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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level of milk consumption and perception of the school milk pro-

grams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ich provides the information to improve the 

school milk program.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the data collected from 1,725 students 

nationwide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whole milk was the type of milk most frequently drunk 

by the students, although flavored milk and yogurt products were also highly preferred. When asked whether 

they wanted the school milk program or not, approximately 30% of the students in the schools presently par-

ticipating in the school milk program and 50% of the students in the schools not participating the school 

milk program answered “yes”. However, all of the respondents preferred to have a choice for the school milk 

program.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howed a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school milk program 

than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Especially,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taste and flavor of the 

milk was the lowest among the various satisfaction items. However, the students were reported to believe that 

milk is highly nutritious and good for their health in the present study. Our results suggest that providing a 

choice of dairy products would improve th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school milk program, and that con-

tinuous education about the benefits of drinking milk would also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the school 

milk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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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유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 성분인 칼슘

과 단백질의 공급원으로서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의 성장ㆍ발달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식품이다(Kim 2013).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

신적, 생리적으로 급속한 성장기에 있는 중요한 시

기이므로 열량을 비롯한 단백질과 무기질 등 여러 

영양소의 필요량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일생 중 가장 많이 요구된다(Kim 

2004). 특히, 신속한 골격 성장으로 뼈 성장의 1/2이 

청소년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칼슘의 

보유량이 증가되며, 칼슘의 축적이 여자는 13세, 남

자는 14.5세 정도에 최대에 이르게 된다(Gu 2006). 

이 시기에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성장이 지연될 수 

있으며, 골격의 석회화가 불충분해지고 그뿐만 아니

라 성인이 되어서도 골다공증 발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조사되었다(Han & Kim 2002).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의 골질량 및 골격 건강에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최대 골질량 형

성을 위해 충분한 양의 칼슘 섭취가 권장되고 있다

(Kang 1998). 따라서 칼슘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서 

우유를 충분히 섭취시키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에 따르면 12∼18세 청소년인 경우 1일 

칼슘 권장량을 900∼1,000mg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칼슘 권장량에 대한 섭취 비율을 조사한 결과 12∼

18세 남녀 각각 56.3%, 51.6%로 나타나 칼슘 섭취량

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의 단백질은 필

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고 특히 쌀을 주식으로 하

는 우리나라의 경우 곡류에 부족하기 쉬운 필수 아

미노산인 리신(lysine)의 함량이 많으므로 식사에 우

유를 보충하여 먹으면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단백질

의 질이 훨씬 향상되며(Jin 1999), 영양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원만한 성격과 안정된 정서를 형성시켜 

준다고도 보고되었다(Lim & Ahn 1995).

우리나라 학교우유급식은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

생들을 대상으로 규칙적으로 좋은 영양 공급 및 낙

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0년에 처음으

로 실시되었으며, 1986년부터는 중ㆍ고등학교까지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실시되었다. 학교우유급식

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

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ㆍ

증진,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

지 증진, 우유 음용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유 섭취 실태 조사 결과 전국 13∼19세 

연령층의 우유 섭취량이 1일 평균 114.2g으로 우유 

섭취권장량인 400mL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13∼19세 청소년의 1일 칼슘 섭취량이 평균 

528.4mg으로 권장량의 55.5% 수준에 불과하고, 칼슘 

권장량의 75% 미만의 섭취 비율이 78.5%로 높게 나

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또한 국민

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에 

따르면 청소년기 남학생은 1일 평균 570mg, 여학생

은 412mg의 칼슘을 섭취해 남학생 1일 칼슘 권장량 

900∼1,000mg, 여학생 800∼900mg보다 낮게 조사되었

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칼슘 섭취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칼슘 섭취 부족 현상의 심각

성을 보여주었다.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우

유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일정하지 않음’ 37.7%, ‘1컵’ 

25.0%, ‘2컵’ 17.7%, ‘거의 마시지 않음’ 10.5%로 나

타나 청소년의 1일 우유 섭취량이 적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Yoon 2006). 현재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

준에서는 우유급식을 희망자에게만 실시하는 경우

에도 전체 학생에게 공급되는 영양소의 함량에 포함

시켜 평균 제공량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유급식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칼슘 섭취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Ministry of Education 

2007), 우유급식 실시교와 비실시교의 칼슘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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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한 결과, 실시교는 권장량의 51%인 410.4mg, 

비실시교는 권장량의 24.8%인 199.1mg의 칼슘을 섭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유급식의 실시 여부

에 따라 칼슘 섭취량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orea newspaper farmers 2015). Jung 

& Kwon(2003)의 연구에서는 중ㆍ고등학생의 경우 학

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할 때와 급식우유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 때 우유 소비량이 많아지는 것으

로 나타나 우유급식 섭취 증진을 위해서는 우선 학

교우유급식 실태와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학생들의 우유 선택 제한이나 학교우유급식의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및 교육자료의 부족

(Shin 2008)과 같은 우리나라의 학교우유급식의 문제

점 등에 대하여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우유 

및 학교우유급식 실태를 조사하여 학교우유급식의 

목적에 맞게 학생의 건강 및 영양관리에 도움을 주

며 낙농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학교우

유급식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본 연구는 17개 시ㆍ도에 위치한 60개 초ㆍ중ㆍ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설정하였으

며, 설문지는 우편을 통해 각 학교에 발송되었다. 

각 학교의 영양(교)사의 협조를 받아 2015년 9월 5일

부터 10월 10일까지 총 40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

지는 수업 중 배포하여 응답 완료 후 즉시 수거하

였다. 총 2,290개의 설문지가 배포되어 1,732개의 설

문지를 회수(회수율 75.6%)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하

거나 불완전하게 응답한 7명을 제외한 총 1,725개

(99.6%)의 설문응답을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

구는 충남대학교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 Review 

Board, IRB)의 사전 승인(201905-SB-023-01)을 받아 

수행되었다.

2. 조사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관련된 선행연구(Korea 

Dairy & Beef Farmers Association 2001; Jung 2009; 

Kim 2009a; Kim 2009b; Kim & Kim 2012; Kim 

2012; Lee 2012; Seo 2012; Noh 2013)를 기초로 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총 34개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 및 해당 학교에 

대한 일반사항 3문항, 우유에 대한 인식 및 섭취 실

태 11문항, 우유급식에 대한 인식 및 실시 현황 14

문항, 우유급식 개선 방안 5문항이 객관식으로 구성

되었으며, 학교우유급식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주관식 1문항을 포함하였다. 선호

도 및 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

하여 조사하였다.

