyun 등 1999) 본 연구 대상 학
생들이 빵식이나 시리얼을 먹는 비율이 적었다.

아침 식사량은 주관적 평가이기는 하나 많이 먹는다가
비만군(17.8%)이 비비만군(11.2%)보다 높았으나, 적게 먹
는다는 비율은 비비만군(27.3%)이 비만군(21.8%)보다 높
은 유의한 차이를 타나냈다(p<0.001). 아침식사의 공식성
에서도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가족 전체와 함께 먹
는 비율이 비만군에서(29.1%)에서 비비만군(34.7%)보다
낮았으며, 혼자먹은 비율은 비만군(15.0%)이 비비만군
(11.3%)보다 높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2) 점심식사
점심식사 상황은 <Table 7>에 나타냈다. 급식섭취량은

비비만군에서는 약간 남김(52.0%), 다 먹음(39.2%) 순이
었으나, 비만군에서는 다 먹음(44.8%), 약간 남김(44.0%)
순이었고, 더 가져다 먹는다는 비비만군에서는 3.3% 으
나 비만군에서는 6.9%로 비만군에서 음식 섭취량이 더 많
은 유의한 분포차이를 보 다(p<0.001). 급식 1인분량에
대한 의견은 적당하다가 비비만군 70.8%, 비만군 75.6%
로 가장 많았고, 많다는 의견은 비비만군 17.3%, 비만군
13.5%로 비비만군에서 비만군에서 보다 급식 1인 분량이
많다는 의견이 높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방학 중 점심 식사 섭취빈도에서도 비비만군과 비만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매일 먹는다가 비비만
군 69.6%, 비만군 67.2%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주 2-3
회 이하로 섭취하는 학생도 13-15% 정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아침결식(18.1-20.6%) 보다는 낮으나 우려할 수준
이다. 학기 중 점심은 학교급식에 의하여 규칙적으로 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방학 중
점심식사를 결식하는 이유는 비비만군에서는 늦은 아침식
사가 52.4%, 입맛이 없어서가 32.1%, 식사가 차려지지 않
아서 6.1% 순이었으나, 비만군에서는 늦은 아침식사가
46.4%, 입맛이 없어서가 33.1%, 체중감소를 위해서가
6.6%로 두 군간 점심결식 이유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p<0.01).

3) 저녁식사
저녁식사 상황은 <Table 8>에 나타냈다. 저녁식사 섭취

빈도는 비비만군에서는 매일 먹는다가 89.1%, 1주일에 4-
5회가 8.1% 으나 비만군에서는 매일 먹는다는 77.8%, 1

주일에 4-5회 섭취는 13.5%로 비만군에서 저녁 섭취빈도
가 낮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특히 저녁을
거의 먹지 않는 비율이 비비만군에서는 1.6%에 불과했으
나 비만군에서는 4.9%로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등학생 대상 Yi(2004)의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저녁식사를 하는 학생이 81.1%인 반면 전혀 먹지 않는다
는 학생은 3.6%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저녁결식 이유 역시 비비만군과 비만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저녁결식 이유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입맛이 없어서(비만군 47.3%, 비비만군
34.7%) 다. 그런데 비비만군과 비만군간의 가장 큰 차이
를 보인 저녁결식 이유는 체중감량으로 비비만군에서는
6.3%에 불과했으나 비만군에서는 21.6%로 비만군 저녁
결식 이유 중 두번째로 많았다. 비만 학생들이 체중 감소를
위해 저녁식사를 굶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 식사량
역시 비비만군과 비만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많이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비만군에서 더 많았고, 적
게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만군에서 유의하게 더 많았
다(p<0.001).

저녁식사의 공식성에서도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가족 전체와 함께 먹는 비율이 비만군(44.9%)에서 비비만
군(53.2%)보다 낮았으며, 혼자먹은 비율은 비만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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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ditions related to lunch between non-obese and
obese children unit: frequency(%)

Variable Items Non-obese Obese χ2

Eat all 318( 39.2) 425( 44.8)
Leave slightly 422( 52.0) 417( 44.0)

Intake amounts
Leave almost 33( 4.1) 30( 3.2)

of school lunch
Almost not eating 11( 1.4) 11( 1.2) 20.7***
Eat more than 

27( 3.3) 65( 6.9)regular amounts
Total 811(100.0) 948(100.0)
Sufficient 11( 1.4) 16( 1.7)
Slightly sufficient 128( 15.9) 111( 11.8)

Portion size of proper 571( 70.8) 713( 75.6)
11.1*

school lunch Slightly insufficient 80( 9.9) 95( 10.1)
Insufficient 16( 2.0) 8( 0.8)
Total 806(100.0) 943(100.0)
Always eating 565( 69.6) 634( 67.2)

