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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urveyed food intake and preferences for breakfast among 167 male and 152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Incheon. Most 

students were in a normal range with respect to body mass index (BMI; 18~22.9). Most of the students spent 10～20 minutes to finish their 

breakfast, and female students skipped breakfast more frequently than male students, with major reasons of not being able to spend enough 

time for breakfast and low appetite. Steamed rice(bap) was the most frequently consumed food for breakfast. Students ate vegetables and 

fruits for breakfast the most frequently, followed by milk and milk products, meat, fish, egg and beans, and cereals. The most frequently 

consumed food among protein sources was eggs. Male students had foods except vegetables and fruits more frequently than female students 

for their breakfast. Female students were more high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breakfast on their health than male students. Preference 

on different food group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male students than female students except vegetable salad and fruit juices. The results 

suggest that breakfast skipp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can be reduced by aggressively reflecting food preferences of the students to 

breakfast menu and appropriate nutritional education for students and their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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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식생활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증가된 만성질환은 그 

위험요인이 성인기 뿐 만 아니라 유년기 및 청소년기로 부터

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 시기 영양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Chung SJ 등 2004). 특히 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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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성인으로 이행되는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발육과 성

장을 위해 다양한 식품들로 구성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요하며, 이 시기의 식생활이 부적절할 경우 성장부진 및 편

식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Kim SH 1999, Song YJ 등 2006, 

Kim MH와 Bae YJ 2010).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편식, 

불규칙한 식사시간, 과식, 결식과 같은 부적절한 식사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Jang YA 등 2000) 청소년들 또한 자신들의 주

요 식습관 문제로 불규칙한 식사와 편식을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Lee YJ 2008).

아침식사는 전날 저녁식사 후의 오랜 공복 상태에서 음식 

섭취를 통해 체내에 포도당을 공급함으로써 정상 혈당을 유

지할 수 있게 하므로 균형 잡힌 영양소로 구성된 규칙적인 

아침식사가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필수요소이지만 바쁜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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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로 인하여 아침식사의 위치가 점차 미미해지고 있는 실정

이다(Lee SY 등 2004). 보건복지부의 2010년 국민건강통계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에 의하면 12~18세 학생의 

아침 결식율은 29.9%로 점심 및 저녁식사 결식률 각각 5.8%

에 비해 매우 높았다. 아침을 먹지 않는 경우 에너지섭취량

은 물론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가 권장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Nicklas TA 등 1998, Dwyner JT 등 2001) BMI 증가

(Berkey CS 등 2003, Niemeier TA 등 2006), 빈혈, 학습능력 

저하, 피곤(Chen X 등 2005) 등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아침결식은 건강 뿐 아니라 삶의 질

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소년의 아침결식을 줄이기 

위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학생들의 아침결식률을 줄이기 위한 

아침식사 실태 및 결식요인에 관한 여러 보고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인에 따른 아침식사 섭취 실태 

및 식품군별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인천 지역의 중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인천지역 일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에서의 

식품 섭취실태와 식품선호도, 아침 식사에 대한 인식 등을 파

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학생들

의 아침결식률을 낮추고 아침식사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

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및 내용

1. 조사대상 및 기간

인천광역시의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ㆍ여학생 400명

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 19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하였다. 대

상자가 설문지 문항에 직접 기입하였으며 응답이 미비한 것

을 제외한 319부(남학생 167부, 여학생 152부)만을 통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Park PS 등(2011), Ji WJ(2011)의 

선행연구를 참조로 본 연구 목적에 맞도록 재구성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ㆍ보완 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조사대

상자의 성별, 신장, 체중 등 신체사항, 아침식사 섭취실태, 아

침식사에 대한 인식, 아침식사로서의 식품군별 선호도를 포함

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체중(kg)/신장(m)
2
)를 산출

하였고 대한비만학회의 판정기준에 따라 저체중군(BMI<18.5), 

정상체중군(BMI=18.5~22.9), 과체중군(BMI=23~24.9), 비만군

(BMI>25)으로 분류하였다(Kang HW와 Lee SS 2006). 

아침식사 섭취실태에서는 아침식사 섭취행태와 식품군별 

섭취빈도를 객관식으로 답하게 하였다. 아침식사 섭취 행태는 

아침식사 소요시간, 아침을 함께 먹는 사람, 아침식사 주간 

빈도, 아침 결식 이유를 조사하였다. 식품군별 섭취빈도는 식

품군을 곡류 및 서류, 고기ㆍ생선ㆍ계란ㆍ콩류, 채소 및 과일

류, 우유 및 유제품류로 구분하였으며 ‘곡류 및 서류’군에는 

밥, 떡, 죽, 선식(미숫가루), 빵, 감자ㆍ고구마의 6가지 식품

류, ‘고기ㆍ생선ㆍ계란ㆍ콩류’군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

기, 생선, 햄ㆍ소세지, 계란, 두부의 7가지 식품류, ‘채소 및 

과일류’ 군에는 나물, 김치, 야채샐러드, 과일 및 과일주스의 

4가지 식품류, ‘우유 및 유제품류’군에는 우유, 치즈, 요구르

트의 3가지 식품류로 세분화 하여 ‘매일 먹는다(6~7회/주)’, 
‘일주일에 4~5회 먹는다’, ‘일주일에 2~3회 먹는다(하루 걸

러 먹는다)’, ‘일주일에 1회 또는 거의 먹지 않는다’ 중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선택하게 하였다.

