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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needs of nutrition education based on analysis of the eating hab-
its and nutrition knowledg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536 students (boys= 
216, girls=320) using a questionnaire. The average number of meals consumed was three (67.5%) and 58.0% 
of students reported having breakfast. Concerning the nutritional knowledge, students showed the highest score 
(girls, 0.90±0.03 and boys 0.82±0.04) for items describing the proper diet plan for obesity. Additionally, nutri-
tional knowledg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ietary habits. Regarding the necessity for nu-
trition education, high response rates for “For normal growth of students (44.8%)” and “Help to select proper 
food and choose safe food (24.0%)” were observed.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consist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is required under the institutional support by the school to improve students’ percep-
tion regarding nutrition and to develop effective nutri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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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 정신적으로 성장이 활발하고 

식사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바람직한 

식습관 및 균형 잡힌 영양소의 섭취를 통하여 바람

직한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도모

함이 중요하다(Sturdevant & Spear 2002). 청소년기의 

식습관 및 영양상태는 이 시기의 건강뿐 아니라 장

차 성인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기의 

올바른 식습관과 적절한 영양섭취는 매우 중요하다

(Lifshitz 등 1993; Spea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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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잦은 결식, 빈약한 아침식

사, 식사시간의 불규칙, 과도한 학업과 진로문제에 

대한 중압감 등에 따른 영양 불균형 등 각종 식생

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가공식품과 인스턴트식

품의 범람, 대중매체를 통한 가공 식품의 잘못된 홍

보가 불규칙한 식사와 부적당한 간식의 선택 등 잘

못된 식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Yon 등 2008; Jeong 
& Kim 2009). 특히 하루 중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

간이 대부분인 중 ․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급식과 외

식 등 가정 밖 식생활 비중이 커지면서 학생 스스

로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방법과 기술을 익

혀야 할 필요가 커졌지만 가정에서의 식생활교육이 

어려워 체계적인 교육을 접하지 못한 채 기호 위주

의 식생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Yang 등 2003; 
Yoo & Park 2003).

따라서 청소년기 학생들의 식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가 

익힐 수 있는 식생활 영위방법과 기술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영양교육은 영양에 관한 지식을 바르

게 이해시켜서 개인의 식생활에 관한 의욕과 관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식생활 행동으로 실천될 때 비로

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일련의 지식(Knowledge)- 
태도(Attitude)-실천(Practice) 과정이다(Yang 등 1993).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영양교사를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과거 학교급식을 통한 영양교육을 효율적

으로 시행하기 위한 터를 잡고 제도적인 기반이 마

련되었으므로(교육인적자원부 2007), 영양교사에 의

해 학교 현장에서 학교급식을 통한 식생활지도 및 

영양교육이 병행된다면 가장 효율적인 청소년의 건

강 증진이 이루어질 것이고 영양교육의 효과도 극

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Jeong(2007)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급식이 영양교

육의 일환으로 정착되기 어려운 이유로 ‘제도적 여

건의 부족’을 제시하였으며, 영양교육을 실시할 경

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표준화된 프로그램

의 부재’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영양교육의 실태와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영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

초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영양교육 관련 연구들은 미취학 아

동 및 초등학생에만 집중되어 수행되었고(Bae 등 

2005; Park 등 2006; Shin 등 2006), 중학생을 위한 

영양교육은 정규교과 과정 중의 일부로만 다루어졌

을 뿐 중학생의 학습수준 및 행동 특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지지는 않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영양교사로서 어떻게 영양교육을 하는 것이 바

람직한지, 중학교 학생들은 어떠한 식습관과 영양지

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형태의 영양교육을 받기

를 원하는지, 또한 영양교육의 담당자는 누구라고 

인식하며 영양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어떠한지를 파

악하고 향후 영양교사의 체계적인 영양교육 실시를 

위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요구도를 조사함으로써 

학교급식의 목적에 맞는 영양교사의 역할수행을 위

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조사의 대상자는 경기도 김포 지역에 소재한 

1개 중학교의 학생 536명이었다. 설문조사는 2008년 

3월에 실시하였으며, 연구자가 조사내용과 주의사항

을 설명한 후 학생들이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학생 600명에게 배부된 후 회수된 563부의 

자료 중 불성실하게 답하였거나 미완성된 설문지 27
부를 제외한 536부(1학년; 302명, 2학년; 234명)를 통

계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사항, 식습관 및 식생활사

항, 영양지식 및 영양교육 요구도 등을 파악하기 위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사항으로는 

성별, 신장, 체중을 자가기입식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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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Sex
 Boys 216 (40.3)

 Girls 320 (59.7)

Grade
 1st grade 302 (56.3)

 2nd grade 234 (43.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대상자의 식습관 및 식생활 사항과 영양교육 요

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Jin 2001; Eom 등 

2005)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 ․ 보완하였으며, 영양

지식 조사문항은 중학교 가정교과의 청소년 식생활 

분야 및 기출문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48문항으로 일반적 사항 2문항, 식습관 및 식생

활 조사 19문항, 영양지식 조사 20문항, 영양교육 요

구도 조사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영양지식 문항의 

점수화 기준은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

여 점수화하였다.