Frequency of 4-5times/week 145( 17.9) 167( 17.7)
having lunch 2-3times/week 47( 5.8) 57( 6.0) 3.4
during vacation Not eating 55( 6.8) 86( 9.1)

Total 812(100.0) 944(100.0)
Having breakfast late 240( 52.4) 247( 46.4)
Poor appetite 147( 32.1) 176( 33.1)

A reason for Not prepared 28( 6.1) 28( 5.3)
skipping lunch For weigjht loss 7( 1.5) 35( 6.6) 17.3**
during vacation Not delicious 15( 3.3) 21( 3.9)

Indigestion 21( 4.6) 25( 4.7)
Total 458(100.0) 532(100.0)

* p<0.05, ** p<0.01, *** p<0.001



이 비비만군(5.3%)보다 높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5). 식사 공식성에서는 아침과 저녁식사에서 모두
비비만군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비만
학생군에서는 혼자서 또는 아이들끼리만 식사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Lee 등(2001)의 초등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가
족과 함께 식사하는 비율이 15.0%로 매우 저조하 고 특
히 비만군의 경우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25.0%로 높게 나
타났다.

4) 간식 및 식사소요시간
간식섭취 상황을 <Table 9>에 나타냈다. 간식을 거의

먹지 않는 비율은 비비만군에서는 33.9%, 비만군에서는
48.9%로 비만군에서 간식을 거의 먹지 않는 비율이 더 높
았다. 또한 간식을 섭취하는 경우 섭취횟수가 비만군보다
는 비비만군에서 더 높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01). 즉 비비만군에서 간식을 더 자주 섭취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1999)의 초등학생 대상 연구
에서도 비만군보다 정상군에서 간식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지역 중등도 이상 비만 초등생 대상 연구
(Lee & Kim 2005)에서 간식 섭취빈도가 하루에 1번과
일주일에 1번이 각각 2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고,
인천지역 초등생 대상 연구에서는 간식의 빈도는 하루 1-

2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과체중이나 비만군이
정상군이나 저체중군에 비하여 간식을 자주 먹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간식의 종류는 과체중이나 비만에 속하
는 아동의 경우 청량음료나 피자 햄버거를 간식으로 먹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Park & Kim 2000). 이는 학
생들이 비만함에 따라 간식 섭취횟수와 섭취 식품에 향
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경기도 지역 초등 5,6학년생 대상으로 한 Bae 등(2006)
의 연구에서 간식빈도는 1일 1회가 정상아동 39.3%, 비만
아동 44.4%로 가장 높았으며,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다. Jeong 등(2003)은 비만아동이 정상아동
에 비해 간식관련 지식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비만 아
동이 간식과 관련된 지식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와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부터 비만아동
스스로 비만에 대한 우려가 식생활에 반 되어 비만아동
중 일부는 정상아동에 비해 오히려 좋은 간식 습관을 가지
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점심과 저녁식사 소요시간을 <Table 10>에 나타냈다.
예상과는 달리 식사 소요시간에서는 비비만군과 비만군 사
이에 유의한 차이 없이 10-20분 이내가 가장 많았고(비비
만군 54.5%, 비만군 51.0%), 이어서 10분 이내(각각
24.8%, 23.6%)로 식사를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아침식사 시간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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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Frequency of having snacks between non-obese and
obese children unit: frequency(%)

Variable Items Non-obese Obese χ2

Almost not eating 274( 33.9) 459( 48.9)
3-4times/week 244( 30.2) 255( 27.2)

Frequency of once/day 154( 19.1) 142( 15.1) 55.1***
having snacks 2-3times/day 111( 13.7) 75( 8.0)

over 4times/day 25( 3.1) 7( 1.8)
808(100.0) 938(100.0)

*** p<0.001

<Table 10> The time required for meal between non-obese and
obese children unit: frequency(%)

Variable Items Non-obese Obese χ2

less than 10 199(24.8) 218(23.6)
less than 20 438(54.5) 471(51.0)

Lunch(min)
less than 30 142(17.7) 186(20.2) 7.7
less than 40 17(2.1) 37(4.0)

40 and more than 8(1.0) 11(1.2)
Total 804(100.0) 923(100.0)

less than 10 110(13.6) 151(16.0)
less than 20 367(45.4) 436(46.3)

Dinner(min)
less than 30 235(29.1) 253(27.9) 5.2
less than 40 76(9.4) 66(7.0)

40 and more than 20(2.5) 26(2.8)
Total 808(100.0) 942(100.0)

