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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아침급식이 남자 중학생의 아침식사 및 아침급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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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eating school breakfast on their

attitudes toward breakfast and school breakfast. In addition, the effect of school breakfast on breakfast-related

eating behaviors and academic achievement was investigated. The study subjects were selected from a male middle

school located in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Breakfast was provided at the school for 7 weeks during the

2nd semester of the year 2006. Two sophomore classes were selected for the experimental study. All the students

from one class (n = 34; School Breakfast Eaters) have eaten school breakfast while none of the students from the

other class (n = 33; School Breakfast Non-eaters) have done so. About two weeks after the school breakfast service

was terminate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two classes and the responses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School Breakfast Eaters ha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breakfast and school breakfast than School

Breakfast Non-eaters. In addition, School Breakfast Eaters perceived the positive effect of eating breakfast on their

school life more highly than School Breakfast Non-eater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ir breakfast eating behaviors in terms of breakfast skipping when the breakfast service was not

available.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two groups with regards to math score variation before

and after school breakfast service. In conclusion, school breakfast for 7 weeks had positive effects on male middle

school students’ attitudes toward breakfast and school breakfast, although the effect was not confirmed in their

breakfast-related eating behaviors after the school breakfast service was terminated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4(3) : 277~285, 2009)

KEY WORDS : school breakfast service·breakfast effect·attitude toward breakfast·breakfast skipping 

—————————————————————————

서 론
—————————————————————————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 청소년

층의 23%가 아침을 결식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MHWFA] 2006). 또한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우

리나라 초·중·고등학생 중 17%만이 아침식사로부터 충

분한 에너지를 섭취하고 있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Yeoh

등 2009). 

청소년기의 아침식사는 건강한 학교생활의 원동력이자 성

장을 위한 균형된 영양소 섭취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침식사 빈도가 학교 성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식습관과 학업성취도에 대해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는 아침식사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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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식습관과 학업성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e 등 2003). 초·중·고등학생을 학교 성적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어 아침식사의 빈도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학교 성적이 낮은 집단일수록 아침식사의 빈도가 낮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Yi & Yang 2006). 

이러한 아침식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률이 높은 것은 이들의 바쁜 아침 일정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의 아침결식의 가장 큰

원인은 시간 부족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이에 아침결식을 줄

이기 위한 방안으로 아침식사 시간의 확보를 위한 기상시간

관리나 어머니 등 아침식사준비자의 관심의 증대가 제안되

기고 하였다(Yi & Yang 2006). 그러나 청소년들의 늦은

취침시간과 증가하는 여성 취업을 고려할 때 학교 아침급식

의 실시와 같은 보다 적극적 차원의 대책 없이는 청소년들의

아침결식률을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본다. 

한편 청소년들의 점심결식률은 1%로 아침결식률에 비하

여 상당히 낮다(MHWFA 2006). 이는 2007년 기준으로

전국 중·고등학교의 5,143개교의 99.3%에 해당하는 5,143

개교가 점심급식을 실시하여 전체 중·고등학생의 94.7%

가 점심을 급식으로 제공받고 있는 현황과 무관하지 않다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2008).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은 절대적

인 결식률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영양지식 및 태도와 식행동

에도 바람직한 효과를 초래하는 등의 다각적 측면에서 그 필

요성 및 역할이 크다(Kim & Lee 2003; Oh 등 2005). 

미국에서는 1966년에 저소득 지역의 일부 학생을 대상으

로 학교 아침급식을 시작한 이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그 실시를 확대해 오고 있다(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09). 이에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침급식의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들이 보

고되어 왔다(Minnesota Department of Children,

Families and Learning [MDCFL] 1998; Murphy 등

1998; Crepinsek 등 2006). 

국내에서도 최근 학교 아침급식에 대한 연구가 소수 보고

된 바 있다(Kim 등 2007; Lee 등 2007). 그러나 아침급

식을 실제로 제공한 후 이에 대한 효과를 측정한 연구는 아

직 보고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시범 운영된 아침급식 서

비스를 통한 규칙적인 아침식사의 경험이 남자 중학생이 가

지고 있는 아침식사 및 아침급식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태도의 변화

가 학교급식의 운영이 종료된 이후의 학생들의 아침식사 섭

취 행동으로 이어졌는지와 아침급식의 섭취가 학생들의 성

적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

조사대상 및 방법
—————————————————————————

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학교 아침급식을 개입(Intervention) 변수로