3. 통계처리

조사를 통해 얻어진 모든 결과는 SPSS(versio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값을 사용하여 각 

영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요인

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식습관 및 식생활

습관에 대한 신뢰계수는 0.713, 영양지식에 대한 신

뢰계수는 0.745로 모든 문항에서 0.7 이상으로 나타

났다.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

여 빈도분석을 통해 백분율을 구하였다. 성별에 따

른 영양지식 평균치의 비교는 t-test를, 식습관 및 생

활습관, 영양교육 요구도 변수들 간의 연관성 분석

은 χ2-test를 통하여 α=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

하였다. 또한 영양지식이 식습관 및 식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α=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 과

1. 일반사항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사항에 대한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전체 학생 중 남학생의 비율은 40.3%, 여

학생의 비율은 59.7%로 나타났으며, 1학년은 56.3%, 

2학년은 43.7%의 비율이었다.

2. 식습관 및 생활습관에 대한 인지 정도

연구대상자들의 식습관 및 생활습관에 대한 인지 

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건강을 

위하여 영양에 관해 알고 있는 지식을 실천하고 있

는 정도에 대해 전체 학생의 64.7%가 ‘때때로’라고 

답하였으며,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이 21.7%로 나타

났다. 또한 식사가 본인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생

각하는 정도에 대해 전체 학생의 52.2%가 ‘때때로’
라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응답은 

‘자주 그렇다’(33.5%)로 나타났다. 매일의 생활에서 

학교생활, 운동, 휴식, 식사 등의 생활이 균형이 잡

혀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학

생의 53.1%가 ‘때때로’라고 답하였으며, 성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주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에서 남학

생은 21.5%로 여학생의 15.5%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또한 본인의 식습관이 올바

르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 ‘때때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학생의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인 항목은 ‘아니다’ 
(26.0%)로 나타났다.

3. 식사습관 및 생활습관

연구대상자들의 식사습관 및 생활습관에 대해 분

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평상시 식생활에서 가

족 혹은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정도에 대해 살펴

보면 전체 학생의 68.7%가 ‘예’라고 응답했으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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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oys Girls Total Significance

Do you practice your knowledge about nutrition for your 
  health?

Often  33 (15.3)  39 (12.4)  72 (13.6)
χ2=1.073
p=0.585Occasionally 139 (64.3) 204 (65.0) 343 (64.7)

Never  44 (20.4)  71 (22.6) 115 (21.7)

Is your meal helping you be healthy?

Often  80 (37.0)  98 (31.1) 178 (33.5)
χ2=5.702
p=0.058Occasionally 114 (52.8) 163 (51.8) 277 (52.2)

Never  22 (10.2)  54 (17.1)  76 (14.3)

In your daily life, is your school life, exercise, rest and meal 
  well balanced?

Often  46 (21.5)  49 (15.5)  95 (18.0)
χ2=9.315

  p=0.009**Occasionally 121 (56.5) 160 (50.8) 281 (53.1)

Never  47 (22.0) 106 (33.7) 153 (28.9)

Do you have a healthy eating habit?

Often  29 (13.6)  59 (18.5)  88 (16.5)
χ2=2.413
p=0.299Occasionally 129 (60.6) 177 (55.5) 306 (57.5)

Never  55 (25.8)  83 (26.0) 138 (26.0)

**p＜0.01

Table 2. The thought of their eating habits and life styles of the subjects.
N (%)

Variables Boys Girls Total Significance

Do you usually eat with your family or/and friends?

Yes 130 (60.5) 232 (74.4) 362 (68.7)
χ

2=11.460
p=0.003**Sometimes  70 (32.5)  65 (20.8) 135 (25.6)

No  15 ( 7.0)  15 ( 4.8)  30 ( 5.7)

How many times do you usually have a meal throughout a 
  day?

3 times/day 148 (68.8) 211 (66.6) 359 (67.5)

χ2=2.137
p=0.545

2 times/day  49 (22.8)  67 (21.1) 116 (21.8)

1 times/day   2 ( 0.9)   5 ( 1.6)   7 ( 1.3)

Irregular  16 ( 7.4)  34 (10.7)  50 ( 9.4)

Do you usually have meals at regular times?

Yes  54 (25.0)  95 (30.0) 149 (28.0)
χ2=1.617
p=0.446Sometimes  90 (41.7) 121 (38.1) 211 (39.5)

No  72 (33.3) 101 (31.9) 173 (32.5)

Do you usually have breakfast?

Yes 121 (56.0) 188 (59.3) 309 (58.0)
χ2=5.589
p=0.061Sometimes  57 (26.4)  58 (18.3) 115 (21.5)

No  38 (17.6)  71 (22.4) 109 (20.5)

Do you eat too much?

Yes  17 ( 7.9)  23 ( 7.3)  40 ( 7.5)
χ2=0.225
p=0.894Sometimes  80 (37.0) 113 (35.6) 193 (36.2)

No 119 (55.1) 181 (57.1) 300 (56.3)

Do you have unbalanced diet?

Yes  53 (24.5)  83 (26.2) 136 (25.5)
χ2=3.330
p=0.189Sometimes 103 (47.7) 127 (40.1) 230 (43.2)

No  60 (27.8) 107 (33.7) 167 (31.3)

Is exercise done regularly?