아침식사 섭취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 문항은 아침식사

의 필요성, 아침식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신의 아침식사 

문제점, 아침식사의 만족도를 포함하였고, 아침식사로 섭취하

고 싶은 식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위와 동일한 식품군

과 식품종류를 대상으로 ‘매일 먹고 싶다(6~7회/주)’, ‘자주 

먹고 싶다(4~5회/주)’, ‘가끔 먹고 싶다(2~3회/주)’, ‘거의 

먹고 싶지 않다(1회 이하/주)’ 중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선택하

게 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dow Version 15.0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항목별 대상자의 분포나 비율은 빈도

와 백분율로 표현하였고. 식품군별 섭취빈도 및 선호도는 

Kim JY와 Ahn HS (2009)의 방법을 따라 ‘매일 먹는다(6~7회

/주)’는 3점, ‘일주일에 4~5회 먹는다’는 2점, ‘일주일에 

2~3회 먹는다(하루걸러 먹는다)’는 1점, ‘일주일에 1회 먹거

나 또는 거의 먹지 않는다’는 0점을 부여하여 점수화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섭취빈도와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

다. 각 항목의 결과는 χ2
-test와 t-test를 이용하여 BMI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신체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신체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 대상자

는 남학생 167명(52.4%), 여학생이 152명(47.6%) 이었다. 평균 

신장은 남학생 170.0 ㎝, 여학생 160.6 ㎝ 이었고, 평균 체중

은 남학생 61.4 ㎏, 여학생 50.0 ㎏으로 한국영양학회의 영양

섭취기준 설정을 위한 한국인 체위기준(2010)에 비해 신장에

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체중은 적은 편 이었다. 신장과 체중

으로 구한 BMI에 따른 조사대상자들 분포는 정상체중군 168

명(52.7%), 저체중군 94명(29.5%), 과체중군 30명(9.4%),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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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7명(8.5%) 순으로 나타나 정상체중군이 가장 많았으며, 

저체중군도 29%가 넘어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였다.

                Male Female Total

Height(cm)
1)
  170.0±6.14 160.6±4.99 165.3±7.31

Weight(kg)
1)

61.4±11.56 50.0±7.22 55.7±11.27

BMI
2)

Underweight 42(25.1) 52(34.2) 94(29.5)

Normal weight 77(46.1) 91(59.9) 168(52.7)

Overweight 24(14.4) 6(3.9) 30(9.4)

Obesity 24(14.4) 3(2.0) 27(8.5)

Total 167(52.4) 152(47.6) 319(100.0)
1)
 Mean±SD 

2) BMI (Body Mass Index)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2. 아침식사 섭취 실태

1) 아침식사 섭취 행태

조사대상자의 아침식사 섭취 행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 학생들은 아침식사를 일주일에 6~7회(64.9%)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4~5회(12.2%), 2~3회(10.3%), 1회 이하

(12.5%)로 나타나 이틀에 한 번 꼴로 아침을 거르는 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1/4이나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아침식사 주간빈도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 여학생의 비

율(16.4%)이 남학생에 비해(9%) 높았던 반면 매일 아침을 먹

는 여학생의 비율은 53.9%로 남학생의 74.9%보다 낮았다. 이

결과는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아침 결식률이 높은 것으

로 보고한 Lee KH와 Park ES(2010)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아

침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는 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를 거르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61.6%, 31.3%의 학생이 

각각 ‘시간이 없어서’와 ‘식욕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아침식사를 거르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Ahn JY(2011)의 연구와 유

사한 결과이다. 특히 아침식사를 거르는 이유가 남학생들은 

‘식욕이 없어서’, 여학생들은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

율이 높았는데 이것은 사춘기 여학생들이 외모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함에 따라 등교 전 외모 가꾸기에 소비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아침식사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

라서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기상 시간을 관리하고, 어머니 등 식사관리자가 아침 식사 메

뉴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품을 사용하여 적절하게 조리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간단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는 다양한 급식 시스템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 없이 조사대상자의 90% 이상이 

20분 이내에 아침식사를 마쳤다. 이러한 결과는 상주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Park PS 등(2011)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조사