3. 통계분석

조사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 version 21.0을 

이용하여 학교우유급식 프로그램 실시교와 미실시

교의 인구통계적 특성, 섭취 실태, 우유 섭취 및 우

유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

해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초ㆍ중ㆍ고등학교별 학

생들의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인식, 만족도 및 요구

도의 차이는 ANOVA분석을 실행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들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χ
2
 검정을 수

행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분포 및 특성

조사대상자의 분포 및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우유급식 실시교 학생의 성별은 남성이 51.0%(6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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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 participants.      N (%)

　Classification
Schools to implement milk program Schools not to implement milk program

Elementary Middle High Total Elementary Middle High Total

Gender Male 313 ( 56.0) 193 ( 42.6) 160 ( 54.6) 666 ( 51.0) 31 ( 57.4) 48 ( 41.0) 172 ( 69.1) 251 ( 59.8)

Female 246 ( 44.0) 260 ( 57.4) 133 ( 45.4) 639 ( 49.0) 23 ( 42.6) 69 ( 59.0) 77 ( 30.9) 169 ( 40.2)

Region Seoul 20 (  3.6) 0 (  0.0) 29 (  9.9) 49 (  3.8) 0 (  0.0) 0 (  0.0) 0 (  0.0) 0 (  0.0)

Busan 18 (  3.2) 2 (  0.4) 0 (  0.0) 20 (  1.5) 22 ( 40.7) 0 (  0.0) 1 (  0.4) 23 (  5.5)

Daegu 34 (  6.1) 39 (  8.6) 41 ( 14.0) 114 (  8.7) 0 (  0.0) 2 (  1.7) 37 ( 14.9) 39 (  9.3)

Incheon 40 (  7.2) 33 (  7.3) 0 (  0.0) 73 (  5.6) 31 ( 57.4) 37 ( 31.6) 1 (  0.4) 69 ( 16.4)

Gwangju 56 ( 10.0) 35 (  7.7) 7 (  2.4) 98 (  7.5) 0 (  0.0) 38 ( 32.5) 0 (  0.0) 38 (  9.0)

Daejeon 39 (  7.0) 33 (  7.3) 28 (  9.6) 100 (  7.7) 0 (  0.0) 30 ( 25.6) 1 (  0.4) 31 (  7.4)

Ulsan 24 (  4.3) 34 (  7.5) 1 (  0.3) 59 (  4.5) 0 (  0.0) 0 (  0.0) 39 ( 15.7) 39 (  9.3)

Sejong 0 (  0.0) 0 (  0.0) 2 (  0.7) 2 (  0.2) 0 (  0.0) 0 (  0.0) 0 (  0.0) 0 (  0.0)

Gyeonggi 28 (  5.0) 21 (  4.6) 0 (  0.0) 49 (  3.8) 0 (  0.0) 0 (  0.0) 40 ( 16.1) 40 (  9.5)

Gangwon 34 (  6.1) 31 (  6.8) 30 ( 10.2) 95 (  7.3) 0 (  0.0) 0 (  0.0) 37 ( 14.9) 37 (  8.8)

Chungcheongbuk 20 (  3.6) 3 (  0.7) 36 ( 12.3) 59 (  4.5) 0 (  0.0) 0 (  0.0) 31 ( 12.4) 31 (  7.4)

Chungcheongnam 35 (  6.3) 64 ( 14.1) 2 (  0.7) 101 (  7.7) 0 (  0.0) 0 (  0.0) 23 (  9.2) 23 (  5.5)

Jeollabuk 57 ( 10.2) 22 (  4.9) 33 ( 11.3) 112 (  8.6) 0 (  0.0) 0 (  0.0) 0 (  0.0) 0 (  0.0)

Jeollanam 31 (  5.5) 40 (  8.8) 33 ( 11.3) 104 (  8.0) 0 (  0.0) 0 (  0.0) 0 (  0.0) 0 (  0.0)

Gyeonsangbuk 25 (  4.5) 31 (  6.8) 0 (  0.0) 56 (  4.3) 0 (  0.0) 0 (  0.0) 0 (  0.0) 0 (  0.0)

Gyeonsangnam 74 ( 13.2) 30 (  6.6) 32 ( 10.9) 136 ( 10.4) 0 (  0.0) 0 (  0.0) 39 ( 15.7) 39 (  9.3)

Jeju 24 (  4.3) 35 (  7.7) 19 (  6.5) 78 (  6.0) 1 (  1.9) 10 (  8.5) 0 (  0.0) 11 (  2.6)

Total 559 (100.0) 453 (100.0) 293 (100.0) 1,305 (100.0) 54 (100.0) 117 (100.0) 249 (100.0) 420 (100.0)

여성이 49.0%(639명)로 분석되었으며, 우유급식 미실시

교의 학생의 성별은 남성이 59.8%(251명), 여성이 

40.2%(169명)로 조사되었다. 학생의 거주지역은 우유

급식 실시교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경상남도(13.2%, 

74명), 중학교는 충청남도(14.1%, 64명), 고등학교는 

대구광역시(14.0%, 41명)에 거주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우유급식 미실시교의 경우 초등학

교에서는 인천광역시(57.4%, 31명), 중학교는 광주광

역시(32.5%, 38명), 고등학교는 경기도(16.1%, 40명)

에 거주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2. 유제품 섭취 실태

학생들의 우유 섭취 경로와 가장 자주 마시는 우

유 종류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학

생들의 우유 섭취의 경로는 우유급식 실시교의 경

우 초등학생 63.3%(354명), 중학생 61.8%(280명), 고

등학생 56.0%(164명)로 총 61.1%(798명)가 학교우유

급식이라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가정에서 필요 

시 구매, 직접 구매를 선택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우유급식 미실시교 학생의 경

우 초등학생은 가정에서 필요 시 구매 48.1%(26명), 

정기적으로 가정배달 20.4%(11명), 직접 구매 13.0% 

(7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

우 가정에서 필요 시 구매가 각각 49.6%(58명), 47.0% 

(117명), 직접 구매한다는 응답이 각각 27.4%(32명), 

30.1%(75명), 정기적으로 가정배달이 각각 13.7%(16명), 

10.4%(26명)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P＜0.05). 특히, 

우유급식을 정기적으로 가정배달을 통해 마시는 가

정의 수가 우유급식 미실시교에서 더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우유급식 미실시교 학부모들의 학교우유

급식에 대한 요구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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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ilk purchasing route and reasons for choosing a particular type of milk.     N (%)

　Classification
Schools to implement milk program Schools not to implement milk program

Elementary Middle High Total Elementary Middle High Total

Milk purchasing route of the respondents

School milk service 354 ( 63.3) 280 ( 61.8) 164 ( 56.0) 798 ( 61.1) 5 (  9.3) 9 (  7.7) 11 (  4.4) 25 (  6.0)