Yes  52 (24.4)  37 (11.6)  89 (16.7)
χ2=26.843

p=0.0001***Sometimes 102 (47.9) 130 (40.8) 232 (43.6)

No  59 (27.7) 152 (47.6) 211 (39.7)

**p＜0.01, ***p＜0.001

Table 3. Meal habits and lifestyle of the subjects.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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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oys Girls Total Significance

I have fruits before or after meal

Yes  85 (39.4) 162 (51.1) 247 (46.3)
χ2=7.661
p=0.022*Sometimes  94 (43.5) 117 (36.9) 211 (39.6)

No  37 (17.1)  38 (12.0)  75 (14.1)

I have meal which used seasonal fruits

Yes  56 (26.3)  96 (30.1) 152 (28.5)
χ2=2.730
p=0.255Sometimes 120 (56.3) 183 (57.4) 303 (57.0)

No  37 (17.4)  40 (12.5)  77 (14.5)

I try to avoid instant food, fast food, processed food, partly- 
  processed food

Yes  48 (22.4)  87 (27.4) 135 (25.4)
χ2=3.012
p=0.222Sometimes 111 (51.9) 167 (52.5) 278 (52.2)

No  55 (25.7)  64 (20.1) 119 (22.4)

I frequently eat sweet snacks such as biscuit, ice-cream, 
  chocolate

Yes  46 (21.5)  84 (26.5) 130 (24.5)
χ2=1.884
p=0.390Sometimes 113 (52.8) 161 (50.8) 274 (51.6)

No  55 (25.7)  72 (22.7) 127 (23.9)

I always eat foods which contain fiber during meal

Yes  55 (25.7) 108 (34.0) 163 (30.6)
χ2=5.838
p=0.054Sometimes 128 (59.8) 157 (49.4) 285 (53.6)

No  31 (14.5)  53 (16.6)  84 (15.8)

I always eat foods which contain protein during meal

Yes 109 (51.2) 153 (48.1) 262 (49.3)
χ2=1.497
p=0.473Sometimes  96 (45.0) 146 (45.9) 242 (45.6)

No   8 ( 3.8)  19 ( 6.0)  27 ( 5.1)

I frequently eat foods which used much oil, during meal

Yes  24 (11.2)  31 ( 9.7)  55 (10.3)
χ2=1.616
p=0.446Sometimes 113 (52.8) 156 (48.9) 269 (50.5)

No  77 (36.0) 132 (41.4) 209 (39.2)

I frequently eat milk and dairy foods 

Yes  96 (45.1) 131 (41.1) 227 (42.7)
χ2=0.848
p=0.654Sometimes  84 (39.4) 136 (42.6) 220 (41.3)

No  33 (15.5)  52 (16.3)  85 (16.0)

*p＜0.05

Table 4. Food intake habits of the subjects.
N (%)

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

학생(60.5%)에 비해 여학생(74.4%)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또한 평상시 평균적인 식사 

횟수에 대한 응답의 경우 1일 3번 식사한다고 응답

한 비율이 전체 학생의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불규칙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 학생

의 9.4%를 차지하였다. 식사 시각의 일정성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체 학생의 28.0%가 ‘일정하다’라고 답

한 반면, ‘때때로 다르다’는 39.5%, ‘일정하지 않다’는 

32.5%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를 매일 먹느냐는 문항에

서는 전체 학생의 58.0%가 ‘예’라고 응답했으며, 성

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과식 여부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체 학생의 7.5%만이 ‘예’라고 답하였으

며, ‘때때로 과식한다’는 36.2%, ‘아니오’는 56.3%로 
나타났다. 또한 편식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25.5%가 ‘편식한다’라고 답하였으며 ‘때때로 

편식한다’는 43.2%, ‘아니오’는 31.3%로 나타났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체 

학생의 43.6%가 ‘때때로 규칙적이다’라고 응답하였

으며, 전체 학생의 16.7%만이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라고 답하였다. 또한 성별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학

생의 경우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이 24.4%로 여학생의 11.6%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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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 섭취 습관

연구대상자들의 식품 섭취 습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식사 전후나 간식으로 과일

을 섭취하는 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

의 46.3%가 ‘예’라고 답하였으며, 성별 유의한 차이

를 보여 ‘예’라고 답한 비율이 남학생의 39.4%에 비

해 여학생(51.1%)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0.05). 계절식품을 이용한 식사를 하는 정도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체의 57.0%가 ‘때때로 그렇다’라고 응

답하였으며, ‘그렇다’라는 응답이 28.5%로 그 다음으

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인스턴트 식품 및 가공식품 

등의 섭취를 피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학생의 52.2%
가 ‘때때로 그렇다’라고 답하였으며, 과자, 초콜릿 

등 당 함유 간식을 자주 섭취하는 정도에 대한 문

항에서는 전체 학생의 51.6%가 ‘때때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섬유소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빈도에 대한 응답에서는 ‘거의 섭취한다’가 30.6%, 
‘때때로 그렇다’가 53.6%로 나타났다. 식사시 단백질 

식품과 지방 식품을 섭취하는 빈도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식사시 단백질 식품을 ‘거의 매번 섭

취한다’고 답한 비율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지방 식품의 경우 ‘때때로 섭취한다’가 50.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