한 현장 실험연구로서,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남자 중학교

의 2학년 두 학급 남학생 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반 학생

전원이 아침급식을 먹은 2학년 한 학급의 34명(아침급식

군)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이와 비교할 통제집단으로 아

침급식을 먹지 않은 2학년 다른 한 학급 33명(대조군)을 선

정하였다. 1, 2, 3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급식 참여 신

청을 받고, 이 중 200명을 대상으로 아침급식 서비스를 실

시하였는데, 이 때 본 연구의 ‘아침급식군’으로 선정된 학급

의 경우 담임교사의 적극적 권유로 모든 학생이 아침급식 참

여 신청을 하도록 한 후 급식 대상자로 전원 선정 되었고, ‘

대조군’으로 선정된 학급은 담임교사가 아침급식 신청에 대

한 홍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아침급식 신청자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침급식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통

제집단 사후측정 실험설계(Posttest-only Control

Group Design)’를 이용하였다. 통제집단 사후측정 실험

설계는 연구 대상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눈 후 사

전측정 없이 사후에 한 번의 측정을 하는 실험설계이다. 이

실험설계는 ‘사전사후 실험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

이 있으나 사전 측정이 없어 두 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확증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Hong 2000). 그러나 연

구 수행의 여건상 차선책으로 통제집단 사후측정 연구설계

를 선택하였다. 

2. 아침급식의 운영

학교 아침급식은 경기도 부천시의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인「아침결식 학생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일환으로 시범 운영되었다. 2006년 10월 16일부터 2006

년 12월 7일까지 7주 중 공휴일 및 학교 행사로 급식을 할

수 없었던 날을 제외한 총 32일 간 남자 중학교 1개교에서

재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아침급식을 제공하였다. 학생들

의 등교 후 7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30분 동안 급식을

제공하였다. 

아침급식에서는 밥, 죽, 떡, 시리얼, 빵의 다섯 가지 중 한

가지 음식을 중심으로 이와 어울리는 음식을 함께 제공하였

으며, 일주일 중 급식이 제공되는 5일 동안 이러한 다섯 가지

음식을 중심으로 한 각각의 식단이 하루씩 제공되도록 하였

다. 대부분의 음식은 학교 외부에서 가공되거나 조리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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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교 조리실에 배달되었고, 국, 샐러드 등의 일부 음식은

학교 조리실에서 조리되었다. 아침급식을 위해 특별활동실인

기술실과 컴퓨터실을 임시 식당으로 마련하였다. 두 특별활

동실이 식사 공간으로 적합하도록 밝은 색상의 식탁보와 블

라인드를 설치하였다. 배식은 두 특별활동실에서 조리 종사

원 각 1인의 도움 아래 학생들이 준비된 식단 내에서 음식의

종류와 양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율배식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3. 자료 수집 

1) 설문 조사 

선행연구(MDCFL 1998; Mahoney 등 2005)를 참조

하여 설문지를 만든 후 급식 전공자 5인의 검토 의견을 반영

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는 신장과 체중 등의

‘일반사항’과 ‘아침식사에 대한 태도’, ‘아침식사가 학교생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아침급식에 대한 태도’, ‘아침

식사 식행동’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아침식사에 대한 태도’로는 하루 식사 중 가장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끼니, 아침식사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

식 및 아침식사의 섭취의지를 물었다. ‘아침식사가 학교생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총 12문항으로 아침식사 섭

취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묻는 8문항과 아침결식

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묻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아침급식에 대한 태도’로는 아침급식의 긍정적인 역할

에 대한 인식, 아침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아침급식 실

시에 대한 동의정도 및 아침급식의 섭취의지를 조사하였다.

‘아침식사 식행동’으로는 아침급식 시범운영이 종료된 12일

후인 조사 당일의 아침식사 섭취여부 및 지난 한 주간 아침

식사에서 섭취한 음식의 가짓수를 질문하였다. 

아침급식의 시범 운영이 끝나고 12일 후, 연구자가 학교

를 방문하여 아침급식군과 대조군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설

문지를 전달하였다. 각 반 담임교사가 학급 전원에게 설문지

를 배부하여 응답을 하게한 후 그 자리에서 설문지를 수거하

여 연구자에게 전달하였다. 

2) 성적 자료 수집 

아침급식이 시범 운영된 학교의 협조를 얻어 아침급식군

과 대조군 두 학급 학생들의 아침급식 실시 학기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수학성적자료를 수집하였다. 중간고사는 아

침급식이 시작되기 전 10월에, 기말고사는 급식이 종료된 후

12월에 실시되었다. 

