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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socio-demographic influences on eating behaviors among adolescents 

in Korea. Data were obtained from the Eleven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5 

KYRBS), a nationwide representative sample of 3,532,149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based on complex sample design using SPSS 

20.0 statistics. The results showed that intake frequency of soda, fast food, and instant noodles was higher in 

male than female students (P＜0.001). Additionally, the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fruits, vegetables, and 

milk was higher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an middle school students (P＜0.001). Higher levels of eco-

nomic status were associated with less skipping breakfast. Adolescents with mothers that had higher levels of 

education were more likely to be frequent consumers of fruits, vegetables, and milk, and to eat breakfast.

Key words : adolescents, eating behavior, socio-demographic factors, food consumption frequency

서 론

청소년기(adolescence)는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이

행하는 시기이며, 영아기 이후 제2의 급성장기(growth 

spurt)이다. 이 시기는 만 12∼18세까지의 중ㆍ고등학

생이 이에 해당된다. 청소년기에는 불규칙한 생활, 

과도한 학업 등으로 인해 식사를 소홀히 하기 쉽고,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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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감량을 위한 방법으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

우가 많다.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10∼

18세 청소년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24.8%로 점심식

사 4.8%, 저녁식사 4.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Korea Health Statistics 2016).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

들의 1/4 이상이 아침식사를 거른다는 결과로 우려

할 만한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거나 늦잠을 자거나 식욕이 없어

서 등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장이 왕성한 시기

에 아침결식은 영양섭취 부족으로 이어져 성장문제

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집중력, 학습능력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ee 등 2011; Kim & Kim 2012; Woo & Kim 

2015). 급속한 성장을 하는 청소년기는 전 인생을 

통틀어 가장 많은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 시기이며 

필요한 영양소는 다양한 식품군으로부터 충분히 섭

취되어야 하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어 완전한 

성장여건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Kim & Chon 

2004; Lee 등 2011). 

식습관이나 기호는 가정의 경제수준, 관습, 종교, 

지역적 특성, 부모의 교육수준 등의 영향을 받아 형

성되며 장기간에 걸친 학교 및 사회에서의 교육 등

을 통해서 이루어진다(Jang 등 2011; Kim & Kim 

2011). 청소년기의 식습관은 영양지식, 가치관, 심리

적 안정 및 성격 형성에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 시

기의 균형 잡힌 식생활은 성장과 발육에 매우 중요

하다. 일단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이 되면 쉽게 교정

하기 어려우므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올바른 식습

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Jo & Kim 

2010). 특히 과일 및 채소 섭취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채소 선호군이 비선호군보다 식생활 습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쌀과 김치가 남녀 고등

학생 식이섬유 섭취의 주요 급원이라고 하였다(Jung 

등 2011). 남녀 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식습

관을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아침식사와 저녁식사의 결식이 높았고, 식생활 

태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생활 인식, 

식생활교육 경험, 아침식사 빈도, 채소 이용 가능성, 

과일 및 우유 등의 이용 가능성, 식생활 관심도, 식

생활 인식이나 영양지식점수, 실생활 실천수준에서 

남녀 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Yi 등 

2006; Jang 등 2011; Jung 등 2011; Kim & Kim 

2011; Woo & Kim 2015; Woo 등 2016). 

또한 어머니의 학력과 가정의 소득수준도 식습관

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Kang 등(2006)의 연구에서

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침식사 결식이 

많았고 채소와 과일의 섭취빈도가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주당 아침

식사일수, 주당 과일섭취빈도, 주당 채소섭취빈도, 

주당 과자섭취빈도 및 주당 신체활동 횟수가 과체

중 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Jang 등 2011; Jo 등 2013; Park 2015), 부모의 연

령과 교육정도가 높고 월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하

루 식사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나타났다(Kim & Kim 

2011).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식습관은 장기간에 걸친 가정과 

학교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청소년기의 체계적

인 식습관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생활습관과 큰 관련성이 있는 성별, 연령, 교육 

및 소득수준과 같은 인구ㆍ사회적 요인이 식사 및 

식품섭취빈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학교, 가정, 사회가 연계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영

양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2015년에 실시된 제11차 청소년건강행

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2005년부터 

수행된 이 조사는 목표모집단을 2015년 4월 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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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4)

Characteristics
Boy

(n=35,204)

Girl

(n=32,839)

Total

(N=68,043)

