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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children’s breakfast skipping and their mothers’ needs for

breakfast service at child care center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mothers of children aged 3 to 5 years and

attending child care centers in Gwanak-gu, Seoul. Out of 960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 the caregivers at 32 child

care centers, 633 were returned (66% response rate), and 449 were analyzed (47% analysis rate) after excluding data

from the respondents not meeting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is study: mothers of children aged 3 to 5 years. Over 2/3

(69%) of children ate breakfast every weekday (Breakfast Eaters) and almost 1/3 (31%) of children skipped breakfast

one time or more often on weekdays (Breakfast Skippers). The collected data were compared between Breakfast Eaters

and Breakfast Skippers. The average Good Dietary Practice Score of Breakfast Skipper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Breakfast Eaters, implying poorer dietary habits. A higher percentage of mothers of Breakfast Skippers (62%)

responded that breakfast service was ‘necessary’ or ‘very necessary’ at child care centers than those of Breakfast Eaters

(27%).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factors affecting mothers’ needs for breakfast

service at child care centers. The result showed that the children’s ages, mothers’ occupational status, household

monthly income, frequencies of eating breakfast on weekdays and satisfaction level with morning snack provided at

child care centers affected mothers’ needs for breakfast service at child care centers. In particular, mothers who had a

full-time job (OR = 2.06) than housewives, mothers whose children did not eat breakfast at al (OR = 3.54), ate 1~2

times (OR = 5.50) or ate 3~4 times (OR = 3.80) on weekdays than those whose children ate breakfast every weekday

were more likely to have needs for breakfast service at child care centers than housewives. In conclusion, Breakfast

Skippers tended to have poorer dietary habits than Breakfast Eaters and Full-time working mothers had higher needs

for breakfast service at child care centers. This study results suggest that child care centers consider serving breakfast

to children as the number of working mothers increase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3(5) : 682~69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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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됨에 따

라 육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책적인 지

원에 힘입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2008)의 통계에 따

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사이에 6,700개소의

보육시설이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만 3~5세의 유아는 줄

어드는 데 반해(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는 증가하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MOHW] 2004b;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es 2008), 만

3~5세 유아 중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의 비율이 지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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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1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식습관을 평가한 연

구들(Lee 등 2000; Park & Kim 2007)에 따르면, 유아

가 주로 거르는 끼니가 아침식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

사는 전날 저녁식사 이후부터 오랜 시간 지속된 공복에 포도

당을 공급하여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하므로 그 섭취

의 중요성이 다른 끼니보다 크다. 특히, 유아기는 신체의 성

장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청소년 및 성인기까지 지속될 식습

관이 점차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아침식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유아기 아침결식에 대한 우려와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United States Depart-

ment of Agriculture[USDA] 2002), 스웨덴(Park 등

2004) 및 싱가포르(Health Promotion Board 2005)에

서는 유아의 아침결식을 줄이기 위해 보육시설에서 아침급

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 국가에서 아침

급식으로 제공하는 식품은 우유, 과일 및 채소, 곡류 및 빵류

등이고, 제공 식단 및 제공 분량은 연령에 따라 조정된다. 

미국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아침결식률을 낮추기 위해 보

육시설 및 학교에서도 아침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1966

년에 시범적으로 시작한 이후 1975년에 상설 프로그램으로

확립되었으며,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USDA 2007). 또한 미국의 학교아침급식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은 아침급식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학교에서 아침급식

을 먹는 학생들이 먹지 않는 학생들보다 아침결식률이 낮았

으며(Butcher-Powell 등 2003) 더 바람직한 영양섭취를

하고 있었다(Nicklas 등 1993). 

미국에서 보육시설 및 학교의 아침급식프로그램을 통해 아

침결식률을 줄이고 바람직한 영양섭취를 이룬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아침급식을 통하여 수혜아동들의 아침결식률을

줄이고 영양섭취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학교아침급식프로그램 도

입을 위한 기초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Kim 등 2007; Lee

등 2007; Yoon 2007). 그러나 유아의 아침결식문제를 주

요 주제로 다루거나 수혜자 입장에서 보육시설에서의 아침

급식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지를 조사한 논문은 보고

된 바 없다. 따라서 보육시설 아침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논

의에는 이와 같은 기초자료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의 아침급식 필요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관악구 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아침결식

여부에 따른 식생활 특성을 파악하고, 보육시설의 아침급식

에 대한 어머니의 니즈(needs)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조사대상 및 방법
—————————————————————————

1. 자료 수집

관악구 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5월 기준, 관

악구 내 보육시설은 총 171개였다. 이 중 임의로 32개 시설

을 선정하여 각 시설 마다 30명의 어머니, 총 96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모두 아침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의 어머니였다. 설문 조사를 실

시하기 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1개 시설의 보

호자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설문

결과와 보육시설 급식 관련 전문가 3명의 조언을 반영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관악구 보건소의 협조로 2007년 6월 20일부터 한 달 간

설문지를 배부·수거하였다. 관악구 보건소는 선정된 보육

시설에 설문지를 발송하고 각 보육시설 담당자가 유아의 보

호자에게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각 보육시

설에서 수거된 후 관악구 보건소로 취합되었다.