대상 학생의 42.9%가 아침은 모든 가족이 모여 함께 먹었고, 

혼자서 먹는 경우 37.5%, 형제들끼리만 먹는 경우 19.4% 순

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혼자서 아침을 

먹는 학생의 비율이 37.6%로 높은 현실은 과거 가정에서 부

모와 함께 식사하면서 자녀들에게 행하던 식사지도 기회가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의 식사지도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Male Female Total
χ2 

(df) 
p

Weekly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 1 15(9.0) 25(16.4) 40(12.5)

16.81(3)
1)

0.001
2-3 15(9.0) 18(11.8) 33(10.3)

4-5 12(7.2) 27(17.8) 39(12.2)

6-7 125(74.9) 82(53.9) 207(64.9)

       Total 167(52.4) 152(47.6) 319(100.0)

Reasons for 

skipping 

breakfast

Lack of time 22(52.4) 47(67.1) 69(61.6)

3.29(4)
0.510

No appetite 17(40.5) 18(25.7) 35(31.3)

Not 

prepared
1(2.4) 3(4.3) 4(3.6)

For weight 

control
1(2.4) 1(1.4) 2(1.8)

Alone eating 1(2.4) 1(1.4) 2(1.8)

Total 42(37.5) 70(62.5) 112(100)

Time allowed 

to finish 

breakfast

< 10 min 70(41.9) 69(45.4) 139(43.6)

1.10(2) 0.57610-20 min 88(52.7) 72(47.4) 160(50.2)

> 20 min 9(5.4) 11(7.2) 20(6.3)

       Total 167(52.4) 152(47.6) 319(100.0)

Persons 

having 

breakfast 

with

None 

(alone)
63(37.7) 57(37.5) 120(37.6)

1.09(2) 0.580Siblings 29(17.4) 33(21.7) 62(19.4)

All family 

members
75(44.9) 62(40.8) 137(42.9)

       Total 167(52.4) 152(47.6) 319(100.0)
1) p<0.01

Table 2. Eating behavior of subjects in breakfast              N(%)

2) 아침식사에서의 식품군별 섭취빈도

조사대상 학생들이 아침식사에서 먹는 식품군의 빈도점수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아침식사에서 

먹는 식품별 주간 빈도는 밥 (2.25점), 김치 (1.93점), 달걀 

(1.40점), 우유 (1.38점), 과일 및 과일주스(1.36점), 나물 (1.13

점), 두부 (0.94점), 빵 (0.86점), 햄ㆍ소시지, 돼지고기(0.78

점), 생선 (0.77점), 요구르트 (0.76점), 닭고기 (0.61점), 소고

기 (0.59점), 야채샐러드 (0.51점), 찐 감자 및 고구마 (0.43

점), 치즈 (0.39점), 선식 또는 미숫가루 (0.25점), 떡 (0.23점), 

죽 (0.07점) 순으로 나타나 밥을 가장 자주 섭취하였으며, 전

반적으로 조사 대상 학생들은 아침 식사에서 고기류, 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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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n=167)

Female

(n=152)

Total

(n=319)
t-value

2)
p

Cereals & potatoes

Bap 2.40±1.04 2.10±1.16 2.25±1.11 2.40* 0.017

Rice cake 0.25±0.53 0.20±0.53 0.23±0.53 0.70 0.486

Juk 0.05±0.25 0.09±0.37 0.07±0.31 -1.07 0.287

Sunsik 0.29±0.68 0.20±0.61 0.25±0.65 1.15 0.251

Bread 0.96±0.88 0.74±0.73 0.86±0.82 2.35* 0.019

Steamed potato & sweet potato 0.45±0.71 0.41±0.72 0.43±0.71 0.51 0.608

Total 0.73±0.36 0.63±0.40 0.68±0.38 2.51* 0.013

Meat,

fish, 

eggs &

beans

Beef 0.63±0.75 0.55±0.73 0.59±0.74 0.92 0.358

Pork 0.87±0.81 0.68±0.84 0.78±0.83 2.06* 0.040

Chicken 0.66±0.77 0.57±0.76 0.61±0.76 1.09 0.279

Fish 0.84±0.91 0.70±0.81 0.77±0.86 1.47 0.143

Ham & Sausage 0.87±0.82 0.68±0.79 0.78±0.81 2.18* 0.030

Eggs 1.53±0.91 1.26±1.01 1.40±0.97 2.58* 0.010

Tofu 1.04±0.90 0.84±0.98 0.94±0.94 1.96 0.051

Total 0.92±0.58 0.75±0.63 0.84±0.61 2.49* 0.013

Vegetables & fruit

Namul 1.26±1.08 0.99±1.05 1.13±1.07 2.26* 0.024

Kimchi 1.99±1.17 1.88±1.21 1.93±1.19 0.85 0.398

Fresh salad 0.51±0.81 0.50±0.81 0.51±0.81 0.16 0.870

Fruit & Fruit juice 1.28±1.15 1.44±1.16 1.36±1.16 -1.23 0.220

Total 1.26±0.74 1.20±0.78 1.23±0.76 0.70 0.486

Milk &  dairy 

products

Milk 1.69±1.18 1.05±1.14 1.38±1.20 4.95*** 0.000

Cheese 0.50±0.86 0.28±0.55 0.39±0.74 2.67** 0.008

Yogurt 0.87±1.09 0.64±0.93 0.76±1.02 2.09* 0.038

Total 1.02±0.79 0.66±0.70 0.85±0.77 4.33*** 0.000
1)
4-point scale(3 point: 6-7 times/wk, 2 point: 4-5 times/wk, 1 point: 2-3times/wk, 0 point: 0-1 time/wk)