Grade

   Middle school 17,858 (50.7) 16,441 (50.1) 34,299 (50.4)

   High school 17,346 (49.3) 16,398 (49.9) 33,744 (49.6)

Perceived household economic status

   High 13,574 (38.6) 10,956 (33.4) 24,530 (36.1)

   Middle 15,788 (44.8) 16,174 (49.3) 31,962 (47.0)

   Low  5,842 (16.6)  5,709 (17.4) 11,551 (17.0)

Education level of mother

   ≤Middle school   700 ( 2.6)   774 ( 2.9)  1,474 ( 2.7)

   High school 11,471 (42.2) 12,490 (46.2) 23,961 (44.2)

   ≥College 15,027 (55.3) 13,757 (50.9) 28,784 (53.1)

전국 중ㆍ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정의하였으며, 표본

설계를 위한 추출틀은 2014년 4월 기준의 전국 중ㆍ

고등학교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

강, 손상 및 안전의식, 구강건강, 개인위생, 성행태, 

아토피ㆍ천식, 인터넷중독, 건강형평성 등 14개 영

역, 12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15년에는 세종시

가 포함되어 17개 시･도의 총 800개교(중학교 400개

교, 고등학교 400개교), 70,3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

였고, 797개교, 68,043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96.7% 

참여율을 보였다. 

2. 연구방법 

1) 일반적 특성

조사항목 중 인구ㆍ사회적 요인으로 성별, 학년, 

주관적 인지 경제 상태, 어머니의 학력을 조사하였

다. 조사대상자의 학년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

년을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고

등학생’으로 구분하였고, 주관적 경제 상태는 상과 

중상은 ‘상’, 중은 ‘중’, 그리고 중하와 하는 ‘하’로 

분류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잘 모름과 무응답을 

제외하고, ‘중졸 이하’, ‘고졸’ 그리고 ‘전문대졸 이

상’으로 나누었다. 

2) 식품섭취빈도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식생

활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 중 아침식사, 주스를 제외

한 과일 섭취, 김치를 제외한 채소, 우유, 탄산음료, 

피자, 햄버거, 치킨 등의 패스트푸드, 라면, 과자 항

목의 최근 7일 동안의 식품섭취 횟수를 조사하였다. 

아침식사는 우유나 주스만 먹은 것을 제외하고 일

주일간 몇 회 섭취하였는지 체크한 후 주 1회 섭취

시 1점씩 부여하여 최소 0점에서 최대 7점까지 산

출하였다. 과일, 채소 등의 나머지 식품은 최근 7일 

동안 섭취하지 않았다(1점), 주 1∼2회(2점), 주 3∼4

회(3점), 주 5∼6회(4점), 매일 1회(5점), 매일 2회(6

점), 매일 3회 이상(7점)으로 구분하여 점수화하였다. 

3. 통계처리

조사대상자의 인구ㆍ사회적 요인은 빈도분석하였

으며, 성별과 학년에 따른 식품섭취빈도 차이 검증

은 t-test를 실시하였다. 인구ㆍ사회적 요인과 아침식

사 및 식품섭취빈도의 관련성은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처리하여 오즈비를 구하였다. 모든 자

료의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20.0(New York, USA)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

다. 전체 조사대상자 68,043명 중 남학생 35,204명

(51.7%), 여학생 32,839명(48.3%)이었고, 중학생 34,299

명(50.4%), 고등학생 33,744명(49.6%)이었다.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 상태는 ‘상’ 36.1%, 

‘중’ 47.0%, ‘하’ 17.0%로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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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ood intake frequency by gender and grade.

Intake 

frequency/week

Gender
t-value

Grade
t-value

Boy Girl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Breakfast 5.56±0.01
1)

5.38±0.02 8.994*** 5.52±0.01 5.42±0.01 4.849***

Fruits 3.21±0.01 3.25±0.01 –3.288** 3.40±0.01 3.05±0.01 29.105***

Vegetables 4.30±0.01 4.11±0.01 13.400*** 4.30±0.01 4.12±0.01 12.847***

Milk 3.68±0.01 3.01±0.01 52.362*** 3.65±0.01 3.05±0.01 46.398***

Soda 2.38±0.01 2.03±0.01 42.388*** 2.19±0.01 2.23±0.01 –4.908***

Fast food 1.96±0.00 1.90±0.00 9.762*** 1.89±0.00 1.97±0.00 13.254***

Instant noodles 2.14±0.01 1.93±0.01 31.640*** 2.10±0.01 1.98±0.01 18.253***

Snacks 2.32±0.01 2.46±0.01 –18.163*** 2.37±0.01 2.40±0.01 3.694***
1)

 Mean±SD

**P＜0.01, ***P＜0.001

으로 인지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

력은 ‘잘 모름’과 ‘무응답’을 제외한 대상자 54,219

명 중 ‘중졸 이하’ 2.7%, ‘고졸’ 44.2%, ‘전문대졸 이

상’ 53.1% 순으로 나타났다.