2. 조사 내용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사항, 유아

의 식생활 및 식습관, 급식에 대한 어머니의 의견, 영양교육

에 대한 어머니의 의견, 유아의 식품섭취빈도 및 선호도, 식

품안전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본 연

구의 분석에는 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사항, 유아의 식생활 및

식습관 중 유아의 아침결식 실태 및 관련 사항, 급식에 대한

어머니의 의견 중 보육시설의 아침급식 제공에 대한 의견이

사용되었다.

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사항에 대한 문항은 유아의 성별과

연령,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 가구 월평균 수입으로 구성되

었다. 유아의 아침결식 실태 및 관련 사항에 대한 문항은 평

일 중 유아의 아침식사 섭취횟수, 아침식사 준비자, 아침식

사 내용, 아침결식 이유, 기상시각, 아침식사섭취시각, 집에

서의 간식섭취시각, 저녁식사섭취시각, 바른 식생활 실천 정

도로 구성되었다. 유아의 아침결식 실태 및 관련 사항의 문

항들은 선행 연구(Chung 등 2004; Kim & Ju 2004;

Bang 등 2006)에서 보고된 초등학생의 아침결식 관련 요

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바른 식생활의 실천 정도에 대한

문항은 MOHW(2004a)에서 발행한 어린이 식생활 지침의

전체 14개 문항 중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은 2개 문항이 제

외되어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천 정도에 대한 응

답 문항은 어린이 식생활 지침의 실천 평가지를 참고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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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

보육시설의 아침급식 제공에 있어서 아침급식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지, 아침급식을 제공한다면 적절한 제공시간은

언제이며 원하는 식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어머니의 의견

을 물어 보았다. 이와 더불어 현재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오

전간식, 점심급식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 정도를 물었다.

3. 자료 분석

배부된 960부의 설문지 중 633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65.9%). 회수된 설문지 중 유아의 연령이 만 3~5세가 아니

며, 어머니 외의 보호자가 응답한 175부와 주요 문항이 부

실 기재된 9부를 제외한 총 449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분

석율 46.8%). 

평일 중 유아의 아침식사 섭취횟수를 묻는 문항에서 ‘거의

매일 먹음’으로 응답한 어머니의 유아는 “아침식사군”으로,

‘거의 안 먹음’, ‘주 1~2회 먹음’ 또는 ‘주 3~4회 먹음’으로

응답한 어머니의 유아 즉, 평일 중 주 1회 이상 아침을 결식

한 유아는 “아침결식군”으로 구분하였다. 두 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내용을 카이제곱검정 또

는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 내용 중 바른 식생활 실천에 대한 문항의 응답항목인

‘실천하지 못한다’, ‘가끔 실천한다’, ‘잘 실천하다’에 대하여

각각 0, 1, 2점을 부여하였으며, 12개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바른 식생활 점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보육시설에서 제공하

는 오전간식, 점심급식에 대한 만족도 문항에서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는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에 각각 1, 2, 3, 4, 5점

을 부여하였다. 

보육시설의 아침급식 제공에 대한 어머니의 니즈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활

용되는 기법으로 종속변수가 1, 0과 같이 2분 변수인 경우

에 사용되는 회귀분석의 한 종류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로 주어지는 승산비(OR: Odds Ratio)가 1인 독립변수

는 종속변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1보다 작을수

록 강한 음의 관계를, 1보다 클수록 강한 양의 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는 보육시설의 아침급식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무응답(15명) 또는 ‘잘 모

르겠다’(33명)에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총 401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에서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어머니를 보육시설의 아침급식 제공에 대한 니즈가

있는 집단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 또는 ‘필요하지 않다’

라고 응답한 어머니를 보육시설의 아침급식 제공에 대한 니

즈가 없는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각 1, 0으로 코딩하여 종속

변수로 이용하였다. 

학교아침급식에 대한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Kim 등 2007) 결과를

근거로 유아의 성별, 평일 중 유아의 아침식사 섭취횟수, 보

육시설의 오전간식, 점심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보육시설의

아침급식에 대한 어머니의 니즈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로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포함시켰다. 또한, 초등학생의 아

침결식 관련 요인으로 보고된 결과(Kim & Ju 2004; Bang

등 2006)를 근거로 유아의 연령,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 가

구 월평균 수입을 독립변수로 모형에 포함시켰다.