4. 자료 분석

아침급식군과 대조군의 설문지 총 67부가 회수되어 분석

에 이용되었다. 67부 중 10부의 경우, 한 개 또는 두 개의

문항에 무응답이 발견되었다. 이를 무시하거나 해당 응답자

의 자료를 삭제 후 분석할 경우 효율성과 통계적 추론의 타

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Yun 2004) 무응답

한 문항 중 연속변수를 측정하는 문항에 발생한 결측치는 평

균대치법으로, 비연속변수의 결측치는 최빈범주법으로 대

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2.0 versio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

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치를 구하였다. 태도 및 인식을 측

정하기 위하여 각 문장별 동의 정도를 선택하도록 한 문항들

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

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의 답항에 각각 1, 2, 3, 4, 또는 5

점을 부여하여 분석함으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동의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다문항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롬바하 α 값을

구하였다. 아침급식군과 대조군의 응답 차이의 유의성을 검

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 또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

하였다. 아침급식군과 대조군 학생들 각각의 중간고사와 기

말고사 수학성적의 차이를 구한 다음, 이러한 차이의 집단별

평균이 두 집단 간에 유의하게 다른지를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결 과
—————————————————————————

1. 일반 사항 

아침급식군과 대조군의 키와 몸무게의 평균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아침급식군과 대조군 각각의 평균키는

167.6 cm, 165.9 cm였으며, 평균몸무게는 57.9 kg, 55.6

kg였다. 두 군의 저체중, 정상 및 과체중의 분포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아침식사에 대한 태도

아침급식군이 대조군에 비해 아침식사에 대하여 보다 긍

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하루식사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끼니를 묻는 질문에

아침급식군에서는 약 2/3(65%)에 달하는 학생이 ‘아침’이

라고 응답한 반면 대조군의 경우 ‘아침’이라고 답한 학생이

약 1/4(24%)에 불과하였다. 또한 아침급식군이 대조군보

다 아침식사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하여 유의하게 높게 인

식하고 있었으며(p = 0.008), 아침식사의 섭취의지 또한

높았다(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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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침식사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아침식사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침급식군과

대조군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아

침급식군이 대조군보다 아침식사 섭취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6). 즉, 아침급식군의 경우

아침을 먹으면 아침에 활력이 있고, 졸리지 않으며,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인식이

대조군보다 높았다. 아침결식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정

도는 아침급식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학교 아침급식에 대한 태도 

아침급식군은 대조군에 비해 아침급식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아침급

식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아침급식군이 대조군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 < 0.001). ‘아침급식이 나의 건강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다’, ‘아침급식이 학업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

다’, ‘아침급식이 나의 신체발달과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

Table 1.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tems
School Breakfast Eaters1) School Breakfast Non-eaters2)

(n = 34) (n = 33)

Mean ± SD t p

Height (cm) 167.6 ± 97.2 165.9 ± 97.8 0.879 0.3879

Body weight (kg) 957.9 ± 10.6 955.6 ± 11.8 0.839 0.4099

BMI3) 920.5 ± 93.3 920.0 ± 93.4 0.629 0.5369

n (%) χ2 p

Weight status4)

Underweight 2 (95.9) 4 (12.1)

0.840 0.657Normal weight 27 (79.4) 25 (75.8)

Overweight 5 (14.7) 4 (12.1)

1) Students who have eaten school breakfast for 7 weeks before this survey
2) Students who haven't eaten school breakfast at all
3) Body mass index = Body weight (kg) / Height (m2)
4)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
Underweight: BMI < 5th percentile, Normal weight: 5th ≤ BMI < 85th percentile, Overweight: BMI ≥ 85th percentile

Table 2. Comparison of students' attitude toward breakfast between School Breakfast Eaters and Non-eaters

Items
School Breakfast Eaters1) 

(n = 34) 

School Breakfast Non-eaters2) 

(n = 33)

n (%) χ2 p

What do you think the most important meal is?

Breakfast 22 (64.7) 8 (24.2)

12.07 0.007
Lunch 3 (8.8) 10 (30.3)

Dinner 4 (11.8) 5 (15.2)

All the same 5 (14.7) 10 (30.3)

Mean ± SD3) t p

Perception toward necessity and importance of breakfast4) 