2. 성별과 학년에 따른 식품섭취빈도

성별과 학년에 따른 일주일간 식품섭취빈도 비교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아침식사 섭취빈도는 남학생 5.56점, 

여학생 5.38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고(P＜0.001), 채소 섭취빈도는 남학

생 4.30점, 여학생 4.11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

해 채소를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우유,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의 섭취빈도도 남

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P＜0.001). 반면, 과일과 과자는 남학생에 비해 여

학생이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일 

섭취빈도는 여학생 3.25점, 남학생 3.21점(P＜0.01), 

과자 섭취빈도는 여학생 2.46점, 남학생 2.32점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학년에 따른 아침식사는 중학생(5.52점)이 고등학

생(5.42점)보다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P＜0.001), 과일, 채소, 우유, 라면 또한 고등학생보

다 중학생이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

일 섭취빈도는 중학생 3.40점, 고등학생 3.05점, 채소

의 섭취빈도는 중학생 4.30점, 고등학생 4.12점, 우유

의 섭취빈도는 중학생 3.65점, 고등학생 3.05점, 라면

의 섭취빈도는 중학생 2.10점, 고등학생 1.98점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P＜0.001). 반면,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과자의 섭취빈도는 중학생이 

각각 2.19점, 1.89점, 2.37점, 고등학생이 각각 2.23점, 

1.97점, 2.40점으로 나타나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과

자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더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3. 주관적 인지 경제 상태에 따른 식품섭취빈도 오즈비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 상태와 식품섭취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주관적 경제 상태가 ‘하’로 인식된 경우를 기본값 1

로 가정하여 상대적인 오즈비(OR[95% CI])를 구하

였다. 아침결식의 경우 ‘상’의 오즈비는 OR=0.89 

95% CI=0.83∼0.95로, 경제 상태가 ‘하’로 인식되는 

집단에 비해 ‘상’인 경우 아침결식을 할 가능성이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P＜0.001). 과일은 주

관적 경제 상태가 ‘중’일 때 OR=0.60 95% CI=0.56∼ 

0.64, ‘상’일 때 OR=0.42 95% CI=0.39∼0.45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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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ood intake associated with family affluence scal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tandard error P-value OR
1)

95% CI
2)

Fasting breakfast Low 0.00 1.00

Middle –0.15 0.03 0.000 0.86 0.81∼0.91

High –0.12 0.03 0.001 0.89 0.83∼0.95***

Fruit Low 0.00 1.00

Middle –0.52 0.04 0.000 0.60 0.56∼0.64

High –0.87 0.03 0.000 0.42 0.39∼0.45***

Vegetable Low 0.00 1.00

Middle –0.26 0.06 0.000 0.77 0.69∼0.86

High –0.34 0.06 0.000 0.72 0.64∼0.80***

Milk Low 0.00 1.00

Middle –0.24 0.03 0.000 0.79 0.75∼0.83

High –0.45 0.03 0.000 0.64 0.60∼0.68***

Soda Low 0.00 1.00

Middle –0.00 0.03 0.908 1.00 0.95∼1.05

High –0.04 0.03 0.199 1.04 0.98∼1.10

Fast food Low 0.00 1.00

Middle –0.11 0.03 0.000 0.90 0.86∼0.94***

High –0.07 0.03 0.005 0.93 0.88∼0.98**

Instant noodles Low 0.00 1.00

Middle 0.02 0.03 0.366 1.02 0.97∼1.08

High 0.09 0.03 0.001 1.10 1.04∼1.16

Snacks Low 0.00 1.00

Middle –0.13 0.03 0.000 0.88 0.83∼0.93

High –0.05 0.03 0.089 0.95 0.90∼1.01***
1)

 OR: Odds ratio
2)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P＜0.01, ***P＜0.001