독립변수 중 가구 월평균 수입(n = 20)과 보육시설의 오

전간식(n = 8), 점심급식(n = 4) 만족도에 무응답한 경우

가 있었다. 본 자료의 무응답을 무시할 경우 자료의 손실이

일어나고 추론 시 편향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결측값을 대체

하였다(Lee & Kim 1997). 범주형 변수인 가구 월평균 수

입의 결측값은 최빈 범주법(Lee & Kim 1997)에 의해, 연

속형 변수인 오전간식, 점심급식 만족도의 결측값은

EM(Expectation-Maximization) 대체방법(Hwang 등

2002)에 의해 대체되었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WIN(12.0 version)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

 결 과
—————————————————————————

1. 아침식사군과 아침결식군의 분류 및 일반사항

평일 중 유아의 아침식사 섭취횟수를 보았을 때, 유아 중

2/3 이상(69.0%)이 거의 매일 아침을 먹었고, 다음으로 ‘주

3~4회 먹음’(15.6%), ‘주 1~2회 먹음’(8.5%), ‘거의 안

먹음’(6.9%)순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아침을 먹는 유아

를 아침식사군으로, 평일 중 주 1회 이상 아침을 결식하는 유

아를 아침결식군으로 분류하였다(Table 1).

아침식사군과 아침결식군의 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사항은

Table 2와 같으며, 모든 항목에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유아의 남·여 비율은 비슷하였으며,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체 조사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Table 1. Frequencies of eating breakfast on weekdays

Frequencies of breakfast n (%) Classification of subjects

Everyday 310 (69.0) Breakfast Eaters

3 − 4 days 70 (15.6)

Breakfast Skippers1 − 2 days 38 (88.5)

Never 31 (86.9)

n =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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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어머니가 대학교(전문대 포함)를 졸업한 비율이 가

장 많았다. 아침식사군과 아침결식군 간에 어머니의 직업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아침결식군

의 어머니를 세분화하여 보았을 때, 아침을 거의 안 먹는 유

아의 어머니(41.9%)와 주 1~2회 아침을 먹는 유아의 어

머니(52.6%)는 아침을 거의 매일 먹는 유아의 어머니

(37.4%)보다 전일제 직업을 가진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 월평균 수입은 200만 원 대가 가

장 많았다.

2. 아침식사군과 아침결식군의 식생활 실태

유아가 아침식사를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중복 응답을

허용하여 조사한 결과, 아침식사군과 아침결식군을 합하여

총 237명이 응답하였다. ‘자녀가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자

녀가 늦게 일어나 시간이 없어서’, ‘보호자가 아침식사를 준

비할 시간이 없어서’, ‘자녀가 아침을 먹으면 소화를 잘 못해

서’, ‘기타’의 총 5가지 응답항목 중에 ‘자녀가 아침에 입맛

이 없어서’(49.5%)와 ‘자녀가 늦게 일어나 시간이 없어서’

(34.5%)가 총 8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보호자가 아침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10.1%)가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Table 3은 아침식사군과 아침결식군 간의 아침식사 준비

자 및 아침식사 내용을 비교한 결과이다. 아침식사를 준비하

는 사람은 대부분이 ‘어머니’(84.8%)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침식사 내용의 경우, 아침식사군과 아침결

식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침식사군은 대부분

(91.5%)이 아침식사로 ‘밥, 국, 반찬류’의 전통식을 섭취하

고 있었다. 반면 아침결식군의 경우 아침식사를 전통식으로

하는 비율은 약 64%이고, 1/3 이상(36.4%)이 아침식사를

전통식 대신 ‘씨리얼, 우유’, ‘과일, 샐러드’ 등과 같은 간편

식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침식사군과 아침결식군의 기상시각 및 식사와 간식섭취

시각을 비교한 결과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기상시각, 아

침식사섭취시각, 집에서의 간식섭취시각, 저녁식사섭취시각

모두에서 아침결식군이 아침식사군보다 늦은 경향을 보였으

며, 두 군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바른 식생활의 실천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아침결식군의

실천점수가 아침식사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Table 5). 바

른 식생활의 실천정도를 평가하는 12개 항목 중 ‘하루에 두

끼 이상을 밥으로 먹는다’, ‘과자나 음료수, 패스트푸드를 적

Table 2. Comparison of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Breakfast Eaters and Breakfast Skippers 

Characteristics Breakfast Eaters1)

(n = 310)

Breakfast Skippers2)

(n = 139)

Total

(n = 449)

p-value3)

n (%)

Children Gender Male 170 (54.8) 67 (48.2) 237 (52.8) 0.193

Female 140 (45.2) 72 (51.8) 212 (47.2)

Age (years) 3 71 (22.9) 35 (25.2) 106 (23.4) 0.803

4 116 (37.4) 48 (34.5) 164 (36.6)

5 123 (39.7) 56 (40.3) 179 (40.0)

Moth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5 (81.6) 1 (80.7) 6 (81.3) 0.213

High school 113 (36.5) 65 (46.8) 178 (39.6)

University (including College) 180 (58.1) 69 (49.6) 249 (55.5)