빈도에서는 전체 학생의 42.7%가 ‘자주 먹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5. 영양지식

연구대상자의 영양지식에 대해 열량, 영양소의 기

능, 영양소의 급원식품 및 기타로 나누어 총 20가지 

항목에 대해 오답을 0점, 정답을 1점으로 처리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열량과 관련하여 영

양소의 이상적인 섭취 비율, 식품의 열량, 열량 급

원으로써 단백질의 인식, 13∼15세 남녀 학생의 1일 

필요 열량 등을 조사하였으며, 남학생(0.17점)과 여

학생(0.15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13

∼15세 남학생의 1일 필요 열량’이었다. 또한 영양

소의 기능과 관련하여 지방, 신체를 구성하고 이는 

영양소, 칼슘, 나트륨 및 수분의 기능에 대해 질문

한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남학생(0.20
점)과 여학생(0.22점)에서 모두 ‘나트륨의 기능’이었

다. 영양소의 급원식품에 대해 탄수화물, 철의 급원

식품, 몇몇 영양소의 주요 급원식품 및 식품 구성탑

의 구성 식품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장 낮은 점수

를 보인 항목은 남학생(0.40점)과 여학생(0.40점)에서 

모두 ‘탄수화물의 급원 식품’으로 나타났으며, ‘철의 

급원식품’ 및 ‘몇몇 영양소의 주요 급원식품’에서는 

여학생에서 남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p＜0.05, p＜0.05). 기타 항목에서 건강과 영양에 

대한 문항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0.28점)과 여학생

(0.25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조리방

법에 따른 영양소의 변화’였으며, ‘비만을 위한 식사

요법’, ‘균형잡힌 식사를 위한 식습관’ 및 ‘청소년기

의 올바른 식습관’의 항목에서는 성별 유의한 차이

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1, p＜0.001, p＜0.001).

6. 영양지식이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영양지식이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영양지식이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살펴보면 F값은 0.720으로 유의수준 p＜ 

0.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영양교육 요구도

연구대상자들의 영양교육 요구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Table 7과 같으며,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

해 전체 대상자의 61.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영양교

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전체 학생에서 ‘적절한 성

장을 위해’(44.8%), ‘올바른 식품선택’(24.0%), ‘올바

른 식습관과 식사예절을 익히기 위해’(14.9%), ‘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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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oys Girls t-value p-value

Energy

  Which is the correct intake ratio for the nutrient which makes energy? 0.42±0.051),2) 0.43±0.05 －0.303 0.762

  Which food has the most energy when same amount is taken? 0.54±0.05 0.51±0.05   0.745 0.457

  Which nutrient has 4 kcal/g energy content when you don’t have enough energy due 
to insufficient intake of carbohydrates and fats? 0.57±0.05 0.60±0.05 －0.629 0.529

  How much energy and protein does a 13∼15 boy need throughout a day? 0.17±0.04 0.15±0.04   0.459 0.647

  How much energy and protein does a 13∼15 girl need throughout a day? 0.37±0.05 0.31±0.05   1.284 0.200

Function of nutrients

  Among the energy nutrients, which one has an energy content of 9 kcal/g, protects 
the internal organs, and helps you with the absorption and delivery of fat-soluble 
vitamins?

0.62±0.05 0.57±0.05   1.208 0.228

  Which is correctly matched with the nutrients which compose the body? 0.45±0.05 0.45±0.05   0.042 0.966

  Which nutrient is the main component of bone and teeth, and especially important for 
teenagers? 0.76±0.04 0.82±0.04 －1.643 0.082

  Which mineral controls water content in your body? 0.20±0.04 0.22±0.04 －0.465 0.642

  Which nutrient occupies 2/3 of our body, delivers nutrients, excrete waste and control 
your temperature? 0.74±0.04 0.77±0.04 －0.612 0.541

Food sources of nutrients

  Which one is not a dietary source of carbohydrate? 0.40±0.05 0.40±0.05 －0.020 0.984

  Which food holds the nutrient for teenagers with anemia? 0.47±0.05 0.56±0.05 －1.982 0.048*

  Which nutrient is correctly matched with its dietary source? 0.44±0.05 0.53±0.05 －2.000 0.046*

  The following are the food at the 4th floor of the food pyramid. What is 
   the main nutrient? 0.58±0.05 0.66±0.05 －1.931 0.054

Others

  The following explanation is about the relation between nutrition and food. 
 Which one is correct? 0.82±0.04 0.88±0.03 －1.863 0.063

  Which one is a proper dietary therapy for obesity? 0.82±0.04 0.90±0.03 －2.831 0.005**

  Choose all which is a proper diet plan for a balance meal. 0.70±0.05 0.83±0.04 －3.317 0.001***

  Which is not a proper eating habit of a teenager? 0.71±0.05 0.85±0.04 －3.606 0.000***

  Which way of cooking has the biggest loss of water-soluble nutrients? 0.28±0.05 0.25±0.04   0.526 0.599

  Which nutrient digests better when it is cooked using oil, such as roasting, frying, 
and griddling? 0.40±0.05 0.42±0.05 －0.453 0.651

1) Mean±SD
2) Correct answer; 1 score, Wrong answer 0 score
*p＜0.05, **p＜0.01, ***p＜0.001

Table 5. Nutrition knowledge of the subjects.