나 주관적 경제 상태를 높게 인지할수록 일주일에 1

회 이하로 과일을 섭취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

여진다(P＜0.001). 또한 채소(중 OR=0.77 95% CI=0.69

∼0.86, 상 OR=0.72 95% CI=0.64∼0.80)와 우유(중 

OR=0.79 95% CI=0.75∼0.83, 상 OR=0.64 95% CI= 

0.60∼0.68)도 주관적 경제 상태를 높게 인지할수록 

섭취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반면 탄산음료와 라면은 주관적 경제 상태가 높

을수록 적게 섭취하는 경향을 보였고, 패스트푸드와 

과자는 경제 상태가 ‘중’, ‘상’, ‘하’ 순으로 높은 섭

취빈도를 보였다. 패스트푸드는 경제 상태 ‘상’에서 

OR=0.93 95% CI=0.88∼0.98(P＜0.01), ‘중’에서 OR= 

0.90 95% CI=0.86∼0.94(P＜0.001)로 나타났으며, 과

자는 ‘상’에서 OR=0.95 95% CI=0.90∼1.01(P＜0.001), 

‘중’에서 OR=0.88 95% CI=0.83∼0.93으로 나타나 주

관적 인지 경제 상태에 따라 식품섭취가 서로 다름

을 알 수 있었다.

4.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식품섭취빈도 오즈비

어머니의 학력이 청소년의 식품섭취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졸 이하’를 기본값 1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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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ood consumption associated with education attainment of mothe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tandard error P-value OR
1)

95% CI
2)

Fasting breakfast    ≤Middle school 0.00 1.00

   High school –0.07 0.07 0.336 0.93 0.81∼1.08

   ≥College –0.15 0.07 0.039 0.86 0.75∼0.99*

Fruit    ≤Middle school 0.00 1.00

   High school –0.27 0.08 0.001 0.76 0.65∼0.90**

   ≥College –0.71 0.09 0.000 0.49 0.42∼0.58***

Vegetable    ≤Middle school 0.00 1.00

   High school –0.48 0.12 0.000 0.62 0.49∼0.79***

   ≥College –0.61 0.12 0.000 0.54 0.42∼0.69***

Milk    ≤Middle school 0.00 1.00

   High school –0.13 0.07 0.052 0.88 0.77∼1.00

   ≥College –0.39 0.07 0.000 0.68 0.59∼0.77***

Soda    ≤Middle school 0.00 1.00

   High school –0.02 0.07 0.748 0.98 0.86∼1.11

   ≥College 0.15 0.07 0.025 1.16 1.02∼1.33***

Fast food    ≤Middle school 0.00 1.00

   High school –0.23 0.07 0.000 0.79 0.70∼0.90***

   ≥College –0.19 0.07 0.006 0.83 0.73∼0.95**

Instant noodles    ≤Middle school 0.00 1.00

   High school –0.02 0.07 0.710 0.98 0.86∼1.11

   ≥College 0.09 0.07 0.156 1.10 0.97∼1.25

Snacks    ≤Middle school 0.00 1.00

   High school –0.03 0.07 0.706 0.97 0.85∼1.12

   ≥College –0.02 0.07 0.822 0.98 0.86∼1.13
1)

 OR: Odds ratio
2)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P＜0.05, **P＜0.01, ***P＜0.001

정하여 상대적인 오즈비를 구하였다(Table 4). 아침

결식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집

단의 오즈비는 0.86으로 ‘중졸 이하’에 비해 아침식

사를 결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95% CI 

0.75∼0.99, P＜0.05). 또한 ‘전문대졸 이상’의 과일

(OR=0.49 95% CI=0.42∼0.58, P＜0.001), 채소(OR= 

0.54 95% CI=0.42∼0.69, P＜0.001), 우유(OR=0.68, 

95% CI=0.59∼0.77, P＜0.001), 패스트푸드(OR=0.83, 

95% CI=0.73∼0.95, P＜0.01) 섭취는 ‘중졸 이하’에 비

해 일주일에 한 번도 먹지 않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탄산음료를 일주일에 한 번도 먹지 않

을 가능성은 ‘중졸 이하’보다 ‘전문대졸 이상’이

(OR=1.16 95% CI=1.02∼1.33, P＜0.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졸’과 ‘중졸 이하’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 과

일, 채소, 패스트푸드를 일주일에 한 번도 먹지 않

을 가능성은 과일(OR=0.76 95% CI=0.65∼0.90, P＜ 

0.01), 채소(OR=0.62 95% CI=0.49∼0.79, P＜0.001), 

패스트푸드(OR=0.79 95% CI=0.70∼0.90, P＜0.001)로 

나타나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과일과 채소의 

섭취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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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식행동은 한두 가지 특정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인구ㆍ사회학적 또는 경제적인 요인을 

포함한 여러 관련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Cusatis & Shannon 1996).