Breakfast is

a must. 4.1 ± 0.8 3.3 ± 0.9 3.58 0.001

necessary for health. 4.1 ± 0.7 3.7 ± 0.9 2.51 0.015

important for growth & development 4.2 ± 0.6 3.8 ± 0.9 1.91 0.061

important for nutrition. 4.1 ± 0.8 3.8 ± 0.9 1.29 0.201

necessary for energetic school life. 4.1 ± 0.7 3.6 ± 1.1 2.11 0.040

Total5) 4.1 ± 0.5 3.6 ± 0.8 2.77 0.008

I will eat breakfast everyday. 4.3 ± 0.9 3.6 ± 1.0 3.32 0.001

1) Students who have eaten school breakfast for 7 weeks before this survey
2) Students who haven't eaten school breakfast at all
3) Scale of 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neutral', 4 = ‘agree’, 5 = ‘strongly agree'
4) Cronbach's α = 0.853
5) Mean score of 5-point scaled responses to 5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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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아침급식의 긍정적 역할을 서술한 문장에 대하여 아침급

식군이 대조군보다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내었다. 아침급식

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p = 0.017), 아침급식 실시에의 동

의 정도(p < 0.001), 아침급식의 섭취의지(p < 0.001) 또

한 아침급식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5. 아침식사 식행동

Table 5는 아침급식의 시범 운영이 종료되고 12일 후 조

사한 아침식사 관련 식행동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조사 당

일 아침급식군은 34명 가운데 28명(82%)이, 대조군은 33

명 중 24명(73%)이 아침식사를 했다고 답하여 급식 제공

Table 3. Comparison of students' perception toward effect of eating and skipping breakfast on school life between School Breakfast
Eaters and Non-eaters

Items
School Breakfast

Eaters1) (n=34)

School Breakfast 

Non-eaters2) (n=33)

Mean ± SD3) t p

Perception toward positive effect of eating breakfast4)

When 

  I eat breakfast

I have energy in the morning. 4.1 ± 0.8 3.7 ± 0.9 2.14 0.036

I don't feel sleepy in the morning. 3.2 ± 1.0 2.5 ± 1.2 2.59 0.012

I concentrate on study. 3.8 ± 0.6 3.2 ± 1.2 2.70 0.010

I actively participate in morning classes. 3.7 ± 0.8 3.2 ± 1.0 2.16 0.035

I don't feel tired on the way to school. 3.7 ± 0.8 3.2 ± 1.2 2.00 0.050

I feel energetic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3.7 ± 0.9 3.4 ± 1.0 1.72 0.246

I play more exercise. 3.5 ± 1.0 3.0 ± 1.0 1.94 0.057

I don't overeat lunch. 3.4 ± 0.9 3.2 ± 1.2 0.70 0.487

Total5) 3.6 ± 0.5 3.2 ± 0.8 2.83 0.006

Perception toward negative effect of skipping breakfast6) 

When I don't eat

  breakfast

I feel upset and irritated in the morning. 2.8 ± 1.0 2.4 ± 1.3 1.78 0.081

I get headache or stomachache. 2.3 ± 1.0 2.4 ± 1.4 −0.14 0.892

I have a burning feeling in stomach in the morning. 3.4 ± 1.2 3.0 ± 1.5 1.22 0.225

I tend to grab a snack. 3.1 ± 1.2 2.8 ± 1.2 1.14 0.259

Total7) 2.9 ± 0.7 2.6 ± 1.2 1.29 0.202

1) Students who have eaten school breakfast for 7 weeks before this survey
2) Students who haven't eaten school breakfast at all
3) Scale of 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neutral', 4 = ‘agree’, 5 = ‘strongly agree'
4) Cronbach's α=0.843
5) Mean score of 5-point scaled responses to 8 questions
6) Cronbach's α=0.767
7) Mean score of 5-point scaled responses to 4 questions

Table 4. Comparison of students' attitude toward school breakfast between School Breakfast Eaters and Non-eaters

Items
School Breakfast

Eaters1) (n = 34)

School Breakfast 

Non-eaters2) (n = 33)

Mean ± SD3) t p

Perception toward positive roles of school breakfast4)

School 

  breakfast service 

  will help me to

stay healthy. 4.2 ± 0.7 3.5 ± 1.0 3.10 0.003

improve school grade. 4.2 ± 0.8 3.3 ± 1.0 3.89 < 0.001

grow and develop properly. 4.3 ± 0.9 3.7 ± 1.0 2.69 0.009

 Total5) 4.3 ± 0.6 3.5 ± 0.9 4.06 < 0.001

I think school breakfast is necessary. 4.2 ± 0.9 3.7 ± 1.0 2.44 0.017

I approve of school breakfast service. 4.5 ± 0.7 3.4 ± 1.1 4.56 < 0.001

When my school starts breakfast service, I will eat school breakfast. 4.3 ± 0.9 3.3 ± 1.2 3.73 < 0.001

1) Students who have eaten school breakfast for 7 weeks before this survey
2) Students who haven't eaten school breakfast at all
3) Scale of 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neutral', 4 = ‘agree’, 5 = ‘strongly agree'
4) Cronbach's α = 0.899
5) Mean score of 5-point scaled responses to 4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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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끝난 이후의 아침결식률에 있어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아침급식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일

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통해 섭취한 음식의 평균 가짓수에 대

해 질문한 결과, 아침급식군은 아침식사를 통해 세 가지 이

상의 음식을 섭취했다고 답한 학생이 94%에 달하였으나, 대

조군의 경우 약 1/2(51%)에 해당하는 학생만이 아침식사

로 세 가지 이상의 음식을 섭취했다고 답하였다. 