Personal purchase 43 (  7.7) 31 (  6.8) 46 ( 15.7) 120 (  9.2) 7 ( 13.0) 32 ( 27.4) 75 ( 30.1) 114 ( 27.1)

Home purchase 114 ( 20.4) 113 ( 24.9) 60 ( 20.5) 287 ( 22.0) 26 ( 48.1) 58 ( 49.6) 117 ( 47.0) 201 ( 47.9)

Home delivery 38 (  6.8) 23 (  5.1) 13 (  4.4) 74 (  5.7) 11 ( 20.4) 16 ( 13.7) 26 ( 10.4) 53 ( 12.6)

Other 10 (  1.8) 6 (  1.3) 10 (  3.4) 26 (  2.0) 5 (  9.3) 2 (  1.7) 20 (  8.0) 27 (  6.4)

Total 559 (100.0) 453 (100.0) 293 (100.0) 1,305 (100.0) 54 (100.0) 117 (100.0) 249 (100.0) 420 (100.0)

χ
2

28.50*** 16.83*

Milk type for drinking in high-frequency

Whole milk 315 ( 56.4) 253 ( 55.8) 134 ( 45.7) 702 ( 53.8) 25 ( 46.3) 59 ( 50.4) 128 ( 51.4) 212 ( 50.5)

Low fat 60 ( 10.7) 38 (  8.4) 31 ( 10.6) 129 (  9.9) 9 ( 16.7) 15 ( 12.8) 22 (  8.8) 46 ( 11.0)

Calcium fortified 38 (  6.8) 30 (  6.6) 14 (  4.8) 82 (  6.3) 1 (  1.9) 5 (  4.3) 15 (  6.0) 21 (  5.0)

Flavored milk 114 ( 20.4) 116 ( 25.6) 101 ( 34.5) 331 ( 25.4) 14 ( 25.9) 31 ( 26.5) 71 ( 28.5) 116 ( 27.6)

Organic 11 (  2.0) 3 (  0.7) 3 (  1.0) 17 (  1.3) 2 (  3.7) 4 (  3.4) 2 (  0.8) 8 (  1.9)

Lactose free 5 (  0.9) 7 (  1.5) 4 (  1.4) 16 (  1.2) 0 (  0.0) 1 (  0.9) 0 (  0.0) 1 (  0.2)

Other 16 (  2.9) 6 (  1.3) 6 (  2.0) 28 (  2.1) 3 (  5.6) 2 (  1.7) 11 (  4.4) 16 (  3.8)

Total 559 (100.0) 453 (100.0) 293 (100.0) 1,305 (100.0) 54 (100.0) 117 (100.0) 249 (100.0) 420 (100.0)

χ
2

29.76** 13.659

Reasons for drinking milk in high-frequency
1)

Good taste 210 ( 37.6) 196 ( 43.3) 154 ( 52.6) 560 ( 42.9) 29 ( 53.7) 65 ( 55.6) 130 ( 52.2) 224 ( 53.3)

Easy digestion 9 (  1.6) 6 (  1.3) 12 (  4.1) 27 (  2.1) 0 (  0.0) 5 (  4.3) 2 (  0.8) 7 (  1.7)

Recommendation by 

parents/teacher 

131 ( 23.4) 96 ( 21.2) 21 (  7.2) 248 ( 19.0) 12 ( 22.2) 14 ( 12.0) 31 ( 12.4) 57 ( 13.6)

Good for health 163 ( 29.2) 107 ( 23.6) 62 ( 21.2) 332 ( 25.4) 7 ( 13.0) 18 ( 15.4) 55 ( 22.1) 80 ( 19.0)

Friends drink 6 (  1.1) 7 (  1.5) 6 (  2.0) 19 (  1.5) 0 (  0.0) 1 (  0.9) 2 (  0.8) 3 (  0.7)

Other 40 (  7.2) 41 (  9.1) 38 ( 13.0) 119 (  9.1) 6 ( 11.1) 14 ( 12.0) 29 ( 11.6) 49 ( 11.7)

Total 559 (100.0) 453 (100.0) 293 (100.0) 1,305 (100.0) 54 (100.0) 117 (100.0) 249 (100.0) 420 (100.0)
1) 

Multiple choice allowed

*P＜0.05, **P＜0.01, ***P＜0.001

학생들이 가장 자주 마시는 우유의 종류는 우유

급식 실시교 학생들의 경우 보통 흰우유라는 응답

이 초등학교 56.4%(315명), 중학교 55.8%(253명), 고

등학교 45.7%(134명)로 전체 학생의 53.8%(702명)를 

차지하여 가장 많게 나타났다(P＜0.01). 우유급식 미

실시교 학생의 가장 자주 마시는 우유의 종류 또한 

보통 흰우유라는 응답이 각각 초등학교 46.3%(25명), 

중학교 50.4%(59명), 고등학교 51.4%(128명)로 전체 

학생의 50.5%(212명)를 차지하여 가장 많게 조사되

었다. 다음으로 자주 마시는 우유의 종류는 우유급식 

실시 여부나 학교급식에 상관없이 향첨가 우유라고 

답하였다. 

학생들에게 자주 마시는 우유를 선택하는 이유를 

모두 고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유급식 실시교 

학생들과 미실시교 학생들 모두 맛있어서라는 응답

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맛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실시교 학생들(42.9%, 560명)보다 미실시교 학생들

(53.3%, 224명)에게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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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udents’ perce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milk and health. Mean±SD

　Classification
Schools to implement milk program Schools not to implement milk program

t-value
Elementary Middle High Mean Elementary Middle High Mean

Milk contributes to health 1.9
1)

±1.0 2.0±0.9 2.3±1.2 2.0±1.0 1.9±1.0 2.1±1.1 2.0±1.0 2.0±1.0 0.551

F-value 15.100*** 0.772
1)

 Likert 5 point scale: 1 Highly agreed∼5 Not agreed at all

***P＜0.001

음으로는 부모ㆍ선생님이 권유하셔서 또는 건강에 

좋아서라는 이유를 많이 꼽았는데, 실시교의 경우 

저학년일수록 부모ㆍ선생님의 권유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건강에 좋아서

라고 답한 학생수가 실시교의 경우 고학년으로 올

라갈수록 줄어든 반면 미실시교의 경우에는 고학년

으로 갈수록 높아졌다. 기타 의견으로는 가정배달로 

흰우유만 받아서, 우유냄새가 많이 안나서, 다른 우

유에는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것 같아서, 칼로리가 

좀 더 낮아서 등의 응답이 있었다(Table 2).