성별에 따른 식품섭취빈도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

은 남학생에 비해 과일과 과자의 섭취가 유의적으

로 높았고, 남학생은 아침식사, 채소, 우유, 탄산음

료, 패스트푸드, 라면의 섭취빈도가 여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201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남학생은 여학

생에 비해 채소, 우유,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및 라

면 섭취가 더 많고, 아침식사 결식률과 과일 및 과

자 섭취빈도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 

전남지역 농어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Chang 

& Roh(2006)의 연구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

나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과일 섭취빈도가 높았으며, 

녹황색채소, 우유, 해조류, 패스트푸드는 남학생이 

더 자주 섭취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Park & Ahn 

(2001)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채소, 우유, 

탄산음료의 섭취가 비슷한 섭취빈도를 보였으며, 과

일과 스낵ㆍ비스킷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섭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중학생의 탄산음

료 섭취 실태조사(Park 등 2010)에서는 남학생이 여

학생에 비해 높은 섭취 비율을 보였고, Jo & 

Kim(2008)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라면, 

감자튀김 및 탄산음료를 더 많이 섭취한 반면, 과일

류, 초콜릿 및 떡볶이 등은 여학생이 더 자주 섭취

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초등

학교 고학년 학생의 성별에 따른 식품섭취빈도를 

비교한 결과, 지난 일주일 동안 1회 이상 라면, 패

스트푸드를 섭취한 횟수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았고, 아침식사, 채소, 패스트푸드, 탄

산음료의 섭취에 대한 식태도 조사는 여학생이 남

학생에 비하여 좋았다고 보고하였다(Yon 등 2008). 

You & Park(2003)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스턴트

식품을 더 좋아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어린이 및 청

소년의 라면 섭취 현황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라면류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Lee & Lee 2003; Lee 등 2009; Jung 등 2011).

학년에 따른 식품섭취빈도의 차이검증 분석 결과 

중학생의 경우 일주일간 아침식사의 섭취빈도, 과일, 

채소, 우유, 라면의 섭취빈도가 고등학생에 비해 유

의적으로 높아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아침식사, 과

일, 채소, 우유, 라면을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과자의 섭취빈

도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아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과자

를 더 낮은 빈도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ang 

등(2003)의 중ㆍ고등학생의 식태도를 조사한 연구에

서는 고등학생의 식태도의 점수가 중학생보다 유의

적으로 낮았고,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평가한 Park & Yim(2014)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주로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반면, 고등학생도 ‘저녁

식사’ 결식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보

다 고등학생의 식습관에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지

적한 바 있다. 또한 아침식사 결식률,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게 나오고, 과일, 

채소, 우유, 라면 섭취율은 낮게 나왔다고 보고하였

다. Lee & Han(1996), Jang 등(2000)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불규칙한 식습관, 결식률, 편식,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경우 섭취하는 음식

의 양에 차이가 있다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식습

관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아침식사의 규칙성에 

대한 Yi 등(2006)의 연구결과에서는 중학생이 고등

학생보다 항상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비율이 높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결식의 비율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남ㆍ녀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

주일간 아침식사의 결식은 매일 빠짐없이 먹는다의 

경우가 남학생이 48.8%, 여학생이 32.0%, 거의 안먹

는다의 경우가 남학생이 18.6%, 여학생이 33.9%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아침식사 결식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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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The effects of education attainment of mother, gender, grade, and family affluence scale on breakfast consumption.