교정을 위해’(7.2%), ‘식품 및 영양소에 대한 지식 

획득을 위해’(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한 교육 담당자로서 

전체 학생의 65.2%가 ‘영양교사’로 답했으며, ‘보건교

사’, ‘외부강사’, ‘담임교사’, ‘체육교사’의 순으로 나

타났다. 또한 성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의 경

우 영양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한 교육 담당자로서 

‘외부강사’라고 응답한 비율(11.8%)이 남학생(7.4%)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영양교육

을 실시하는데 적절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 ‘1달에 1
번’이 전체 학생의 27.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였으며, ‘1달에 2번’(20.0%), ‘1학기에 1번’(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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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B Standard 

error β

Constant 2.010 0.105 19.141***

Nutrition 
  knowledge 0.057 0.068 0.037  0.848

R2=0.001, F=0.720
***p＜0.001

Table 6. Analysis on influence that nutrition knowledge have 
on eating habits.

Boys Girls Total Significance

Necessity of nutrition education
χ2=0.105
p=0.746  Needed 128 (62.1) 187 (60.7) 315 (61.3)

  Never needed  78 (37.9) 121 (39.3) 199 (38.7)

The reason that necessity

χ
2=4.029

p=0.402

  Normal growth of students  55 (44.3)  83 (45.1) 138 (44.8)

  Help to select proper food and choose safe food  25 (20.2)  49 (26.6)  74 (24.0)

  For establishing proper eating habits and dining etiquette  24 (19.3)  22 (12.0)  46 (14.9)

  Correcting for unbalanced diet   9 ( 7.3)  13 ( 7.1)  22 ( 7.2)

  Acquiring the knowledge of nutrients and foods  11 ( 8.9)  17 ( 9.2)  28 ( 9.1)

Persons who should teach nutrition education

χ
2=10.382*
p=0.034

  Nutrition teacher 134 (65.7) 197 (64.8) 331 (65.2)

  Health care teacher  28 (13.7)  40 (13.2)  68 (13.4)

  Physical education teacher  15 ( 7.3)   7 ( 2.3)  22 ( 4.3)

  Charge teacher  12 ( 5.9)  24 ( 7.9)  36 ( 7.1)

  Tutor from outside  15 ( 7.4)  36 (11.8)  51 (10.0)

Frequency wanted to learn nutrition education

χ
2=0.881

p=0.927

  1 time/week  40 (20.0)  52 (17.3)  92 (18.3)

  2 times/month  39 (19.5)  61 (20.3) 100 (20.0)

  1 time/month  56 (28.0)  82 (27.2) 138 (27.5)

  1 time/semester  36 (18.0)  61 (20.3)  97 (19.4)

  1 time/grade  29 (14.5)  45 (14.9)  74 (14.8)

Effective methods of nutrition education

χ
2=9.691

p=0.084

  Instruction or lecture  47 (23.5)  43 (14.3)  90 (18.0)

  Playing a role play or situation play  30 (15.0)  43 (14.3)  73 (14.6)

  Living teaching go side by side with practice 104 (52.0) 193 (64.4) 297 (59.4)

  Nutrition counseling  11 ( 5.5)  12 ( 4.0)  23 ( 4.6)

  School broad casting   8 ( 4.0)   9 ( 3.0)  17 ( 3.4)

*p＜0.05

Table 7. Necessity and direction of nutrition education of the subjects.
N (%)

‘1주에 1번’(18.3%), ‘1학년에 1번’(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육 수업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생각

되는 수업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에서 

‘조리 실습’이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의 

및 수업’ 18.0%, ‘역할극 및 상황극’ 14.6%, ‘영양상

담’ 4.6%, ‘교내 방송’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영양교육의 방법 및 영양교육 내용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영양교육 방법 중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는 ‘조리실습’이라는 



J Korean Diet Assoc 16(2):133-145, 2010 | 141

Total

The method of nutrition education which brings interest

  Formal study hour  148 (27.6)*

  Running a nutrition counsuling center   99 (18.5)

  Camping program for overweight people  183 (34.1)

  Correcting  112 (20.9)

  Broadcasting education  153 (28.5)

  Making a newspaper of meal service  126 (23.5)

  Actual cooking practice  379 (70.7)

  Weekly reading material   45 ( 8.4)

  Club activity  154 (28.7)

Most interest part within contents of nutrition education

  Appropriate eating habit and dining etiquette  185 (34.5)

  Various eating culture  209 (39.0)

  Making a menu and balanced meal  194 (36.2)

  Sanitation of meal, method to preserve the food, 
indicating food and information education  135 (25.2)

  Health, growth problem and disease  211 (39.4)

  Nutrition in adolescence  172 (32.1)

  Food poisoning   80 (14.9)

  Foundation and actuality of recipe  172 (32.1)

  Wasting of food and environmental problem   51 ( 9.5)

*percentage of the total subjects

Table 8. Student’s interest in attending nutrition education (multi-
ple response).