우유 섭취와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Table 3과 같다. 우유급식 실시교 학생의 경

우 초등학생은 1.9±1.0점, 중학생 2.0±0.9점, 고등학

생 2.3±1.2점으로 관련성이 높다고 답하여 우유가 

건강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01), 우유급식 미실시교 학생의 경우 초등학

교 1.9±1.0점, 중학교 2.1±1.1점, 고등학교 2.0±1.0점

으로 우유급식 실시교와 마찬가지로 우유가 건강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인식

학생들이 우유를 마시는 주된 이유와 마시기 싫

은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Table 4) 우유급식 실시

교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 33.1%(301명), 중학생 29.0% 

(212명), 고등학생 19.0%(84명)가 성장에 도움을 주

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여 전체 학생의 28.6%(597명)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초등학교에서는 가끔 먹고 싶을 때가 있어서, 고등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섭취해와서라는 응답이 있

었다. 우유급식 미실시교 학생의 경우 성장에 도움

을 주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초등학생이 36.3%(33명), 

중학생이 27.2%(47명)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고등학교는 간식을 먹을 때 음료로 적당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23.1%, 92명)이 

가장 높았다. 

우유급식 실시교 학생들이 꼽은 우유를 마시기 

싫은 주된 이유는 초등학생 25.2%(155명)의 경우 맛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 25.6%(133명), 

고등학생 26.6%(87명)가 특유의 냄새를 가장 싫은 

이유로 선택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중학교에서 우

유를 마셔도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골다공증과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아서라

는 응답이 있었다. 우유급식 미실시교 학생의 우유

를 마시기 싫은 주된 이유로 초등학교에서 기타 의

견이 30.4%(17명)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와 고등학

교는 특유의 냄새가 싫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22.2% 

(24명), 23.4%(56명)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중학교에서 먹으면 속이 울렁거려서, 고

등학교에서는 가격이 비싸서, 우유가 좋지 않다는 

기사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있었다. 

우유급식 실시교 내에서 현재 우유급식을 선택하

지 않은 학생들의 우유급식 희망 여부와 학생들의 

우유급식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Table 5에서는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선택한 학생이 가장 많았

으며, 그 비율은 초등학교 74.7%(65명), 중학교 74.0% 

(97명), 고등학교 78.1%(100명)로 총 학생의 75.7% 

(262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우

유급식 미실시교 학생의 경우 ‘희망한다’라는 응답

을 선택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그 비율은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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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ain reasons for drinking and/or not drinking milk.     N (%)

Classification
Schools to implement milk program Schools not to implement milk program

Elementary Middle High Total Elementary Middle High Total

Main reasons for drinking milk
1)

Good taste 108 ( 11.9) 89 ( 12.2) 69 ( 15.6) 266 ( 12.8) 17 ( 18.7) 33 ( 19.1) 73 ( 18.3) 123 ( 18.6)

Friends drink 21 (  2.3) 14 (  1.9) 18 (  4.1) 53 (  2.5) 1 (  1.1) 2 (  1.2) 3 (  0.8) 6 (  0.9)

Nutrition 172 ( 18.9) 108 ( 14.8) 69 ( 15.6) 349 ( 16.7) 8 (  8.8) 26 ( 15.0) 57 ( 14.3) 91 ( 13.7)

Good for growth 301 ( 33.1) 212 ( 29.0) 84 ( 19.0) 597 ( 28.6) 33 ( 36.3) 47 ( 27.2) 82 ( 20.6) 162 ( 24.5)

For weight loss 9 (  1.0) 13 (  1.8) 11 (  2.5) 33 (  1.6) 0 (  0.0) 2 (  1.2) 4 (  1.0) 6 (  0.9)

Recommendation by 

parents/teacher

139 ( 15.3) 93 ( 12.7) 31 (  7.0) 263 ( 12.6) 11 ( 12.1) 13 (  7.5) 32 (  8.0) 56 (  8.5)

Drink with snack 92 ( 10.1) 122 ( 16.7) 76 ( 17.2) 290 ( 13.9) 17 ( 18.7) 25 ( 14.5) 92 ( 23.1) 134 ( 20.2)

Meal replacement 31 (  3.4) 48 (  6.6) 53 ( 12.0) 132 (  6.3) 2 (  2.2) 14 (  8.1) 32 (  8.0) 48 (  7.3)

Other 37 (  4.1) 32 (  4.4) 32 (  7.2) 101 (  4.8) 2 (  2.2) 11 (  6.4) 23 (  5.8) 36 (  5.4)

Total 910 (100.0) 731 (100.0) 443 (100.0) 2,084 (100.0) 91 (100.0) 173 (100.0) 398 (100.0) 662 (100.0)

Main reasons for not drinking milk
1)

Unpleasant taste 155 ( 25.2) 129 ( 24.9) 84 ( 25.7) 368 ( 25.2) 12 ( 21.4) 23 ( 21.3) 50 ( 20.9) 85 ( 21.1)

Unpleasant flavor 154 ( 25.1) 133 ( 25.6) 87 ( 26.6) 374 ( 25.6) 7 ( 12.5) 24 ( 22.2) 56 ( 23.4) 87 ( 21.6)

Intake at home 78 ( 12.7) 71 ( 13.7) 24 (  7.3) 173 ( 11.8) 10 ( 17.9) 15 ( 13.9) 35 ( 14.6) 60 ( 14.9)

No one intake at 

home

6 (  1.0) 14 (  2.7) 11 (  3.4) 31 (  2.1) 1 (  1.8) 1 (  0.9) 8 (  3.3) 10 (  2.5)

Stomachache 78 ( 12.7) 82 ( 15.8) 67 ( 20.5) 227 ( 15.5) 2 (  3.6) 22 ( 20.4) 41 ( 17.2) 65 ( 16.1)

Too much amount 

per pack

22 (  3.6) 24 (  4.6) 15 (  4.6) 61 (  4.2) 4 (  7.1) 8 (  7.4) 13 (  5.4) 25 (  6.2)

Atopy/allergy 20 (  3.3) 11 (  2.1) 6 (  1.8) 37 (  2.5) 1 (  1.8) 2 (  1.9) 2 (  0.8) 5 (  1.2)

High calorie 11 (  1.8) 14 (  2.7) 11 (  3.4) 36 (  2.5) 2 (  3.6) 3 (  2.8) 5 (  2.1) 10 (  2.5)

Other 90 ( 14.7) 41 (  7.9) 22 (  6.7) 153 ( 10.5) 17 ( 30.4) 10 (  9.3) 29 ( 12.1) 56 ( 13.9)

Total 614 (100.0) 519 (100.0) 327 (100.0) 1,460 (100.0) 56 (100.0) 108 (100.0) 239 (100.0) 403 (100.0)
1)

 Multiple choice allowed

교 68.5%(37명), 중학교 53.0%(62명), 고등학교 53.8% 

(134명)로 나타나, 총 학생의 55.5%(233명)가 우유급

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실시교 

학생들의 학교우유급식 희망 여부가 실시교에 비하

여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학생들의 우유급식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우유급식 실시교 학생의 경우 원하는 사람만 우유

급식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을 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그 비율은 초등학교 78.0%(436명), 중학교 

87.2%(395명), 고등학교 87.0%(255명)로 총 83.2% 

(1,086명)였다(P＜0.001). 우유급식 미실시교 학생 또

한 원하는 사람만 우유급식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응

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초등학교 

61.1%(33명), 중학교 80.3%(94명), 고등학교 76.3%(190명)

로 전체 학생의 75.5%(317명)를 차지하였다(P＜0.01). 