Graduate school 12 (83.9) 4 (82.9) 16 (83.6)

Occupation status Full time 116 (37.4) 59 (42.4) 175 (39.0) 0.387

Part time 34 (11.0) 18 (12.9) 52 (11.6)

Housewife 160 (51.6) 62 (44.6) 222 (49.4)

Household monthly income4)

  (thousand won)

< 1,000 13 (84.4) 10 (87.6) 23 (85.4) 0.383

≥ 1,000 to < 2,000 75 (25.5) 34 (26.0) 109 (25.6)

≥ 2,000 to < 3,000 105 (35.7) 39 (29.8) 144 (33.9)

≥ 3,000 to < 4,000 64 (21.8) 35 (26.7) 99 (23.3)

≥ 4,000 37 (12.6) 13 (89.9) 50 (11.8)

1) Children who ate breakfast every weekday
2) Children who skipped breakfast one time or more often on weekdays
3) p-value by Chi-square test
4) The total number of responses doesn't equal to 449 due to non-responses.



686·유아의 아침결식 및 보육시설의 아침급식 필요성

게 먹는다’, ‘불량식품을 먹지 않는다’에서 아침결식군이 아

침식사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얻었다. 

3. 아침식사군과 아침결식군 어머니의 보육시설 아침급식

제공에 대한 의견

보육시설에서 아침급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의

견은 Table 6과 같다. 보육시설에서의 아침급식 제공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분포는 아

침식사군과 아침결식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침결

식군의 어머니(62.4%)가 아침식사군의 어머니(26.6%)보

다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또는 ‘잘 모르겠다’에 응답한

경우, 적절한 아침급식 제공시간과 식단에 대한 의견을 물었

다. 아침급식을 제공하기에 적절한 시간으로 아침식사군은

‘8시 30분~9시’를 가장 선호하는 것에 반해 아침결식군은

이 보다 늦은 시간인 ‘9시~9시 30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아침급식으로 적절한 식단으로는 아침식사군

과 아침결식군 모두 ‘밥, 국, 반찬류’의 전통식 신단을 원하

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일, 샐러드’, ‘씨

리얼, 우유’를 선호하였다. 

4. 보육시설의 아침급식에 대한 어머니의 니즈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Table 7은 보육시설의 아침급식에 대한 어머니의 니즈와

관련된 요인을 찾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포함된 유아

또는 어머니의 특성을 보여준다. 유아의 남·여 비율은 비슷

하였으며, 4세나 5세 유아에 비해 적은 수의 3세 유아가 분

석에 포함되었다. 어머니가 대학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

Table 3. Comparison of persons responsible for breakfast preparation and foods consumed at breakfast between Breakfast Eaters and
Breakfast Skippers

Breakfast Eaters1)

(n = 310)

Breakfast Skippers2)

(n = 139)

Total

(n = 449)

p-value3)

n (%)

Persons preparing

  breakfast4)
Mother 263 (85.7) 104 (82.5) 367 (84.8) < 0.434

Grandmother 35 (11.4) 16 (12.7) 51 (11.8)

Father 2 (80.7) 3 (82.4) 5 (81.2)

Others5) 7 (82.3) 3 (82.4) 10 (82.3)

Foods consumed at

  breakfast4)
Rice, soup, side dishes 281 (91.5) 75 (63.6) 356 (83.8) < 0.001

Bread, milk 9 (82.9) 11 (89.3) 20 (84.7)

Cereal, milk 7 (82.3) 13 (11.0) 20 (84.7)

Fruit, salad 3 (81.0) 7 (85.9) 10 (82.4)

Others6) 7 (82.3) 12 (10.2) 19 (84.5)

1) Children who ate breakfast every weekday
2) Children who skipped breakfast one time or more often on weekdays
3) p-value by Chi-square test
4) The total numbers of responses don't equal to 449 due to non-responses
5) Others included 'Aunt' and 'Housekeeper'
6) Others included 'Western soup' and 'Gruel'

Table 4. Comparison of rising and eating time between Breakfast Eaters and Breakfast Skippers

Breakfast Eaters1)

(n=310)

Breakfast Skippers2)

(n=139)

Difference3) p-value4)

Mean ± SD

Time of getting up 07:42 ± 36 minutes 08:03 ± 42 minutes −21 minutes < 0.001

Time of eating breakfast 08:12 ± 30 minutes 08:30 ± 36 minutes −18 minutes < 0.001

Time of eating snack at home 17:06 ± 72 minutes 17:48 ± 78 minutes −42 minutes < 0.001

Time of eating dinner 19:14 ± 42 minutes 19:30 ± 42 minutes −16 minutes 0.003

1) Children who ate breakfast every weekday
2) Children who skipped breakfast one time or more often on weekdays
3) Difference = Breakfast Eaters - Breakfast Skippers
4) p-value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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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dietary practice between Breakfast Eaters and Breakfast Skippers1)