<Table 8> Conditions related to dinner between non-obese and
obese children unit: frequency(%)

Variable Items Non-obese Obese χ2

Always eating 724(  89.1) 737( 77.8)

Frequency of
4-5times/week 66( 8.1) 128( 13.5)

having dinner
2-3times/week 10( 1.2) 36( 3.8) 43.1***
Not eating 13( 1.6) 46( 4.9)
Total 813(100.0) 947(100.0)
Poor appetite 172( 47.3) 173( 34.7)
Lack of time 81( 22.3) 107( 21.4)

A reason for
For weight loss 23( 6.3) 108( 21.6)

skipping dinner
Indigestion 43( 11.8) 50( 10.0) 41.7***
Not prepared 25( 6.9) 36( 7.2)
Not delicious 20( 5.5) 25( 5.0)
Total 364(100.0) 499(100.0)
Sufficient 90( 11.1) 49( 5.2)
Slightly sufficient 187( 23.1) 245( 26.0)

Intake amounts
Proper 448( 55.4) 507( 53.8)

29.6***
Slightly insufficient 76( 9.4) 119( 12.6)
Insufficient 8( 1.0) 22( 2.3)
Total 809(100.0) 942(100.0)
All of family 430( 53.2) 426( 44.9)

Person with 
A part of family 290( 35.9) 341( 36.0)

whom have 
Brother and(or) sister 33( 4.1) 73( 7.7)

27.9***
dinner

By himself(herself) 43( 5.3) 95( 10.0)
Others 12( 1.5) 13( 1.4)
Total 808(100.0) 948(100.0)

*** p<0.001



13.7분(Cho 등 2002), 인천지역 비만 초등학생 대상 연구
에서는 식사속도가 10-20분이 55.0%로 가장 많았고(Lee
등 2002), 삼척지역 중등도 이상 비만초등생 대상 연구
(Lee & Kim 2005)에서는 10-20분 소요가 47.8%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10분 소요가 30.4%를 차지하
여 82.5%의 대상자가 20분 이내에 식사를 끝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비만캠프에 참여한 초등 고학년 비만아
대상 Her 등(1999)의 연구에서 식사속도가 15-25분이
34.5%로 가장 많아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경기도 지역 초등 5,6학년생 대상으로 한 Bae 등
(2006)의 연구에서 10-20분 소요가 정상아동과 비만아동
에서 각각 57.3%, 63.4%로 가장 많았고, 두 군간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Kim 등(1993)은 비만할수록 식사속도가 빠르고 식사시
간이 짧았으며, 식사속도가 빠르고 식사시간이 짧을수록 1
일 섭취열량이 높고 과식하기 쉬운 경향을 가지므로 빠른
식사속도는 비만을 가중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식행동으
로 사료된다고 하 으며, Kim 등 (2002)도 초등학생의 식
습관 중 식사속도와 과식여부가 비만 정도와 관련이 있다
고 하 다. 따라서 비만 아동이든 비비만 아동이든 양교
육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식사하는 것이 음식물의 소화
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과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Lee & Kim 2005).

3. 음식 기호도 및 섭취정도

1) 음식 기호도
13개 음식에 대한 기호도를 <Table 11>에 제시했다. 평

균 기호도는 3점 만점에 비비만군 2.38±0.23점, 비만군
2.35±0.22점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두 군
에서 모두 평균 이상의 기호도를 나타낸 음식은 과일 및 쥬

스류, 육류 및 육가공품, 라면류, 김치류, 해조류 으며,
비비만군에서는 이외에 과자와 빵류, 비만군에서는 우유
및 유제품이 포함되었다. 패스트푸드류(p<0.05), 과일 및
쥬스류(p<0.001), 단 음식(p<0.01), 과자 및 빵류
(p<0.001)는 비비만군에서 비만군보다 기호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우유 및 유제품은 비만군에서 비비만군보다 유의
하게 기호도가 높았으며, 튀김류 및 볶음류, 채소 및 나물
류, 김치류, 해조류, 육류 및 육가공식품, 청량음료, 라면
류에 대한 기호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음식 섭취정도
13개 음식에 대한 섭취정도를 <Table 11>에 제시했다.