N (%)

응답이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만캠프’ 
34.1%, ‘특별활동반’ 28.7%, ‘방송교육’ 28.5%, ‘정규

수업시간의 수업’ 27.6%, ‘급식신문 발간’ 23.5%, ‘편
식교정반’ 20.9%, ‘영양상담실 운영’ 18.5%, ‘주간 유

인물’ 8.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양교육 내용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살펴본 결과, ‘건강, 
성장 및 질병문제’가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다양한 식문화’ 39.0%, ‘식단 작성’ 36.2%, ‘올
바른 식습관 및 식사예절’ 34.5%, ‘청소년기의 영양’ 
32.1%, ‘조리의 기초와 실제’ 32.1%, ‘식품위생 및 

식품보존방법, 식품표시 정보교육’ 25.2%, ‘식중독’ 
14.9%, ‘식품의 낭비와 환경문제’ 9.5%의 순으로 나

타났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식습관 및 영양지식의 

분석을 통하여 영양교육 관련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식습관 및 균형 잡힌 영양상

태는 이 시기의 건강뿐 아니라 장차 성인기의 건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에 올바른 식

습관을 확립하고 적절한 영양 섭취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Lifshitz 등 1993; Spear 2002). 따라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영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이를 일상적인 식생활에 적용시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선 학

생들이 본인의 식생활 및 식습관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기초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본인의 식습관 및 식생활에 대한 인지 정도를 조사

하였다. 그 결과 전체 학생의 64.7%가 영양에 대하

여 알고 있는 지식을 때때로 실천하고 있다고 대답

했으며, 본인의 식습관이 올바르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57.5%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들은 전반적으

로 본인의 식생활 및 식습관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

으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의 식습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식사횟수에서는 ‘하루 평균 3끼를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7.5%로 가장 높았으나, ‘불규칙하다’
고 응답한 비율 역시 9.4%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Mota 등(2008)이 13∼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 의하면 과체중 및 비만 학생의 경우 1일 3회 

미만의 식사횟수를 가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정상체

중인 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일 3
회의 식사를 하는 학생의 경우 결식의 빈도가 높은 

학생에 비해 체질량지수, 허리 및 엉덩이 둘레가 유

의적으로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Pro-
chnik Estima Cde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식사횟수

와 신체계측치와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식사의 횟수가 부적절할 경우 비만 및 과

체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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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끼의 규칙적인 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아침을 매일 먹지 않는다고 응

답한 비율이 전체학생의 20.5%로 나타났다. 2007년 

국민건강 ․ 영양조사 보고서(Ministry of Health, Wel-
fare and Family Affairs &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에 의하면, 13∼19세의 

아침 결식률이 23.0%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들의 

아침 결식률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는 

다른 끼니에서의 과식을 예방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아침식사는 부적절한 

식이섭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아침 결식은 불

규칙한 식사습관으로 연결되어 간식 섭취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Nicklas 등 1993; Chitra & Reddy 
2007). 또한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청소년은 전반적

인 식사의 질이 좋았고 영양섭취기준에 부합하는 

미량영양소 및 섬유소의 섭취 상태를 보인다는 연

구도 보고되었으며(Rampersaud 등 2005), 아침식사는 

절식 상태에서 중추신경계에 영양소의 공급을 유지

하는 단기간의 대사반응을 조절하기 때문에 기억력, 
학업 성취도와 같은 인지기능과도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Pollitt & Mathews 1998; Wes-
nes 등 2003), 아침식사가 청소년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 

아침식사와 규칙적인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성장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적절한 성장 

발육 및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식품군의 적절한 섭

취가 중요하다(Eckhardt 등 2005). 따라서 한국인 식

사구성안에서는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기 학생들을 

위해 권장섭취패턴을 설정하여 곡류, 고기 ․ 계란 ․ 
생선 ․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류, 당

류 및 유지류의 고른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05). 청소년들의 식품섭취

패턴에 대한 일부 연구를 살펴보면, 13∼19세 청소

년의 경우 곡류, 우유 및 유제품류, 단백질류, 채소

류, 유지류 중 우유 및 유제품과 과일군을 최소 기

준 분량 이상 섭취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

며(Park 등 2005), Kim & Cho(2001)의 연구에 의하

면 우유 및 유제품과 과일군을 최소 기준 분량 이

상 섭취하지 않은 비율이 다른 식품군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

생들의 식품섭취 습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일을 

간식으로써 섭취하는 빈도에 대해 전체 학생의 

46.3%가 ‘거의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우유 및 

유제품을 ‘자주 먹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학

생의 42.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들의 영양지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20가지 문항 중 남학생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영양과 건강과의 관계’ 및 ‘비만을 위한 식

사요법’, ‘칼슘의 기능’, ‘수분의 기능’ 등의 순서였

으며, 여학생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비만을 

위한 식사요법’, ‘영양과 건강과의 관계’, ‘균형된 식

사를 위한 식습관’, ‘청소년기의 바른 식습관’의 순

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기에 필요한 에너지 섭

취량 및 에너지 급원식품과 같은 에너지 관련 범주

와 탄수화물, 철 및 식품구성탑과 같은 영양소의 급

원식품 범주에 대해서는 남녀 학생 모두 영양소의 

기능 및 기타 범주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Kang & Lee(2006)가 

중학교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중조

절에는 관심이 많지만 관련된 정확한 영양지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

사하다. 또한 특히 남녀 학생에서 모두 ‘영양과 건

강과의 관계’ 및 ‘비만을 위한 식사요법’에 대해서

는 높은 점수를 보여, 전체적으로 체중조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영양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지