학교우유급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두 그룹 모두 

10% 미만으로 응답률이 낮게 조사되어 우유급식 실

시교뿐만 아니라 미실시교의 학생들도 대부분 학교

우유급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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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udents’ opinions about participation in and expansion of school milk program.     N (%)

Classification
Schools to implement milk program Schools not to implement milk program

χ
2

Elementary Middle High Total Elementary Middle High Total

Opinion about school milk program participation

Want to participate 22 ( 25.3) 34 ( 26.0) 28 ( 21.9) 84 ( 24.3) 37 ( 68.5) 62 ( 53.0) 134 ( 53.8) 233 ( 55.5) 743.38***

Not want to participate 65 ( 74.7) 97 ( 74.0) 100 ( 78.1) 262 ( 75.7) 17 ( 31.5) 55 ( 47.0) 115 ( 46.2) 187 ( 44.5)

Total 87 (100.0) 131 (100.0) 128 (100.0) 346 (100.0) 54 (100.0) 117 (100.0) 249 (100.0) 420 (100.0)

χ
2

77.345*** 2.151

Opinions about school milk program expansion

Agreed 102 ( 18.2) 39 (  8.6) 28 (  9.6) 169 ( 13.0) 18 ( 33.3) 15 ( 12.8) 35 ( 14.1) 68 ( 16.2) 19.31***

Need to give a choice 436 ( 78.0) 395 ( 87.2) 255 ( 87.0) 1,086 ( 83.2) 33 ( 61.1) 94 ( 80.3) 190 ( 76.3) 317 ( 75.5)

Disagreed 21 (  3.8) 19 (  4.2) 10 (  3.4) 50 (  3.8) 3 (  5.6) 8 (  6.8) 24 (  9.6) 35 (  8.3)

Total 559 (100.0) 453 (100.0) 293 (100.0) 1,305 (100.0) 54 (100.0) 117 (100.0) 249 (100.0) 420 (100.0)

χ
2

26.542*** 16.987**

**P＜0.01, ***P＜0.001

Table 6. School distribution by school milk program implementation and types of snack that the students want to have with school milk.
    N (%) 

　Classification Elementary Middle High Total χ
2

School distribution by school milk program implementation

Schools to implement milk program 472 ( 84.4) 322 ( 71.1) 165 ( 56.3) 959 ( 73.5) 84.039***

Schools not to implement milk program 87 ( 15.6) 131 ( 28.9) 128 ( 43.7) 346 ( 26.5)

Total 559 (100.0) 453 (100.0) 293 (100.0) 1,305 (100.0)

Snack types to match with school milk for students

Just milk 416 ( 85.1) 221 ( 67.0) 113 ( 62.1) 750 ( 74.9) 84.039***

Bread or cookie 32 (  6.5) 41 ( 12.4) 37 ( 20.3) 110 ( 11.0)

Cereal 16 (  3.3) 10 (  3.0) 11 (  6.0) 37 (  3.7)

Powder (Nesquik
Ⓡ

, sunsik, mixed 

grains, etc.) 

17 (  3.5) 57 ( 17.3) 20 ( 11.0) 94 (  9.4)

Other 8 (  1.6) 1 (  0.3) 1 (  0.5) 10 (  1.0)

Total 489 (100.0) 330 (100.0) 182 (100.0) 1,001 (100.0)

***P＜0.001

4. 학교우유급식 실시교의 현황

1) 실시 현황

우유급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우유

급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Table 6) 우유급식을 선택

하는 학생은 총 73.5%(959명)로 학교군별 초등학교 

84.4%(472명), 중학교 71.1%(322명), 고등학교 56.3% 

(165명)로 조사되었다(P＜0.001).

학교우유급식 섭취 시 같이 섭취하는 것은 무엇인

가라는 질문에 대해 실시교 초등학생 85.1%(416명)

가 우유만 마신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빵, 과자 등 간식과 함께 마

신다(6.5%, 32명), 네스퀵, 선식, 미숫가루 등 가루를 

타서 마신다(3.5%, 17명)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조사

되었다. 중학생 또한 우유만 마신다(67.0%, 221명)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네스퀵, 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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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숫가루 등 가루를 타서 마신다(17.3%, 57명), 빵, 

과자 등 간식과 함께 마신다(12.4%, 41명)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도 우유

만 마신다(62.1%, 113명)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빵, 과자 등 간식과 함께 

마신다(20.3%, 37명), 네스퀵, 선식, 미숫가루 등 가

루를 타서 마신다(11.0%, 20명)의 순으로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P＜0.001). 

2)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인식

현재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우유급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는가(Table 7)를 묻는 질문에 대

해서는 초등학교 50.0%(236명), 중학교 50.3%(162명), 

고등학교 62.2%(102명)로 ‘매우 희망한다’라고 답한 

학생의 수가 전체의 52.2%(500명)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조금 그렇다’, ‘부모님께서 권하

신다면 마시겠다’는 응답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카이제곱 분석 결과 초ㆍ중ㆍ고 학교군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학생들이 학교우유급식에 참여하는 이유는 초등

학생의 36.9%(226명)가 키 크는데 우유 섭취가 도움

이 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

며, 다음으로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21.9%, 134명), 

맛이 좋아서(14.5%, 89명)의 응답 순으로 비율이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학생 또한 키 크는데 우유 

섭취가 도움이 된다(29.3%, 130명)는 응답이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따로 구매하지 

않고 편하게 마실 수 있어서(19.8%, 88명),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15.1%, 67명)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초등학교에서는 다른 

곳보다 저렴해서라는 응답이 있었다. 고등학생 27.2% 

(66명)가 따로 구매하지 않고 편하게 마실 수 있어

서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맛이 좋아서(21.4%, 52명), 영양이 풍부하

기 때문에(16.9%, 41명), 키 크는데 우유 섭취가 도

움이 된다는 생각에(16.9%, 41명)의 응답 순으로 비

율이 높게 조사되었다(Table 8).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우유급식에 참여하지 않

는 이유는 초등학생의 9.5%(58명)가 맛이 없어서라

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

으로 특유의 냄새가 싫어서(6.9%, 42명), 마시면 배

가 아파서(4.3%, 26명)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기타 의견으로는 배불러서, 겨울에 우유가 얼어

서 먹기 힘듬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중학생의 경우 

6.1%(26명)가 맛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특유의 냄새가 싫어

서(4.9%, 21명), 흰우유가 싫어서(3.3%, 14명)의 응답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 

또한 맛이 없어서(5.6%, 14명)라는 응답의 비율이 가

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흰우유가 싫어서(3.2%, 8명), 

특유의 냄새가 싫어서(2.4%, 6명), 선호하는 브랜드

의 우유가 아니어서(2.4%, 6명)의 응답 순으로 비율

이 높게 조사되었다(Table 8).