평균 섭취정도는 비비만군 2.11± 0.35점, 비만군 2.04±
0.37점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두 군에서 모
두 평균 이상의 섭취정도를 나타낸 음식은 채소나 나물류,
김치류, 해조류, 과일 및 쥬스류, 우유 및 유제품, 라면류
으며, 이외에 비비만군에서 육류및 육가공품과 과자 및

빵류가 포함되었다. 패스트푸드류(p<0.001), 육류 및 육가
공품(p<0.001), 과일 및 쥬스류(p<0.001), 단 음식
(p<0.05), 과자 및 빵류(p<0.001), 라면류(p<0.001)는 비
비만군에서 비만군보다 섭취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
는 과일 및 쥬스류를 제외한다면 비만할수록 열량이 높은
이들 식품을 스스로 금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다. 반면에 튀김류 및 볶음류, 채소 및 나물류, 김치류, 청
량음료,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섭취정도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Kim(2005)은 초등 학교 비만아동 대상 체중조절 프로
그램 후 육류 음식을 좋아하여 거의 매일 먹는다에서 주
2-3회로 먹거나 먹어도 소량 먹는다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고 보고했고, Lee 등(2002) 역시 비만 초등학생 대상 연
구에서 비만학생이 비만임을 인식하고 과일과 채소류의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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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egree of food preference and degree of food Intake between non-obese and obese children

Items
Food preference Food Intake

Non-obese Obese T-value Non-obese Obese T-value
Fast foods 2.36±0.64 2.29±0.67 2.3* 1.52±0.55 1.40±0.54 4.8***
Fried foods 2.35±0.66 2.32±0.65 1.0 1.67±0.58 1.62±0.58 1.8
Vegetables 2.19±0.65 2.24±0.64 -1.6 2.40±0.68 2.42±0.67 -0.5
Kimches 2.61±0.60 2.62±0.64 0.6 2.70±0.56 2.68±0.57 0.8
Seaweeds 2.42±0.67 2.48±0.67 -1.9 2.31±0.67 2.36±0.68 -1.5
Meat & meat products 2.55±0.57 2.53±0.56 0.8 2.15±0.59 1.99±0.61 5.7***
Fruits & Juices 2.86±0.38 2.74±0.48 5.5*** 2.59±0.59 2.39±0.66 6.6***
Soft drinks 2.20±0.72 2.18±0.73 0.5 1.77±0.70 1.75±0.69 0.6
Milk & dairy products 2.25±0.77 2.38±0.73 -3.6*** 2.16±0.78 2.23±0.76 -2.0
Hot & salty foods 2.06±0.76 2.02±0.76 1.0 1.95±0.70 1.89±0.69 1.8
Sweets 2.08±0.72 1.98±0.70 3.2** 1.85±0.65 1.77±0.65 2.5*
Cakes & cookies 2.47±0.64 2.31±0.67 5.3*** 2.13±0.69 1.90±0.65 7.3***
Ramyeon 2.48±0.64 2.43±0.66 1.3 2.21±0.68 2.08±0.70 3.9***

* p<0.05,  ** p<0.01,  *** p<0.001



취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Her 등(1999)은 의식
적인 조절과 엄격한 조절에서 고도비만이 경도비만보다 유
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오히려 바람직한 식행동을
보여주었고 이는 고도비만의 경우 의식적으로 식습관 조절
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3) 음식 기호도와 섭취정도와의 격자도
비비만군과 비만군 각각에서의 13개 음식에 대한 기호

도와 섭취정도와의 격자도를 <Figure 1>에 나타냈다. 13
개 음식에 대한 평균 기호도는 2.36± 0.22점, 평균 섭취
정도는 2.07± 0.35점이었다.

기호도와 섭취정도가 모두 높은 음식은 두 군에서 김치
류, 해조류, 과일 및 쥬스류가 공통이었고, 이외 비비만군
에서는 육류 및 육가공품, 과자 및 빵류, 라면류가 포함되
었고 비만군에서는 우유 및 유제품이 포함되었다. 기호도
는 높으나 섭취정도가 낮은 음식은 비비만군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음식이 없었으나 비만군에서 육류 및 육가공품과
라면류가 포함되었다. 기호도는 낮으나 섭취정도가 높은
음식은 두군에서 모두 채소 및 나물류 고 이외 비비만군
에서 우유 및 유제품이 포함되었다. 기호도도 낮고 섭취정

도도 낮은 음식은 두군에서 모두 청량음료, 맵고 짠 음식,
단음식이 공통이었으며, 이외 비만군에서 패스트식품류,
튀김류와 볶음류, 과자 및 빵류가 포함되었다.