식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청소년기에 필요한 에너지 

섭취량 및 에너지 급원식품과 같은 에너지 관련한 

정확한 영양지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 과정 중 다양한 방법을 통

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 기초 영양지식 뿐만 

아니라 식품과 에너지, 체중조절과 관련된 식품,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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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별 급원식품 등 다양한 방면의 영양교육의 기

회가 부여되어 학생들이 올바른 영양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영양지식이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설명력(R2)은 총 분산의 0.1%, F값은 

0.720으로 나타나 영양지식이 높을수록 식습관이 긍

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정상체중과 과체중 중학생

을 대상으로 한 Jin(2001)의 연구에서는 영양지식과 

식생활태도 사이에 0.17∼0.29의 상관성을 보이고, 
식생활태도와 식습관 사이에서도 0.19∼0.24의 유의

한 상관성을 보이지만 영양지식과 식습관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나, 
Choi & Kim(200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양

지식 점수와 식습관 사이에 0.227의 유의적인 상관

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영양지식의 습득에서 머무르는 영양교육에

서 벗어나 식습관을 교정하는 실천적 태도의 관점

에서의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들의 영양문제를 시정하고 올바른 식습관

을 형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연계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7년 

국민건강 ․ 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6∼11세 청소년 

중 21.5%만이 최근 1년 이내에 영양교육이나 상담

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에 비해 실제 영양교육의 

실시 비율은 낮은 편으로 보인다(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Korea Center for Dis-
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그러나 영양교육

에 관련하여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식도 

및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가 존재하며 중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미비한 실정이다(Bae 등 

2005; Park 등 2006; Shin 등 2006).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양교육을 위해 중학생

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의 필요성, 필요한 이유, 영양

교육의 주체, 영양교육의 실시 빈도 및 영양교육의 

방법 등과 같은 영양교육 관련 요구도에 대해 조사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61.3%가 영양교육이 필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상적인 성장 및 올

바른 식품선택 등을 위하여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반수 이상의 학

생들이 영양교사를 영양교육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리실습, 강의 등의 영양교육 방법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추후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식습관 및 영양지식의 

분석을 통하여 영양교육 관련 요구도를 조사하였으

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들의 식습관 및 생활습관에 대한 인지 

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건강을 위하여 영양에 

관해 알고 있는 지식을 실천하고 있는 정도에 대

해 전체 학생의 64.7%가 ‘때때로’라고 답하였으

며, 본인의 식습관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정도

에 대해 ‘때때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학생의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들의 식사습관 및 생활습관에 대해 분

석한 결과, 평상시 평균적인 식사 횟수에 대한 응

답의 경우 1일 3번 식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

체 학생의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규

칙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 학생의 9.4%를 

차지하였다. 또한 아침식사를 매일 먹느냐는 문항

에서는 전체 학생의 58.0%가 ‘예’라고 응답했다.
3. 연구대상자들의 식품 섭취 습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식사 전후나 간식으로 과일을 섭취하는 정

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46.3%가 

‘예’라고 답하였으며,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빈도

에서는 전체 학생의 42.7%가 ‘자주 먹는다’고 응

답하였다.
4. 연구대상자의 영양지식에 대해 열량, 영양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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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영양소의 급원식품 및 기타로 나누어 분석

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영양과 건강과의 관계’ 
및 ‘비만을 위한 식사요법’에 대한 점수는 높았

으나 청소년기에 필요한 에너지 섭취량 및 에너

지 급원식품과 같은 에너지 관련 범주와 탄수화

물, 철 및 식품구성탑과 같은 영양소의 급원식품 

범주에 대해서는 남녀 학생 모두 영양소의 기능 

및 기타 범주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영양지식이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

면 설명력(R2)은 총 분산의 0.1%를 설명하고 있

으며 F값은 0.72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6. 연구대상자들의 영양교육 요구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61.3%가 영양교육이 필요하

다고 응답했으며, 영양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

해 전체 학생에서 ‘적절한 성장을 위해’(44.8%), 
‘올바른 식품선택’(24.0%), ‘올바른 식습관과 식사

예절을 익히기 위해’(14.9%), ‘편식 교정을 위해’ 
(7.2%), ‘식품 및 영양소에 대한 지식 획득을 위

해’(9.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한 교육 담당자로서 전체 학생의 

65.2%가 ‘영양교사’로 답하였으며, 영양교육 수업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수업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에서 ‘조리 실습’이 59.4%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볼 때, 경기 일부 지역 

중학생에서 본인의 식습관이나 영양지식의 실천 정

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식
습관 조사시 식사 횟수나 아침결식에 대해서는 부

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체중조절, 영양과 건강에 

대한 영양지식의 점수는 높은 반면 실제 식생활에

서 응용할 수 있는 영양소의 급원식품 등에서는 낮

은 점수를 보였고, 조리실습과 같은 영양교육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의 영양관

련 지식 수준 및 식습관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요구

에 부합하는 바람직하고 지속적인 영양교육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2007): 학교급식법령 해설서. 교육인적자