2)
 * p<0.05, ** p<0.01, *** p<0.001

Table 3. Food intake frequency score1) for breakfast      Mean±SD

두부 등에 비해 달걀, 우유, 과일 및 과일 주스 등을 빈번하

게 섭취하였다. 이것은 아침에 시간이 부족하고 식욕도 높지 

않은 청소년들이 과일이나 주스 등 소화에 부담스럽지 않고, 

맛도 좋고, 간편하며 빠르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 아침식

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모든 식품군

에서 남학생들의 아침 식사에서의 식품 섭취 빈도점수는 여

학생에 비해 높았는데 이것은 청소년기 남학생들의 성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육체적 활동에 따른 음식물 섭취증가에 비

해 여학생들은 외모와 다이어트를 위하여 식품섭취를 줄이고

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곡류 및 서류 중 아침 식사에서 가장 자주 먹는 음식은 예

측한대로 밥이었으며 (2.25점), 학생들이 일주일에 5일 이상 

아침에는 밥을 먹었음을 의미한다. 밥 다음으로는 아침 식사

에서 빵을 먹는 빈도 점수가 높아 (0.86점) 일주일에 2회 미

만으로 빵을 먹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아침 식사에서 

유의하게 밥 또는 빵을 더 자주 먹었다 (p<0.05). 학생들이 

찐 감자 및 고구마 (0.43점), 선식 또는 미숫가루(0.25점), 떡 

(0.23점), 죽 (0.07점)을 아침 식사로 먹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것은 인천지역 중학생의 아침식사 형태가 밥류 (78.8%) 및 

빵류 (9.0%)로 보고한 Lee JH 등(2010)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2010년 국민건강통계(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에서 

12~18세 아동의 식품군별 1일 곡류 섭취량은 361.1 g, 감자 

및 전분류 31.9 g으로 조사된 바 있다. 아침식사에서 단백질 

식품을 먹는 주간 빈도 점수는 계란 1.40점, 두부 0.94점, 돼

지고기와 햄ㆍ소시지 각각 0.78점, 생선 0.77점, 닭고기 0.61

점, 소고기 0.59점 순으로 나타나, 조리하기가 비교적 간단하

고 저렴한 식품이 더 빈번한 아침 메뉴이었음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이들 계란, 돼지고기와 햄ㆍ소시지에 

대한 주간 섭취 빈도점수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서 유의

하게 높았는데(p<0.05), 이것은 메뉴 선호도에 의한 자발적인 

선택이외에도 여학생에 비해 육체 활동이 더 많고 큰 체구의 

남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열량과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등의 영양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영향이 크게 기여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10년 국민건강통계(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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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 Welfare 2010)에서 12∼18세 아동의 식품군별 1일 

육류 섭취량은 145.2 g, 어패류 39.5 g, 난류 34.0 g, 두류 

28.0 g으로 조사되어 육류가 주된 단백질 식품임을 보여 주

었다. 채소 및 과일류 중에서는 아침 식사에서 김치를 가장 

자주 먹어 (1.93점), 침채류 중심의 우리 식문화를 반영하였

다. 또한 학생들의 과일 및 과일주스 (1.36점)와 나물 (1.13

점) 섭취 빈도에 비해 야채샐러드 섭취 빈도 (0.51점)는 낮았

는데 이것은 생야채보다는 가열하거나 또는 말린 후 다시 삶

아서 나물로 조리하여 먹었던 우리의 식생활 문화에서 일부 

기인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물의 섭취빈도 점수 역시 여학

생에 비해 남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과일류 보다

는 채소류의 섭취 빈도가 높은 본 결과는 12∼18세 아동의 

식품군별 1일 채소류 섭취량은 217.9 g, 과일류는 134.6 g으

로 조사된 2010년 국민건강통계(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와 경향이 유사하였다. 조사 대상 학생들은 아침 식사에

서 요쿠르트나 치즈에 비해 우유를 더 자주 먹어서 주간 섭

취 빈도점수가 1.38점 이었는데 이것은 요쿠르트와 치즈에 비

해 우유는 먹기가 수월한데서 일부 기인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우유를 유의하게 더 자주 섭취 하

였는데(p<0.001), 이것은 청소년기 육체적 성장에 관심이 많

은 남학생들이 뼈 건강을 위하여 더 자주 먹었을 뿐 아니라 

외모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음식

의 섭취를 줄이려는 욕구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

다. 우유 및 유제품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을 제공하는 

주요 식품으로 청소년기 올바른 뼈 성장 뿐 아니라 골다공증 

등의 예방 차원에서도 여학생들에게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 

빈도를 늘릴 수 있는 가정에서의 지도와 학교에서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2010년 국민건강통계(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에서 12~18세 아동의 식품군별 1일 우유류 

섭취량은 190.8 g으로 조사되었다. 