학생들의 우유급식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Table 9

와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급식우유의 포장상태, 급

식우유의 공급업체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3.4±1.6점

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

음으로 급식우유의 양, 급식우유 배식 시간, 급식우

유의 위생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

의 경우, 급식우유의 포장상태, 급식우유의 위생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2.8±1.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급식우유의 양과 급식우유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급식우유의 공급업체에 대한 만족

도 점수가 2.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

우, 포장상태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2.5±2.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급식우유의 위생, 

급식우유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급식우유의 공급

업체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2.4±2.0점으로 높게 나

타났다. 따라서 학교군간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만족

도를 비교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P＜0.001).

3) 학교우유급식 개선 방안 

우유급식 실시교 학생이 생각하는 학교우유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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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udents’ opinions about consistent participation in school milk program.     N (%)

　Classification Elementary Middle High Total χ
2

Very positive 236 ( 50.0) 162 ( 50.3) 102 ( 62.2) 500 ( 52.2) 106.399***

Positive 126 ( 26.7) 112 ( 34.8) 51 ( 31.1) 289 ( 30.2)

Positive if my parents desire 76 ( 16.1) 33 ( 10.2) 6 (  3.7) 115 ( 12.0)

Positive if my friends desire 10 (  2.1) 4 (  1.2) 2 (  1.2) 16 (  1.7)

Negative 24 (  5.1) 11 (  3.4) 3 (  1.8) 38 (  4.0)

Total 472 (100.0) 322 (100.0) 164 (100.0) 958 (100.0)

***P＜0.001

Table 8. Main reasons for participating or not participating in school milk program.     N (%) 

　Classification Elementary Middle High Total

Reasons to participate in school milk program
1)

Good taste 89 ( 14.5) 66 ( 14.9) 52 ( 21.4) 207 ( 15.9)

Rich in nutrients 134 ( 21.9) 67 ( 15.1) 41 ( 16.9) 242 ( 18.6)

Helpful for growth 226 ( 36.9) 130 ( 29.3) 41 ( 16.9) 397 ( 30.5)

Recommendation by parents/teachers 56 (  9.1) 27 (  6.1) 5 (  2.1) 88 (  6.8)

Easy to drink without personal purchase 72 ( 11.7) 88 ( 19.8) 66 ( 27.2) 226 ( 17.4)

My friends intake 6 (  1.0) 13 (  2.9) 8 (  3.3) 27 (  2.1)

Good with a snack 17 (  2.8) 34 (  7.7) 23 (  9.5) 74 (  5.7)

Other 13 (  2.1) 19 (  4.3) 7 (  2.9) 39 (  3.0)

Total 613 (100.0) 444 (100.0) 243 (100.0) 1,300 (100.0)

Reasons not to participate in the school milk program
1)

Unpleasant taste 58 (  9.5) 26 (  6.1) 14 (  5.6) 98 (  7.6)

Unpleasant flavor 42 (  6.9) 21 (  4.9) 6 (  2.4) 69 (  5.3)

Stomachache 26 (  4.3) 10 (  2.3) 5 (  2.0) 41 (  3.2)

Allergy/atopy 1 (  0.2) 3 (  0.7) 0 (  0.0) 4 (  0.3)

A different brand I drink at home 9 (  1.5) 3 (  0.7) 3 (  1.2) 15 (  1.2)

Unpleasant temperature 1 (  0.2) 2 (  0.5) 4 (  1.6) 7 (  0.5)

Not enough hungry 2 (  0.3) 7 (  1.6) 4 (  1.6) 13 (  1.0)

Not preferred brand 9 (  1.5) 9 (  2.1) 6 (  2.4) 24 (  1.9)

Prefer a cup, not a pack 2 (  0.3) 2 (  0.5) 0 (  0.0) 4 (  0.3)

Not like whole milk 25 (  4.1) 14 (  3.3) 8 (  3.2) 47 (  3.6)

Drink enough at home 8 (  1.3) 5 (  1.2) 2 (  0.8) 15 (  1.2)

Other 7 (  1.1) 3 (  0.7) 1 (  0.4) 11 (  0.9)

No answer 421 ( 68.9) 322 ( 75.4) 199 ( 79.0) 942 ( 73.0)

Total 611 (100.0) 427 (100.0) 252 (100.0) 1,290 (100.0)
1)

 Multiple choice allowed

에 대한 개선점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초등학생 38.9%(322명), 중학생 39.5%(223명), 고등학

생 34.0%(103명)가 흰우유와 당, 향, 색소를 첨가한 

가공유(초코, 바나나우유 등)의 순환제공이라고 응답

하여 전체 학생의 38.2%(64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발효유제품 제공이라는 응답이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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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egree of satisfaction with school milk program. Mean±SD

Classification Elementary (n=559) Middle (n=453) High (n=293) Mean F-value

Taste 2.9
1)

±1.5
a

2.4±1.7
b

2.1±1.8
c

2.6±1.7 22.317***

Temperature 3.2±1.5
a

2.6±1.8
b

2.3±1.9
c

2.8±1.7 30.084***

Amount 3.3±1.5
a

2.7±1.8
b

2.3±1.9
c

2.8±1.7 35.774***

Service time 3.3±1.5
a

2.6±1.8
b

2.3±1.9
c

2.8±1.8 39.886***

Packaging state 3.4±1.6
a

2.8±1.8
b

2.5±2.0
c

3.0±1.8 31.773***

Milk provider 3.4±1.6
a

2.7±1.8
b

2.4±2.0
c

2.9±1.8 28.623***

Sanitation 3.3±1.6
a

2.8±1.8
b

2.4±2.0
c

2.9±1.8 28.925***

Overall satisfaction 3.2±1.6
a

2.7±1.8
b

2.4±2.0
c

2.9±1.8 22.428***
1) 