Items Breakfast Eaters2)

(n = 293)

Breakfast Skippers3)

(n = 132)

Difference4) p-value5)

Mean ± SD

I eat rice as a meal more than two times per one day. 1.94 ± 0.24 1.77 ± 0.53 0.17 < 0.001

I do not eat junk food. 1.69 ± 0.55 1.48 ± 0.72 0.21 0.003

I wash my hands before eating food. 1.66 ± 0.55 1.59 ± 0.52 0.07 0.177

I eat cookie, soft drink or fast food less than average. 1.53 ± 0.63 1.29 ± 0.69 0.24 < 0.001

I mostly eat fruit, milk as snack. 1.52 ± 0.62 1.54 ± 0.58 −0.02 0.652

I eat meat, fish or egg everyday. 1.33 ± 0.59 1.28 ± 0.54 0.05 0.426

I seat up right when I eat. 1.20 ± 0.71 1.13 ± 0.74 0.07 0.328

I exercise everyday: walking, rope-jumping, jogging. 1.19 ± 0.73 1.23 ± 0.73 −0.04 0.598

I do not only eat side dish that I like. 1.16 ± 0.71 1.06 ± 0.76 0.10 0.164

I drink more than two cups of milk everyday. 1.09 ± 0.77 1.13 ± 0.77 −0.04 0.587

I eat bean or bean curd everyday. 1.07 ± 0.63 1.07 ± 0.56 0.00 0.883

I eat various vegetables at each meal. 0.99 ± 0.65 0.92 ± 0.63 0.07 0.265

Good Dietary Practice Score6) 16.40 ± 3.57 15.64 ± 3.57 0.76 0.041

1) Scale of 0 = don't practice, 1 = practice often, 2 = practice well
The total number of responses doesn't equal to 449 because responses were only included when all the 12 items were fully
answered.

2) Children who ate breakfast every weekday
3) Children who skipped breakfast one time or more often on weekdays
4) Difference = Breakfast Eaters - Breakfast Skippers
5) p-value by t-test
6) The dietary habit score, a sum of 12 items' scores, could range from 0 to 24.

Table 6. Comparison of mothers' opinions on breakfast service at child care centers between Breakfast Eaters and Breakfast Skippers

Opinions Breakfast Eaters1)

(n = 310)

Breakfast Skippers2)

(n = 139)

Total

(n = 449)

p-value3)

n(%)

Level of needs4) Very necessary 9 (83.0) 16 (12.0) 25 (85.8) < 0.001

Necessary 71 (23.6) 67 (50.4) 138 (31.8)

Not sure 29 (89.6) 4 (83.0) 33 (87.6)

Unnecessary 142 (47.2) 45 (33.8) 187 (43.1)

Very unnecessary 50 (16.6) 1 (80.8) 51 (11.7)

Appropriate time for

  breakfast service5)

Before 08:00 3 (82.3) 0 (80.0) 3 (81.3) 0.028

08:00 − 08:30 21 (15.9) 8 (88.4) 29 (12.8)

08:30 − 09:00 51 (38.6) 29 (30.5) 80 (35.2)

09:00 − 09:30 39 (29.6) 34 (35.8) 73 (32.2)

09:30 − 10:00 12 (89.1) 21 (22.1) 33 (14.5)

10:00 − 10:30 6 (84.5) 3 (83.2) 9 (84.0)

Appropriate menu for

  breakfast service5)

Rice, soup, side dishes 89 (65.4) 53 (58.9) 142 (62.8) 0.417

Fruit, salad 21 (15.4) 11 (12.2) 32 (14.2)

Cereal, milk 11 (88.1) 8 (88.9) 19 (88.4)

Bread, milk 5 (83.7) 5 (85.6) 10 (84.4)

Others6) 10 (87.4) 13 (14.4) 23 (10.2)

1) Children who ate breakfast every weekday
2) Children who skipped breakfast one time or more often on weekdays
3) p-value by Chi-square test
4) The total number of responses doesn't equal to 449 due to non-responses.
5) The total numbers of responses don't equal to 449 because only mothers having checked 'Very necessary', 'Necessary' or 'Not

sure' in the question regarding the needs of breakfast service at child care centers answered the relevant questions.
6) Others included 'Western soup' and 'Gr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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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비율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비율보다 높았

다.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가 전체 분석대상자의 약 1/2

에 달했으며, 직업을 가진 경우, 파트타임 직장인보다 전일

제 직장인인 경우가 4배 정도 많았다.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많았다.