3. 아침식사 섭취와 관련한 인식

조사대상자들의 아침식사 섭취에 대한 인식 정도를 성별과 

BMI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아침식사 섭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별과 BMI에 따른 차이 없이 전체의 

68.3% 학생들이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많은 학

생들이 아침식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서울지역 일부 초ㆍ중ㆍ고 학교유형별 아침식사

실태 및 결식 관련 요인 분석 연구에서 68.5%의 학생이 아침

식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Ahn JY(20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29.5%의 학생들이 아침을 먹거나 먹지 

않아도 상관없다거나 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응답하

였고 2.2%의 학생들은 먹을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여 가정과 

학교 차원의 아침식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교정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아침식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

에서는 ‘아침식사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대답한 학생

이 전체의 71.4%로 가장 많았으나, ‘잘 모르겠다’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28.9%나 

되어 아침 식사를 꼭 하지 않아도 되거나 또는 할 필요가 없

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인 29.5%와 매우 비슷한 수준이었

다. 또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정상 또는 저체중인 학생

에 비해 과체중인 학생들이 건강과 관련한 아침 식사의 중요

성에 대해 유의하게 낮은 인식 정도를 나타냈다 (p<0.05). 아

침 식사와 건강과의 관련성 인식이 학생의 비만 정도에 따라 

유의하게 달랐던 것은 저체중에서 과체중으로 갈수록 중, 고

등학생의 아침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다고 보고

한 Kim EJ(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Yang IS(1997)은 

학령기 아동의 경우 아침식사를 통한 충분한 영양섭취가 중

요하며, 아침식사가 영양섭취의 질과 건강상태에 크게 기여한

다고 하였고, Chang NS(1997)은 아침 결식 후 다른 두 끼니

를 잘 먹는다 하여도 부족했던 미량영양소와 식이섬유를 모

두 보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Kim HS

과 Lee IH(1993)의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

에 비해 식사 횟수가 적거나 불규칙 할 때 체지방의 축적이 

많아 비만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어 식사조절을 해

야 할 과체중 학생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이로 인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침식사의 문제점으로 31.3%의 학생들이 급하게 먹는 것

이라 응답하였고, 14.7% 학생들이 잦은 결식, 20.4% 학생들은 

매일 같은 메뉴로 제공 음식 종류가 적다고 응답하였으며, 문

제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33.5%(107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아침 식사 문제점에 대한 응답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p<0.05),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적은 종류의 메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빠른 식사속도와 잦은 결식을 아침

식사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Ahn JY(2011)의 연

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으면 혈당이 정상

이하로 떨어져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되고(Park SJ과 Kim AJ 2000), 다음 식사에서 과식

을 유발하며 피하지방의 축적을 촉진하여 비만을 일으킬 위

험이 있다(Choe JS 등 2003). 또한 식사 속도가 빠르면 음식

물을 제대로 씹지 않고 넘기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부담을 가

중시키고, 식사 시작 후 20분이 지나야 포만감을 느낄 수 있

다는 점을 감안하면 식사속도가 빠를수록 1회 섭취량을 증가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여유 있게 천천히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물론 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

과 학교에서의 지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조사 대상 학생들

은 아침식사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만족하

지 못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11.7% 이었다. 아침식사 

만족도는 성별과 BMI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4. 아침식사에서의 식품군별 선호도

조사대상 학생들이 아침식사에서 먹고 싶어하는 정도를 식

품군별로 성별과 BMI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에 나타

내었다. 아침 식사 시 조사대상 학생들이 먹고 싶어하는 식

품별 선호도는 밥 (2.31점), 과일 및 과일주스(2.08점), 김치 

(1.92점), 요쿠르트 (1.83점), 달걀 (1.72점), 우유 (1.71점),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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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χ2

 

(df) 

BMI
χ2

 

(df) Male Female Total
Under 

weight

Normal 

weight

Over 

weight
Total

Necessity

Necessary 116(69.5) 102(67.1) 218(68.3)

1.54

(3)

60(63.8) 114(67.9) 44(77.2) 218(68.3)

4.26

(6)

Do not care 33(19.8) 34(22.4) 67(21.0) 25(26.6) 34(20.2) 8(14.0) 67(21.0)