Likert 5 point scale: 1 Not satisfied at all∼5 Very satisfied
a-c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with 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01

Table 10. Students’ preferred improvement plans for school milk program.    N (%)
1)

　Classification Elementary Middle High Total

Give a choice to drink functional milk such as lactose free milk, 

low fat milk

80 (  9.7) 53 (  9.4) 23 (  7.6) 156 (  9.2)

Adopt the cyclic school milk program of whole milk and nutrient 

fortified milk  (more than once per week)

78 (  9.4) 32 (  5.7) 29 (  9.6) 139 (  8.2)

Adopt the cyclic school milk program of whole milk and processed 

milk such as chocolate or banana milk

322 ( 38.9) 223 ( 39.5) 103 ( 34.0) 648 ( 38.2)

Provide fermented dairy products such as yogurt 200 ( 24.2) 163 ( 28.8) 83 ( 27.4) 446 ( 26.3)

Lower the milk price 37 (  4.5) 32 (  5.7) 29 (  9.6) 98 (  5.8)

Give a choice to drink anytime 35 (  4.2) 31 (  5.5) 11 (  3.6) 77 (  4.5)

Expand the opportunities to do nutrition education and activities 

about the effectiveness of milk

21 (  2.5) 10 (  1.8) 8 (  2.6) 39 (  2.3)

Homeroom teacher’s guidance for drinking of school milk 31 (  3.7) 14 (  2.5) 6 (  2.0) 51 (  3.0)

Other 24 (  2.9) 7 (  1.2) 11 (  3.6) 42 (  2.5)

Total 828 (100.0) 565 (100.0) 303 (100.0) 1,696 (100.0)
1)

 Multiple choice allowed

Table 11. Students’ preferred promotion program to increase milk consumption. Mean±SD

Classification
Elementary 

(n=599)

Middle 

(n=453)

High 

(n=293)
Mean F-value

Dairy farming experience (milking, feeding calves, or making cheese) 3.6
1)

±1.7
a

3.0±1.9
b

2.3±2.0
c

3.1±1.9 46.413***

Including menu items using milk in  school foodservice program 2.8±1.5
a

2.4±1.7
b

1.9±1.8
c

2.5±1.6 25.095***

Awarding a snack to the excellence class in the school milk program 3.5±1.7
a

3.0±2.0
b

2.4±2.1
c

3.1±1.9 29.812***

Providing flavored/functional milk or dairy products per week 4.1±1.7
a

3.4±2.1
b

2.8±2.2
c

3.6±2.0 43.803***

Providing a prize through a milk pack craft contest 3.0±1.6
a

2.4±1.7
b

1.9±1.7
c

2.5±1.7 42.497***
1)

 Likert 5 point scale: 1 Not interested at all∼5 Interested very much
a-c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with 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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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24.2%(200명), 중학생 28.8%(163명), 고등학생 

27.4%(83명)으로 전체 학생의 26.3%(446명)를 차지하

여 두 번째로 응답의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따라

서 초ㆍ중ㆍ고등학생 모두 학교우유급식에서 흰우

유와 당, 향, 색소를 첨가한 가공유(초코, 바나나우

유 등)의 순환제공과 요거트 등의 발효유제품 제공

이 학교우유급식의 개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유 소비촉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우유급식 실시교에서

는 일주일에 한 번 특별 우유 또는 유제품 제공을 

원한다는 응답이 초ㆍ중ㆍ고등학교 각각 4.1점(±1.7), 

3.4점(±2.1), 2.8점(±2.2)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

하였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낙농체험(3.6±1.7)

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학교군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학년으로 갈수록 우유 

소비촉진 프로그램들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초ㆍ중ㆍ고 학교군에 따라 모든 항목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고 찰

본 연구는 학교우유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와 실시

하지 않는 학교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제품 섭취 실태와 우유에 대한 인식, 학교우유급

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실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우유급식 실시 현황과 만족도, 요구도

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우유급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학교우유급식의 목적에 

맞게 학생의 건강 및 영양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는 학교우유급식 프로그램 실시교 학생이 미실시교 

학생에 비하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연구결

과 일반화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우유 섭취 증량을 위해서는 우유급식 여

부에 따른 속성의 비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하여 우

유급식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조사 결과, 실시교 학생들이 유제품을 섭취하는 

경로는 대부분 학교급식을 통해서인 반면에 미실시

교 학생들의 경우 주로 가정에서 필요 시 구매한 

유제품을 섭취하였고 직접 구매하는 경우의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실시교와 미실시교 학생들 

모두 가공유와 요거트 제품의 선호도가 높은 것에 

비해 흰우유의 선호도가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주 마시는 우유의 종류는 보통 흰우유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장 자주 마시는 우유의 

종류를 선택하는 이유를 통해 유추해 볼 때 부모 

또는 선생님 권유가 영향을 주거나 또는 우유가 건

강에 좋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학생들의 우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실시

교와 미실시교 학생들 모두 우유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실시교 초등

학생들의 동의 정도가 높았다. 이는 학교우유급식 

비참여 학생보다 참여하는 학생의 우유에 관한 인

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Jeong 

2014)와도 유사하다. 우유를 마시는 주된 이유로는 

키 크는데 도움이 되어서(28.6%)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Noh(2013)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성

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졌

다. 오히려 고등학생들의 경우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응답만큼 간식을 위한 음료로써 우유를 

즐긴다는 대답의 비율도 높았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선행 연구된 Park(2010)의 연구결과와 흡사

하게 우유를 마시기 싫은 이유로 맛과 우유 특유의 

냄새를 꼽았는데, 이는 가공유와 요거트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를 설명해준다. 또한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파서 우유를 꺼린다는 응답의 비율도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학교우유급식에 제공되는 우유의 종류

를 다양하게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학교우유급식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실

시교 학생들의 경우 학교급식에 상관없이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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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들이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미실시

교 학생들의 경우 50%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우유급

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

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의 운영에 있

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또한 실시

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우유급식을 희망하는 비

율이 비교적 높은 미실시교의 학생들도 우유급식을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원하는 학생들에게만 제공되

는 것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Park(2010)의 연구결과

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담임교사의 우유급식 지도

에 대하여 반대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우유

급식을 자율적으로 한다가 담임교사의 지도에 대하

여 반대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57.1%로 조사된 것과 

유사하다.