유아가 거의 매일 아침을 먹는 비율이 약 2/3를 차지했고,

전혀 먹지 않거나 일주일에 1~2회 또는 3~4회 먹는 유아

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오전간식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 평균은 불만족과 만족의

중간상태인 3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높은 만족도

를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 점심급식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약 4점으로 아침간식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로

지스틱 회귀모형의 Model χ2 값은 88.571(p < 0.001)로

유의하였고, 모형적합도 값(Hosmer and Lemeshow's

Goodness-of-Fit Index)은 11.305(p = 0.185)로 유

의하지 않았으므로 추정된 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다고 판

단하였다.

독립변수로 포함된 변수들 중 유아의 연령, 어머니의 직

업, 가구 월평균 수입, 평일 중 유아의 아침식사 섭취횟수, 보

육시설 오전간식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가 보육시설의 아

침급식 제공에 대한 어머니의 니즈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아의 연령의 경우, 연령이 1세 높

아질수록 보육시설의 아침급식 제공에 대한 어머니의 니즈

가 있을 확률이 32% 더 낮아졌다. 어머니가 전업주부일 때

보다는 전일제 직장인일 때 보육시설의 아침급식 제공에 대

한 니즈가 있을 확률이 2.1배 더 높았다. 가구 월평균 수입

의 경우, ‘200만원 이상’일 때보다 ‘200만원 미만’일 때 보

육시설의 아침급식 제공에 대한 어머니의 니즈가 있을 확률

이 1.7배 더 높았다. 

평일 중 유아의 아침식사 섭취횟수에 따라 보았을 때, 보

육시설의 아침급식 제공에 대한 어머니의 니즈가 있을 확률

이 유아가 아침식사를 거의 매일 먹는 경우보다 주 3~4회만

먹는 경우는 3.8배, 주 1~2회만 먹는 경우는 5.5배, 거의 안

먹는 경우는 3.5배나 더 높았다. 점심급식 만족도는 보육시

설의 아침급식 제공에 대한 어머니의 니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전간식 만족도의 경

우, 만족도가 1단위 높아질수록 보육시설의 아침급식 제공

에 대한 어머니의 니즈가 있을 확률을 39% 더 낮아지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Table 7.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cluded in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haracteristics Needs for breakfast service

at child care centers

Total

(n = 401)

Yes

(n = 163)

No

(n = 238)

n (%)

Children Gender Male 72 (44.2) 134 (56.3) 206 (51.4)

Female 91 (55.8) 104 (43.7) 195 (48.6)

Age (years) 3 49 (30.1) 46 (19.3) 95 (23.7)

4 60 (36.8) 88 (37.0) 148 (46.9)

5 54 (33.1) 104 (43.7) 158 (39.4)

Mothers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78 (47.9) 84 (35.3) 162 (40.4)

≥ University (including college) 85 (52.1) 154 (64.7) 239 (59.6)

Occupation status Full time 80 (49.7) 81 (34.0) 161 (40.1)

Part time 13 (88.0) 32 (13.4) 45 (11.2)

Housewife 70 (42.9) 125 (52.5) 195 (48.6)

Household monthly income

  (thousand won)

< 2,000 60 (36.8) 58 (24.4) 118 (29.4)

≥ 2,000 103 (63.2) 180 (75.6) 283 (70.6)

Frequencies of eating breakfast

  on weekdays

Never 17 (10.4) 10 (84.2) 27 (86.7)

1 − 2 days 27 (16.6) 9 (83.8) 36 (89.0)

3 − 4 days 39 (23.9) 27 (11.3) 66 (16.5)

Everyday 80 (49.1) 192 (80.7) 272 (67.8)

Mean ± S.D.

Satisfaction with morning snack at child care centers1) 3.39 ± 0.80 3.72 ± 0.69 3.58 ± 0.76

Satisfaction with lunch service at child care centers1) 3.89 ± 0.64 3.99 ± 0.57 3.95 ± 0.60

1) Scale of 1 = very unsatisfied, 2 = unsatisfied, 3 = neither satisfied nor unsatisfied, 4 = satisfied, 5 = very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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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찰
—————————————————————————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유아의 2/3 이상(69%)은 평일 중

거의 매일 아침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약 1/3(31%) 가

량이 평일 중 주 1회 이상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

로 식습관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Kang 2005; Choi &

Jung 2006; Lee 2006)에서 연구에 따라 65~77%의 유

아가 아침식사를 매일 먹고, 23~35%의 유아가 가끔 먹거

나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침결식 관련 요인을 분

석한 선행 연구(Chung 등 2004; Kim & Ju 2004; Bang

등 2006; Yeoh 등 2008)에 따르면, 성별, 연령, 가구 소득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초·중·

고등학생의 아침결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

아를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 결과, 아침식사군과 아침결식

군 사이에 유아의 성별과 연령,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 가구

월평균 수입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유의한 차이가 없

어 초·중·고등학생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 부모가 응답한 유아의 주된 아침결식 이유는

유아가 아침에 입맛이 없거나(49.5%) 늦게 일어나 시간이

없기 때문(34.5%)이었다. 이는 2001년과 2005년에 행해

진 국민 건강·영양조사(MOHW 2002; MOHW 2006)에

서 나타난 유아의 아침결식 이유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유아의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아침식사의 중요