Never thought 13(7.8) 14(9.2) 27(8.5) 7(7.4) 16(9.5) 4(7.0) 27(8.5)

Not necessary 5(3.0) 2(1.3) 7(2.2) 2(2.1) 4(2.4) 1(1.8) 7(2.2)

 Effects on 

health 

No effect 22(13.2) 5(3.3) 27(8.5)

10.31*1)

(3)

5(5.3) 13(7.7) 9(15.8) 27(8.5)

12.99*

(6)

Slight 55(32.9) 59(38.8) 114(35.7) 43(45.7) 51(30.4) 20(35.1) 114(35.7)

Strong 56(33.5) 59(38.8) 114(35.7) 33(35.1) 64(38.1) 16(28.1) 114(35.7)

Don't know 34(20.4) 31(20.4) 65(20.4) 13(13.8) 40(23.8) 12(21.1) 65(20.4)

Problems 

Skipping meal 18(10.8) 29(19.1) 47(14.7)

12.77*

(4)

14(14.9) 26(15.5) 7(12.3) 47(14.7)

5.62

(6)

Fast eating 44(26.3) 56(36.8) 100(31.3) 29(30.9) 48(28.6) 23(40.4) 100(31.3)

A few kinds of menu (same menu) 39(23.4) 26(17.1) 65(20.4) 24(25.5) 33(19.6) 8(14.0) 65(20.4)

No problem at all 66(39.5) 41(27.0) 107(33.5) 27(28.7) 61(36.3) 19(33.3) 107(33.5)

Degree of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5(3.0) 6(3.9) 11(3.4)

9.36

(4)

5(5.3) 6(3.6) - 11(3.4)

12.85

(8)

Dissatisfied 10(6.0) 15(9.9) 25(7.8) 3(3.2) 19(11.3) 3(5.3) 25(7.8)

So so 51(30.5) 57(37.5) 108(33.9) 38(40.4) 54(32.1) 16(28.1) 108(33.9)

Satisfied 64(38.3) 58(38.2) 122(38.2) 35(37.2) 62(36.9) 25(43.9) 122(38.2)

Very satisfied 37(22.2) 16(10.5) 53(16.6) 13(13.8) 27(16.1) 13(22.8) 53(16.6)

Total 167(52.4) 152(47.6) 319(100.0) 94(29.5) 168(52.7) 57(17.9) 319(100.0)
1) *

 p<0.05

Table 4. Perception on the breakfast intake according to gender and BMI           N(%)

고기 (1.53점), 소고기 (1.52점), 돼지고기 (1.51점), 햄ㆍ소세

지 (1.39점), 빵(1.37점), 야채샐러드 (1.35점), 두부 (1.34점), 

나물 (1.21점), 생선 (1.12점), 치즈 (1.06점), 선식 또는 미숫

가루 (1.00점), 찐감자 및 고구마 (0.98점), 떡(0.85점), 죽 

(0.75점) 순으로 나타나 밥을 가장 아침식사로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품군별 선호도의 점수는 채소 및 과

일류가 3점 만점에 1.64점으로 1주일에 3번 이상 먹고 싶다

고 응답하였다. 우유 및 유제품류, 고기ㆍ생선ㆍ계란ㆍ콩류, 

곡류 및 서류에 대한 선호도 점수는 각각 1.54, 1.45, 1.21점

이었다. 식품군 중 고기ㆍ생선ㆍ계란ㆍ콩류와 우유 및 유제품

류에 대한 선호도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p<0.05),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아침 식사에서 이들 식품

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BMI에 따른 선호도 차이

는 관찰되지 않았다. 

아침 식사에서 곡류 및 서류를 이용한 메뉴 중 조사 대상 

학생들의 선호도 점수는 밥이 2.31점으로 가장 높아 1주일에 

5회 이상 아침에 밥을 먹고 싶다고 하였고 빵에 대한 선호도 

점수는 1.37점으로 1주일에 3번 이상을 아침으로 먹고 싶다고 

하였으며 남학생의 빵에 대한 선호도가 여학생에 비해 유의

하게 높았다 (p<0.05). 이는 인천지역 초, 중, 고등학생의 아

침식사 섭취 실태 및 메뉴 선호도에 관한 연구에서 밥을 일

주일에 4-5회 이상 먹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된 Lee 

JH(201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 외 선식(미숫가루), 

감자ㆍ고구마, 떡, 죽에 대한 조사 대상 학생들의 아침식사로

서의 선호도 점수는 각각 1.00, 0.98, 0.85, 0.75점이었다. 