미실시교의 경우,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이 55.5%

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교우유급식을 실

시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직접 구매(27.1%) 또

는 가정구매ㆍ배달(60.5%)을 통해 개별적으로 우유

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제적인 

학교우유급식에 대해 반대하는 학생들도 지속적으

로 우유 섭취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따

라서 우유급식률이 저조한 중ㆍ고등학생 대상 또는 

미실시교를 대상으로 한 우유 모바일쿠폰 활용방안

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학교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의 섭

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제공되는 우유의 섭취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는 우

유만 섭취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학년이 높을

수록 네스퀵, 선식, 미숫가루 등의 가루를 타서 마

시거나 간식과 함께 먹는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Kim(2015)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교우유급식 제공 시 학교급식

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학교우

유급식 선호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라 사료된다.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의 50% 이상이 지속적인 급식을 원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만족도 항목 중 모든 학교군에서 맛에 대

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

교우유급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급식 우유의 

맛과 냄새가 싫다고 답한 학생이 많다는 결과와 일

치한다. 하지만, 학교우유급식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전히 급식 우유의 영양이 풍부하고 성장에 도움

이 된다는 믿음때문인 것으로 나타난 바, 우유에 대

한 지속적인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학교우유급식의 개선방향

은 흰우유와 가공우유의 순환제공이었으며, 우유소

비촉진 프로그램 중 일주일에 한 번 특별 유제품 

제공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

재 제공되고 있는 흰우유 이외의 유제품 제공에 대

한 학생들의 요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urner 등(2001)의 연구에서 우유 급식에 무지방 초

코 우유를 제공한 결과 학생들의 칼슘 섭취와 에너

지 섭취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보고와 가공

우유를 제공ㆍ섭취함으로써 학생들의 단순 과당 함

유 음료의 섭취를 감소시키고, 하루 우유 섭취량 및 

칼슘 섭취량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식사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Johnson 등 2001)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기호에 알맞은 다양한 종류

의 우유 및 유제품을 제공하고, 우유를 활용한 식단

을 제공한다면 우유 섭취 증진과 습관 형성에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유소비촉진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는 초등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학

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캐릭터 포장 및 우유 잘 먹는 어린이(“우유

대장”) 선발대회 등을 통한 포상제를 실시하거나 지

역별 유가공 공장 또는 축산농가 견학 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을 확대하여 우유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하는 등 어린이들이 우유를 좋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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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국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우유 및 학

교우유급식 섭취 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화를 도모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17개 시ㆍ도에 위치

한 60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우유급식 실시교 1,305명

과 미실시교 420명의 총 1,72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우유에 대한 인식 및 섭취실태, 우유급식 

실시 현황, 우유급식 개선 방안 등을 조사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우유급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경상남

도, 중학교는 충청남도, 고등학교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급식 미실시 비율은 초등학교에서는 인천광

역시, 중학교는 광주광역시, 고등학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2. 우유 섭취 경로는 우유급식 실시교의 경우 ‘학교

우유급식’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우유급식 미실시교 학생의 경우 ‘가정에

서 필요 시 구매’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

다. 가장 자주 마시는 우유의 종류는 우유급식 

실시교와 미실시교의 학생들 모두 ‘흰우유’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선택되었으며, 자주 마시는 우

유의 선택 이유로 우유급식 실시교, 미실시교 학

생들 모두 ‘맛있어서’, ‘건강에 좋아서’, ‘부모ㆍ선

생님이 권유하셔서’의 순이었다. 

3. 우유 섭취와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또한 우유급식 실시교와 미실시교 학생 모

두 ‘우유가 건강에 기여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우유급식에 참

여하는 이유로는 우유급식 실시교 학생들의 경우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우유급식 미실시교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서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등학생은 ‘간식을 먹을 때 음료

로 적당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

되었다. 우유를 마시기 싫은 주된 이유로 우유급

식 실시교 초등학생의 경우 ‘맛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특유의 냄새’를 가장 싫은 이

유로 선택하였다. 우유급식 미실시교 학생의 우

유를 마시기 싫은 주된 이유로 초등학교에서 ‘기

타’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특유의 냄새가 싫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4. 우유급식 실시교, 미실시교 학생 모두 ‘원하는 사

람만 우유급식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우유급식 실시교 학생 중 우유급식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5.7%였으며, 우유급식 미실시교 학생의 경우에

는 ‘희망한다’라는 응답이 55.5%로 더 높아 우유

를 먹고 싶어도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유를 먹지 못하는 학생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우유급식 실시교에서 우유를 섭취하는 학생은 초

등학교 84.4%, 중학교 71.1%, 고등학교 56.3%로 

총 73.5%였다. 학교우유급식 섭취 시 같이 섭취

하는 식품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우유

만 마신다’, ‘빵, 과자 등 간식과 함께 마신다’, 

‘네스퀵, 선식, 미숫가루 등 가루를 타서 마신다’

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중학생의 경우 ‘우유만 

마신다’, ‘네스퀵, 선식, 미숫가루 등 가루를 타서 

마신다’, ‘빵, 과자 등 간식과 함께 마신다’의 순

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 현재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서는 부정적인 응답은 4.0%, 긍정적인 응답은 96.1%

로 일단 우유급식을 경험하면 우유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우유급식

이 좋은 이유로 초ㆍ중학생의 경우 ‘키 크는데 

우유 섭취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고등학생의 경우 ‘따로 구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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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편하게 마실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우유급식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응답을 제외하고 ‘맛이 없어서’라는 응

답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우유급식 만족도는 

초등학생의 경우, 급식우유의 포장상태, 급식우유

의 공급업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중

학생은 급식우유의 포장상태, 급식우유의 위생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고등학생

의 경우, 포장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7. 우유급식 실시교 학생이 생각하는 학교우유급식 

개선점 조사 결과 학생들 모두 백색우유와 당, 

향, 색소 첨가우유(초코, 바나나우유 등)의 순환제

공, 요거트 등의 발효유제품 제공이 학교우유급

식의 개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우유소비촉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은 우

유급식 실시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특별 우유 

또는 유제품 제공을 원한다, 낙농체험 원한다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았을 때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우유급식 섭취 증진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학교우유급식의 영양적인 부

분 및 칼슘 섭취, 편리성과 같은 장점에 대한 체계

적인 교육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우

유 섭취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통 흰우유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도에 맞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유제

품을 순환제공, 원하는 유제품을 선택하여 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학교우유 섭취 증진 및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맛이나 냄새 등의 부정적인 

인식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우

유 섭취에 따른 포상제나 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것도 학교우유급식 섭취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학교우유

급식을 통해 우유를 섭취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우유를 섭취하기를 원하고, 미실시교 학

생들 중에도 우유급식을 원하는 학생들이 55% 정도

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도 우유급식의 필요성과 청소년

기 성장을 위해 칼슘 섭취의 필요성 등을 홍보 및 

교육하여 우유급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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