IV. 요약 및 결론

16개 교육구청별로 12개교 씩 총 192개교의 5, 6학년
초등학생를 대상으로 2005년 8월30일부터 9월 9일까지
각 초등학교에서 비만학생 5명, 비비만 학생 5명씩으로 총
1,920명을 대상으로 식사상황과 13개 음식에 대한 기호도
및 섭취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1,767부가
회수(비비만 학생이 815명, 비만학생이 952명)되어 분석
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장은 비비만군 151.0±12.5㎝, 비만군 151.2±
12.3㎝로 비만군과 비비만만 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만군(6.2%)에서 비비만군(4.1%)에 비해 경제적
으로 어려운 학생이 많은 경향은 보 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반면에 부모의 학력과는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
내 비만군에서 학력이 낮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비비만
군(61.9%)보다 비만군(66.6%)에서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많았다(p<0.05).

2. 매일 아침 식사를 한다는 비비만군 69.2%, 비만군
65.5% 으며, 거의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비비만군
11.2% 비만군 13.6%로 비비만군과 비만군 사이에 아침식
사 빈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침 결식 이유는
두 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비비만
군과 비만군 사이에서 아침 식사내용은 유의한 차이가 없
이 두 군에서 모두 밥과 국 등을 먹는 한식이 85% 내외로
가장 많았다. 점심급식 섭취빈도에는 비비만군과 비만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방학 중 점심 식사 섭취빈도에
서도 비비만군과 비만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주 2-3회 이하로 섭취하는 학생도 13-15% 정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아침결식(18.1-20.6%) 보다는 낮으나 우려
할 만한 수준이다. 저녁식사 섭취빈도는 매일 먹는다가 비
비만군 89.1%, 비만군 77.8%로 비만군에서 저녁 섭취빈
도가 낮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특히 저녁을
거의 먹지 않는 비율이 비비만군에서는 1.6%에 불과했으
나 비만군에서는 4.9%로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결식 이유 역시 비비만군과 비만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p<0.001),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저녁결식
이유는 체중감량으로 비비만군에서는 6.3%에 불과했으나
비만군에서는 21.6%로 비만 학생들이 체중 감소를 위해
저녁식사를 굶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 공식성에서
는 아침과 저녁식사에서 모두 비비만군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비만 학생군에서는 혼자서 또는
아이들끼리만 식사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간식을 거의 먹
지 않는 비율은 비만군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또한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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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obese ▲ obese
1,14 Fast foods 8,21 Soft drinks
2,15 Fried foods 9,22 Milk & dairy products
3,16 Vegetables 10,23 Hot & salty foods
4,17 Kimches 11,24 Sweets
5,18 Seaweeds 12,25 Cakes & cookies
6,19 Meat & meat products 13,26 Ramyeon
7,20 Fruits & Juices

<Figure 1> Comparative grid between food preference and food
Intake by obesity.



을 섭취하는 경우 섭취횟수가 비만군보다는 비비만군에서
더 높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이는 학생들이
비만함에 따라 간식섭취에 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예
상과는 달리 식사 소요시간에서는 비비만군과 비만군 사이
에 유의한 차이 없이 10-20분 이내가 가장 많았고(비비만
군 54.5%, 비만군 51.0%), 이어서 10분 이내(각각
24.8%, 23.6%)로 식사를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패스트푸드류(p<0.05), 과일 및 쥬스류(p<0.001),
단 음식(p<0.01), 과자 및 빵류(p<0.001)는 비비만군에서
비만군보다 기호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우유 및 유제품은
비만군에서 비비만군보다 유의하게 기호도가 높았다. 패스
트푸드류(p<0.001), 육류 및 육가공품(p<0.001), 과일 및
쥬스류(p<0.001), 단 음식(p<0.05), 과자 및 빵류
(p<0.001), 라면류(p<0.001)는 비비만군에서 비만군보다
섭취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기호도와 섭취정도가 모두
높은 음식은 두 군에서 김치류, 해조류, 과일 및 쥬스류가
공통이었고, 이외 비비만군에서는 육류 및 육가공품, 과자
및 빵류, 라면류가 포함되었고 비만군에서는 우유 및 유제
품이 포함되었다. 기호도는 높으나 섭취정도가 낮은 음식
은 비만군에서 육류 및 육가공품과 라면류가 포함되었다.
기호도는 낮으나 섭취정도가 높은 음식은 두군에서 모두
채소 및 나물류 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비만군과 비만군 간의
식사상황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비만교육 프로그램이 개
발되어야한다. 그리고 비비만아와 비만아 모두 아침결식,
빠른 식사속도 등 식행동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비만여부에
상관없이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는 식생활교육이 필
요하다. 비만아동은 비만에 대한 우려가 식생활에 반 되
어 튀김 등 열량이 많이 나는 음식들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비비만 아동이 오히여 바람직하지 않은 식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 비만이 아니더라도 향후 비만이 될 소
지가 있으므로 비비만 학생 대상으로도 비만예방을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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