원부. 서울. pp.13-16
Bae IS, Shin KH, Lee YK, Lee SK (2005): Percep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dietitians and students on nutrition educa-
tion to set up the roles of nutrition teacher: centered on 
Daegu city and Gyeongbuk province. J Korean Diet Assoc 
11(4):393-404 

Chitra U, Reddy CR (2007): The role of breakfast in nutrient 
intake of urban schoolchildren. Public Health Nutr 10(1): 
55-58 

Choi MY, Kim HY (2008): Nutrition knowledge, dietary 
self-efficacy and eating habits according to student’s stage 
of regular breakfast or exercise. Korean J Community Nutr 
13(5):653-662 

Eckhardt CL, Suchindran C, Gordon-Larsen P, Adair LS 
(2005): The association between diet and height in the post-
infancy period changes with age and socioeconomic status in 
Filipino youths. J Nutr 135(9):2192-2198 

Eom HS, Jeong MJ, Kim SB (2005): A study on nutrition 
knowledge, dietary attitude, food habit of middle school stu-
dents in Chonbuk area. Korean J Community Nutr 10(5): 
574-581 

Jeong GH (2007): A comparative study on recognizing of the 
interested parties in disposing nutrition teachers. Master de-
gree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p. 
46-49

Jeong NY, Kim KW (2009): Nutrition knowledge and eating 
behavior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Seoul. Korean J 
Community Nutr 14(1):55-66

Jin YH (2001): The study on dietary habits, dietary behaviors 
and nutrition knowledge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small city. J Korean Diet Assoc 7(4):320-330

Kang HW, Lee SS (2006): A study on weight control and diet-
ary lif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nutrition knowledge, 
dietary behavior and food frequency. Korea J Nutr 39(8): 
817-831

Kim BR, Cho YE (2001):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food 



J Korean Diet Assoc 16(2):133-145, 2010 | 145

intake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Kangneung. J Korean 
Soc Food Sci Nutr 30(5):986-992

Lifshitz F, Tarim O, Smith MM (1993): Nutrition in adole-
scence. Endocrinol Metab Clin North Am 22(3):673-683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2007 na-
tional health Statistics - The 4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first year (2007).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eoul

Mota J, Fidalgo F, Silva R, Ribeiro JC, Santos R, Carvalho J, 
Santos MP (2008):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activity, 
obesity and meal frequency in adolescents. Ann Hum Biol 
35(1):1-10

Nicklas TA, Bao W, Webber LS, Berenson GS (1993): Break-
fast consumption affects adequacy of total daily intake in 
children. J Am Diet Assoc 93(8):886-891

Park MY, Park EJ, Chung YJ (2005): Evaluation of diet quality 
of Korean adolescents based on nutrient and food and food 
group intak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of Human Eco-
logy 18(1):95-110 

Park YH, Kim HH, Shin KH, Shin EK, Bae IS, Lee YK 
(2006): A survey on practice of nutrition education and per-
ception for implementing nutrition education by nutrition 
teacher in elementary schools. Korea J Nutr 39(4):403-416 

Pollitt E, Mathews R (1998): Breakfast and cognition: an in-
tegrative summary. Am J Clin Nutr 67(4):804S-813S

Prochnik Estima Cde C, da Costa RS, Sichieri R, Pereira RA, 
da Veiga GV (2009): Meal consumption patterns and anthro-
pometric measurements in adolescents from a low socio-
economic neighborhood in the metropolitan area of Rio de 
Janeiro, Brazil. Appetite 52(3):735-739

Rampersaud GC, Pereira MA, Girard BL, Adams J, Metzl JD 
(2005): Breakfast habits, nutritional status, body weight, and 

academic performa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 Am 
Diet Assoc 105(5):743-760 

Shin EK, Shin KH, Kim HH, Park YH, Bae IS, Lee YK 
(2006): A survey on the needs of educators, learners and pa-
rents for implementing nutrition education by nutrition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J Korean Diet Assoc 
12(1):89-101 

Spear BA (2002): Adolescent growth and development. J Am 
Diet Assoc 102(3 Suppl):S23-S29 

Sturdevant MS, Spear BA (2002): Adolescent psychosocial 
development. J Am Diet Assoc 102(3 Suppl):S30-S31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05):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Seoul. pp.341-342

Wesnes KA, Pincock C, Richardson D, Helm G, Hails S 
(2003): Breakfast reduces declines in attention and memory 
over the morning in schoolchildren. Appetite 41(3):329-331 

Yang IS, Kim EK, Bai YH, Lee SJ, Ahn HJ (1993): Develop-
ment of nutrition education program that promotes eating 
behavior of preschool children- Especially focused on being 
familiar with vegetable-. Korean J Dietary Culture 8(2): 
125-137

Yang IS, Lee HY, Kim HY, Kang YH (2003): Setting instruc-
tional goals for nutritional education program through an 
analysis of problems identified in junior/senior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Community Nutr 8(4):495-503 

Yon MY, Han YH, Hyun TS (2008): Dietary habits, food fre-
quency and dietary attitudes by gender and nutrition knowl-
edge level in upper-grade school children. Korean J Com-
munity Nutr 13(3):307-322 

Yoo JE, Park GS (2003): A study of the dietary behavior and 
food preference of adolescents.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3(1):1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