아침 식사에서의 조사 대상 학생들의 고기ㆍ생선ㆍ계란ㆍ

콩류에 대한 선호도 점수는 계란 1.72점, 닭고기 1.53점, 소고

기 1.52점, 돼지고기 1.51점, 햄ㆍ소세지 1.39점, 두부 1.34점, 

생선 1.12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

기, 생선, 두부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선

호도를 보였다 (p<0.01). 고기ㆍ생선ㆍ계란ㆍ콩류 중 아침식

사에서 학생들은 생선에 대한 선호도를 가장 낮게 응답하였

는데 이것은 생선이 가지는 특유한 비린내와 가시를 발라 먹

는 등 불편함으로 인해 바쁘게 먹는 아침식사에서 생선을 선호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생선에는 다른 식품에 비해 ω-3 

지방산인 EPA(eicosapentaenoic acid)와 DHA(docosahexaenoic 

acid)가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단백질, 나이아신, 비타민 B1 

등의 함량이 높아 (Lee EA와 Lee YS 2011)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에 유익한 식품이다. 따라서 비린내를 줄이고, 먹기 편하

도록 다양한 조리법을 사용하는 레시피를 개발하여 생선에 

대한 선호도를 개선시키는 노력이 가정에서 더욱 필요할 것

이다.

채소 및 과일류 메뉴 중 조사 대상 학생들의 아침식사에서

의 선호도 점수는 과일 및 과일주스 2.08점, 김치 1.92점, 야

채샐러드 1.35점, 나물 1.21점 순이었다. 특히 다른 식품이나 

메뉴와 달리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야채샐러드와 과일 및 

과일주스에 대한 선호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p<0.01) 여학

생들의 깔끔하고 달콤한 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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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t-value
3)

p

BMI

F-value pMale

(n=167)

Female

(n=152)

Total

(n=319)

Under weight

(n=94)

Normal weight

(n=168)

Overweight

(n=57)

Total

(n=319)

Cereals & 

potatoes

Bap 2.35±0.98
2)

2.28±0.96 2.31±0.97  0.66 0.513 2.19±1.071) 2.31±0.94 2.53±0.83 2.31±0.97 2.15 0.118

Rice cake 0.82±1.04 0.89±0.98 0.85±1.01 -0.60 0.550 0.76±0.92 0.93±1.08 0.79±0.94 0.85±1.01 1.02 0.360

Juk 0.65±0.95 0.86±0.99 0.75±0.98 -1.92 0.056 0.76±0.98 0.77±1.01 0.67±0.87 0.75±0.98 0.23 0.792

Sunsik 1.05±1.15 0.95±1.06 1.00±1.11  0.86 0.392 0.88±1.11 1.04±1.12 1.11±1.10 1.00±1.11 0.87 0.422

Bread 1.49±1.11 1.25±0.95 1.37±1.04   2.03* 0.043 1.36±1.10 1.40±1.05 1.32±0.97 1.37±1.04 0.14 0.868

Steamed potato & 

Sweet potato
0.98±1.01 0.99±1.01 0.98±1.01 -0.15 0.878 0.94±1.01 1.05±1.01 0.86±0.97 0.98±1.01 0.95 0.389

Total 1.22±0.70 1.20±0.66 1.21±0.68  0.26 0.796 1.15±0.63 1.25±0.72 1.21±0.66 1.21±0.68 0.67 0.513

Meat,

fish, 

eggs &

beans

Beef 1.71±1.11 1.32±1.07 1.52±1.10  3.15** 0.002 1.50±1.15 1.49±1.09 1.65±1.06 1.52±1.10 0.45 0.639

Pork 1.69±1.09 1.32±1.06 1.51±1.09  3.08** 0.002 1.50±1.13 1.48±1.10 1.61±1.01 1.51±1.09 0.32 0.730

Chicken 1.72±1.11 1.33±1.03 1.53±1.09  3.24** 0.001 1.60±1.10 1.50±1.09 1.53±1.09 1.53±1.09 0.23 0.792

Fish 1.31±1.14 0.91±0.97 1.12±1.08  3.36** 0.001 1.02±1.07 1.08±1.07 1.37±1.11 1.12±1.08 2.01 0.136

Ham & Sausage 1.47±1.12 1.31±1.08 1.39±1.11 1.28 0.203 1.31±1.16 1.44±1.10 1.39±1.01 1.39±1.11 0.43 0.651

Eggs 1.82±1.08 1.61±0.98 1.72±1.04 1.86 0.064 1.73±1.06 1.71±1.03 1.72±1.05 1.72±1.04 0.02 0.982

Tofu 1.51±1.16 1.16±1.01 1.34±1.10  2.89** 0.004 1.41±1.08 1.27±1.10 1.44±1.13 1.34±1.10 0.81 0.448

Total 1.60±0.88 1.28±0.79 1.45±0.85  3.46** 0.001 1.44±0.86 1.43±0.86 1.53±0.83 1.45±0.85 0.32 0.725

Vegetables 

& fruit

Namul 1.29±1.12 1.11±1.03 1.21±1.08 1.51 0.132 1.15±1.08 1.22±1.08 1.26±1.09 1.21±1.08 0.23 0.799