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

하면 가정에서 유아를 깨우고 식욕을 돋울 수 있는 식사를 준

비하여 아침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분명

보호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유아의 결식 이유는 또

한 일하는 직장 여성들이 출근 전에 일찍 유아들을 보육시설

에 보내야 하는 시간적 제약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즉, 아이들이 늦게 일어난다는 것은 절대적인 시간 개념

으로 늦은 것이기 보다는 엄마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보육시

설에 가야 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 시간 개념으로 늦은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유아가 아침식사를 할 경우, 아침식사군의

대부분(91.5%)이 아침식사로 ‘밥, 국, 반찬류’의 전통식을

섭취하고 있었다. 반면 아침결식군의 경우 아침식사를 전통

식으로 하는 비율은 약 64%로 아침식사군보다 매우 낮았으

며, 1/3 이상(36.4%)이 아침식사를 전통식 대신 ‘씨리얼,

우유’, ‘과일, 샐러드’ 등과 같은 간편식으로 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기상시각, 아침 및 저녁 식사 섭취시각 등에 있어

아침결식군이 아침식사군보다 늦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아

침결식군이 아침식사군보다 바른 식생활의 실천 점수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나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초·중·고등학생의 아침결식 빈도가 아침식사 내

용, 기상시각 및 식습관 점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Kim & Ju 2004; Yi & Yang

Table 8. Factors affecting mothers' needs for breakfast service at
child care centers: a result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β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Children's gender 

 Male −0.411 0.66

(0.42 − 1.04)

 Female (Reference)

Children's age (years) −0.386* 0.68

(0.51 − 0.91)

Mothers'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0.392 1.48

(0.91 − 2.42)

 ≥ University (including college) (Reference)

Mothers' occupation status

 Full time −0.721** 2.06

(1.26 − 3.37)

 Part time −0.507 0.60

(0.27 − 1.34)

 Housewife (Reference)

Household monthly income (thousand won)

 < 2,000 −0.55* 1.74

(1.04 − 2.90)

 ≥ 2,000 (Reference)

Frequencies of eating breakfast on weekdays 

 Never −1.265** 3.54

(1.48 − 8.48)

 1 − 2 days −1.705*** 5.50

(2.33 − 12.99)

 3 − 4 days −1.336*** 3.80

(2.09 − 6.92)

 Everyday (Reference)

Satisfaction with morning snack

  at child care centers1)
−0.496** 0.61

(0.43 − 0.86)

Satisfaction with lunch service 

  at child care centers1)
−0.007 0.99

(0.65 − 1.52)

Model χ2 (p) 88.571 (< 0.001)

Hosmer and Lemeshow's

Goodness-of-Fit Index (p)

11.305 (< 0.185)

*: p < 0.05, **: p < 0.01, ***: p < 0.001
1) Scale of 1 = very unsatisfied, 2 = unsatisfied, 3 = neither sat-
isfied nor unsatisfied, 4 = satisfied, 5 = very satisfied
n =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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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보육시설에서 아침급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어머니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아침결식군의 어머니가 아침식사군의

어머니보다 보육시설의 아침급식에 대한 니즈가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한 전체 어머니의 38%가 보

육시설의 아침급식 제공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서울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2007)

의 연구에서는 학교아침급식이 제공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

는지에 대하여 약 41%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아침급식이 제공되는 적절한 시간으로 아침결식군은 아침

식사군보다 30분 정도 더 늦은 시간대(9시~9시 30분)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아침결식군이 아침

식사군보다 기상시각, 아침식사섭취시각 등에서 늦은 경향

을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보육시설에

서 아침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보육시설에서

3~6세 유아에게 3시간에서 3시간 30분 간격으로 음식을 제

공하도록 하며, 아침급식은 오전 8시, 점심급식은 11시 30

분에 제공하도록 권장하였다(Park 등 2004). 향후 보육시

설에서 아침급식을 제공한다면 오전간식 및 점심급식 시간

을 고려하여 아침급식 시간을 적절히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이다. 

보육시설에서 아침급식을 제공할 경우 아침급식에 적절한

식단으로 전체 응답한 어머니의 약 2/3(63%)가 ‘밥, 국, 반

찬류’의 전통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초·중·고등학생의 학

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아침급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Lee

등(2007)의 연구에서 식단의 형태와 급식비를 조합하여 구

성한 16가지 아침급식 유형 중 학부모가 전통식만을 제공하

는 유형을 가장 선호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향후 보육

시설에서 아침급식을 제공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

여 아침급식 식단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 아침급식에 대한 어머니의 니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아의 연령이 만 5세에서 4세, 3세