B β t-value

Education attainment of mother  0.344  0.072  58.024***

Gender –0.183 –0.035  16.358***

Grade –0.034 –0.006 –0.8169***

Family affluence scale  0.254  0.068  15.158

C=4.299, F=96.171***, R
2
=0.014, Adjusted R

2
=0.014

***P＜0.001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Lee & Han 1996). Jung 등

(2011)의 연구에서 학년에 따른 라면류 선호 정도의 

결과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등의 순으로 라면

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이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과 비교해 볼 때 일주일에 1회 이상 상

대적으로 라면류를 많이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한 분포의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

구결과 중학생의 아침식사, 과일, 채소, 우유 섭취빈

도가 고등학생보다 높고,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과

자의 섭취빈도는 낮아 식품섭취상태가 고등학생보

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 상태와 식품섭취빈도

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 

상태가 높을수록 과일, 채소, 우유를 일주일에 1회 

이상 먹을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Park & Ahn(2001)의 연구에서 경제수준이 높

을수록 과일, 비스킷, 피자, 프라이드치킨 등의 섭취

빈도가 많았으며, 라면의 섭취빈도는 적다고 하였는

데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과일의 

섭취빈도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Kim 

등(2010)은 중ㆍ고등학생들의 아침식사 섭취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별이 남자일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아침식사

를 결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중ㆍ고등

학생 모두 자가 인식 가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아

침식사 결식률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Kang 등

(2006)은 군포시 소재 초등학생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구 월 소득의 총합이 200만 원 미만

인 경우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더 많았고, 과일

의 섭취빈도가 적은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보고하였

다. Kim & Kim(201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연령과 

교육정도가 높고 월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하루 식

사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과 식품섭취빈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과일, 채소를 일주일

에 한 번도 섭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았으며, 학력

이 높을수록 탄산음료, 패스트푸드를 섭취할 가능성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Jang(2003)의 연구에서 식

생활 태도와 어머니의 학력이 양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Kang 등(2006)의 연구에서 어머니

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채소와 과일의 섭취빈도가 적은 경우

가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최근 부모의 교육수

준과 청소년 자녀의 과체중 유병률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Jang 등 2011; Park 

2015).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과체중 유병률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주관적 경제 상태와 

가구풍요도 점수가 높을수록 과체중 유병률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최근 학생들이 식사로 대

신하는 패스트푸드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일 과일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와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학생들이 그렇

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불행감이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Park 등 2017). 

본 연구는 인구ㆍ사회적 요인이 청소년의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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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식품섭취빈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의 필요

성과 학교, 가정, 사회가 연계된 체계적이고 지속적

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하였으나 인구ㆍ사회적 요인의 식생활에 대한 

영향력을 단편적으로 분리하여 살펴보는 한계점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충분한 통계적 설명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하여 Appendix 1로 추가하고자 

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15년에 실시된 제11차 청소년건강행

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조사에 참여

한 797개교, 68,043명(남학생 35,204명, 여학생 32,839

명)의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의 식품섭취빈도와 인구

ㆍ사회적 요인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1. 성별에 따른 식품섭취빈도의 결과는 여학생의 경

우 아침식사, 채소, 우유의 섭취가 남학생에 비해 

낮았고, 남학생의 경우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

면의 섭취가 여학생에 비해 높았다. 그러므로 여

학생의 경우 아침식사, 채소, 우유 섭취의 증가와 

남학생의 경우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 섭취

의 감소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학년에 따른 식품섭취빈도의 결과는 중학생이 고

등학생보다 식품섭취상태가 양호한 편이었다. 중

학생의 경우 일주일당 아침식사의 섭취빈도, 과

일, 채소, 우유, 라면의 섭취빈도가 고등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반면, 탄산음료, 패스트푸

드, 과자의 섭취빈도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

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 상태에 따른 식품섭취

빈도의 결과는 아침결식의 경우 주관적 인지 경

제상태 ‘중’, ‘상’ 순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이 낮았

고, 과일, 채소, 우유의 경우는 주관적 인지 경제 

상태가 높을수록 주 1회 이상 섭취할 가능성이 

높았고, 패스트푸드와 과자의 섭취는 주관적 인

지 경제 상태가 ‘중’일 때 주 1회 이상 섭취할 가

능성이 높았다.

4. 어머니 학력에 따른 식품섭취빈도의 결과는 어머

니 학력이 높을수록 아침식사 결식률과 과일, 채

소, 우유를 일주일에 한 번도 먹지 않을 가능성

이 낮았으며, 탄산음료는 어머니 학력이 ‘전문대

졸 이상’일 때 섭취빈도가 가장 낮았고, 패스트푸

드는 어머니 학력이 ‘중졸 이하’일 때 섭취빈도가 

낮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과일과 채소 섭취는 

높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아침식사의 중요성 및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구ㆍ사회적 요인에 따른 식품섭취빈도

의 영향력을 재고하여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 적합

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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