Kimchi 1.93±1.13 1.90±1.17 1.92±1.15 0.21 0.835 1.78±1.22 1.93±1.14 2.09±1.01 1.92±1.15 1.36 0.257

Fresh salad 1.19±1.12 1.53±1.13 1.35±1.13 -2.76** 0.006 1.50±1.19 1.37±1.12 1.05±1.04 1.35±1.13 2.84 0.060

Fruit & Fruit juice 1.91±1.10 2.27±0.94 2.08±1.04 -3.15** 0.002 2.13±1.06 2.14±0.99 1.82±1.14 2.08±1.04 2.14 0.119

Total 1.58±0.80 1.70±0.77 1.64±0.79 -1.41 0.160 1.64±0.85 1.67±0.78 1.56±0.74 1.64±0.79 0.41 0.665

Milk &  

dairy 

products

Milk 1.95±1.17 1.45±1.18 1.71±1.20  3.83*** 0.000 1.48±1.23 1.80±1.19 1.82±1.14 1.71±1.20 2.54 0.080

Cheese 1.17±1.18 0.95±1.10 1.06±1.15 1.72 0.086 0.98±1.09 1.11±1.20 1.05±1.09 1.06±1.15 0.42 0.660

Yogurt 1.83±1.19 1.83±1.10 1.83±1.14 0.03 0.979 1.86±1.18 1.87±1.11 1.67±1.17 1.83±1.14 0.72 0.490

Total 1.65±0.95 1.41±0.88 1.54±0.92 2.36* 0.019 1.44±0.92 1.60±0.94 1.51±0.91 1.54±0.92 0.87 0.421
1)
4-point scale(3 point: want to have 6-7 times/wk, 2 point: 4-5 times/wk, 1 point: 2-3 times/wk, 0 point: 0-1 time/wk)

2) * p<0.05, ** p<0.01, *** p<0.001

Table 5. Menu preference score1) of the subjects           Mean± SD

있었다. 이는 서울지역 일부 고등학생의 아침결식 여부에 따

른 섭식태도와 아침 메뉴에 대한 선호도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주스, 과일, 야채샐러드를 더 선호한다고 보고한 

Kim JY와 Ahn HS(200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우유 및 유제품류에 대한 조사 대상 학생들의 선호도 점수

는 요구르트 1.83점, 우유 1.71점, 치즈 1.06점 순이었고 특히 

우유에 대한 남학생의 선호도가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성

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01) BMI에 따른 차

이는 없었다. 이는 남학생들이 키와 뼈의 성장과 관련하여 

우유가 효과적임을 인지하여 더욱 자주 먹으려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우유에 대한 선호도 점수가 

높은 결과는 중학생의 우유 및 유제품 섭취 실태와 소비성향

에 관한 조사(Nam ES 등 2011)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인

천지역 고등학생의 영양지식·식행동·식품선호도를 연구한 

Lee KW(2008)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우유에 대한 선호도가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하였다. 

Ⅳ. 요약 및 결론

인천 지역의 남녀중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식품 섭취실

태 및 선호도를 설문지법으로 조사하였다. 학생들은 아침식사

를 10~20분 미만에 마쳤으며, 아침식사를 매일(주 6~7회)하

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아침 결식률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

에서 높았으며, 시간이 없어서와 맛이 없어서가 주된 이유이

었다. 아침식사로 가장 자주 섭취한 식품은 밥이었고, 식품군

은 채소 및 과일류의 섭취빈도가 높았다. 식품군 중에서는 

곡류 및 서류 중 밥을, 고기ㆍ생선ㆍ계란ㆍ콩류 중 계란을, 

채소 및 과일류 중에서는 김치를, 우유 및 유제품류 중 우유

를 아침식사에서 가장 자주 섭취 하였고 대부분 식품군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섭취 빈도가 높았다. 68.3%의 학생

들이 아침식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강 관련성을 인

지하고 있었으며, 아침식사의 문제점으로는 급하게 먹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침식사로 가장 선호하는 식품은 밥이

었고, 다른 식품군에 비하여 고기ㆍ생선ㆍ계란ㆍ콩류와 우유 

및 유제품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빵과 계란, 닭고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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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돼지고기, 햄ㆍ소시지, 두부, 우유는 여학생에 비해 남

학생들의 선호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아침 식사로 야채샐러

드와 과일 및 과일주스에 대한 선호도는 여학생에서 유의하

게 높았다. 따라서 학생들의 식품 선호도를 반영하고 다양한 

메뉴와 조리법을 개발하여 아침식사 시간 부족 및 입맛 저하

로 인한 학생들의 아침 결식을 해결하고 아침 식사의 만족도

를 높일 뿐 아니라 성별 및 체형 등을 고려한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의 체계적인 식생활지도와 영양교육 실시가 필요하

며 이를 위한 제도적, 학문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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