로 낮아질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전업주부일 때보다는 전일

제 직장인일 때, 가구 월평균 수입이 200만 원 이상일 때보

다 200만 원 미만일 때, 유아가 아침식사를 거의 매일 먹는

경우보다 주 3~4회만 먹거나 주 1~2회 먹는 경우 또는 거

의 안 먹을 때 보육시설의 아침급식 제공에 대한 어머니의 니

즈가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Kim 등(2007)의 연

구에서 스스로 인식하는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평일 중

아침결식 횟수가 증가할수록 중·고등학생이 학교아침급식

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오전간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보육시설의 아침급식 제공에 대한 어머니의 니즈가 있을 확

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방향으

로 해석될 수 있으리라 본다. 첫째, 아침식사를 한 유아의 보

호자의 경우, 오전간식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을 수 있고, 이

에 기대수준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오전간식에 대

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동시에 이렇듯 아침식사를 한 유

아의 보호자는 아침급식에 대한 니즈가 없을 확률이 높다. 이

에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오전간식에 대한 만족도가 아침급

식에 대한 니즈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분석되었을 것이다. 둘

째, 보육시설에서 오전 간식을 실제적으로 아침식사의 역할

을 할 수준의 품목과 양으로 제공함으로써 보호자는 오전간

식에 대해 만족하게 되고, 이에 따로 아침급식을 제공받을 필

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심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유아 어머니의

보육시설의 아침급식 제공에 대한 니즈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Kim 등 2007)에서 학교점심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록 학교아침급식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높았던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였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보육시설의 아침급식 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관악구 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

아의 아침결식 여부에 따른 식생활 실태를 비교하였다. 또

한, 보육시설의 아침급식 제공에 대한 어머니의 니즈를 조사

하고, 보육시설의 아침급식에 대한 어머니의 니즈와 관련된

요인을 찾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분석대상인 유아 449명 중 69%는 거의 매일 아침을

먹었으나(아침식사군), 나머지 31%의 유아는 평일 중 주 1

회 이상 아침식사를 먹지 않는 것(아침결식군)으로 나타났

다. 유아는 주로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늦게 일어나 시간

이 없어서’의 이유로 아침식사를 먹지 않았다. 유아의 아침

식사는 대부분 어머니가 ‘밥, 국, 반찬류’로 준비하였으며, 아

침결식군의 1/3이상(36.4%)이 아침식사를 먹는 경우 아침

식사로 간편식(씨리얼/우유, 과일/샐러드 등)을 섭취하고 있

었다. 아침결식군은 아침식사군보다 기상시각, 아침식사 섭

취시각, 집에서의 간식섭취시각, 저녁식사 섭취시각 모두에

서 늦은 경향을 보였으며, 바른 식생활의 실천 점수 또한 더

낮았다.

2. 보육시설에서의 아침급식 제공에 대하여 아침결식군의

어머니가(62%) 아침식사군의 어머니에(27%) 비해 니즈

가 더 높았다. 아침급식 제공 시간으로 아침식사군은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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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9시’(38.6%)를 가장 선호하는 것에 반해 아침결식

군은 이 보다 늦은 시간인 ‘9시~9시 30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급식 제공 식단으로 두 군 모두 ‘밥,

국, 반찬류'의 전통식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3. 보육시설의 아침급식 제공에 대한 어머니의 니즈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아의 연령, 어머니의 직업, 가구 월평

균 수입, 평일 중 유아의 아침식사 섭취횟수, 보육시설의 오

전간식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로 나타났다. 그 중 평일 중

유아의 아침식사 섭취횟수가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거의 매일 아침식사를 먹는 유아의 어머니보다 주 3~4회 아

침식사를 먹는 유아의 어머니가 3.8배, 주 1~2회 아침식사

를 먹는 유아의 어머니가 5.5배, 거의 안 먹는 유아의 어머

니가 보육시설의 아침급식 제공에 대한 니즈가 있을 확률이

3.5배 더 높았다. 또한 ‘전업주부’인 어머니보다 ‘전일제’로

취업해 있는 어머니가 보육시설의 아침급식 제공에 대한 니

즈가 있을 확률이 2.1배 더 높았다. 

연구 결과, 아침을 결식하는 유아가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유아보다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가졌으며, 아침을 결식하는 유

아의 어머니가 아침을 매일 먹는 유아의 어머니보다 보육시

설에서의 아침급식 제공에 대한 니즈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리고 직장이 있는 어머니일수록 보육시설의 아침

급식 제공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

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에서는 아침

급식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아침결식

여부에 따른 식생활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최

초로 보육시설의 아침급식을 주제로 다룬 연구라는 것에 의

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아침결식 문제가 다

루어졌던 초·중·고등학생으로부터 그 초점을 옮겨 유아

의 아침결식 문제를 알리고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알

리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보육시설 내 아

침급식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육시설의 아침급식에 대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더하여 향후 공급자인 보육시설의 관

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보육시설의 아침급

식 시행을 위한 보다 귀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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