 

6. 학업성취도 

아침급식 전후의 수학성적 변화에는 아침급식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6). 두 군 모두 아침급식

운영 종료 후 실시한 기말고사의 수학성적이 아침급식 운영

시작 전에 실시한 중간고사의 수학성적에 비해 평균 8점 하

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침급식의 영향

으로 볼 수 있는 학업성취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

고 찰
—————————————————————————

7주 동안의 학교 아침급식 실시 후, 아침급식을 먹은 아침

급식군과 먹지 않은 대조군의 아침식사에 대한 태도를 비교

한 결과, 아침급식군의 아침식사에 대한 태도가 대조군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침급식에서

제공되는 규칙적인 아침식사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아침

식사에 대한 태도가 변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시청각적 매체를 통한 영양교육과는 다른 차원의 적극적, 구

체적인 체험 교육의 효과로 판단된다. 

또한 아침급식 실시 후, 아침급식군은 학교생활에 있어서

아침식사 섭취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대조군보다 높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침급식군은 아침급식

을 통해 7주 동안 규칙적으로 아침식사를 섭취한 후 아침식

사 섭취의 긍정적인 효과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아침식사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침결

식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두 군 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실험연구에서는 아침급식이라는

개입 변수를 통해 아침식사의 경험은 주어졌지만 아침결식

의 경험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침급식의 운영이 끝난 후 아침급식군은 대조군에 비하

여 아침급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

Table 6. Comparison of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School Breakfast Eaters and Non-eaters

Items
School Breakfast Eaters1) 

(n = 34)

School Breakfast Non-eaters2)  

(n = 33)

Mean ± SD t p

Math score before school breakfast service3) 71.9 ± 20.6 64.9 ± 25.7

Math score after school breakfast service4) 63.8 ± 21.2 56.8 ± 23.2

Difference of math score before and after school breakfast Service5) 8.0 ± 9.3 8.0 ± 9.2 0.01 0.991

1) Students who have eaten school breakfast for 7 weeks before this survey
2) Students who haven't eaten school breakfast at all
3) Math score of midterm test in October before school breakfast service was initiated
4) Math score of final test in December after school breakfast service was terminated
5) Midterm math test score - final math test score by individual

Table 5. Comparison of students' breakfast-related dietary behavior after termination of school breakfast service between School
Breakfast Eaters and Non-eaters

Items
School Breakfast Eaters1) 

(n = 34)

School Breakfast Non-eaters2) 

(n = 33) 

n (%) χ2 p 

Did you eat breakfast this morning? 

Yes 28 (82.4) 24 (72.7)
0.89 0.258

No 6 (17.6) 9 (27.3)

On average, how many menu items 

14.59 0.002

did you eat at breakfast during the last weekdays?3) 

1 − 2 kinds 2 (95.8) 16 (48.5)

3 − 4 kinds 22 (64.7) 11 (33.3)

5 − 6 kinds 8 (23.5) 5 (15.2)

More than 7 kinds 2 (95.9) 1 (93.0)

1) Students who have eaten school breakfast for 7 weeks before this survey
2) Students who haven't eaten school breakfast at all
3) The last weekdays were during the period after the school breakfast service was ter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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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되었다. 즉, 아침급식군은 대조군보다 아침급식의 긍

정적인 역할에 대하여 높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침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아침급식 실시에의 동의 정도, 아침급

식의 섭취의지 또한 높았다. 이 또한 아침급식의 경험을 통

해 학생들의 아침급식에 대한 태도가 변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침급식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조사 연구에서는 학교 아침급식에의 참여 의지가

일반적으로 낮게 보고되고 있다. 서울시 중·고등학생 1,799

명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41%는 학교 아침급

식이 실시될 경우에 아침급식을 먹겠다고 답하였으나, 나머

지는 먹지 않겠다고 답하거나(27%) 잘 모르겠다(32%)고

하였다(Kim 등 2007). 이에 아침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

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약 1/3에 달하는 학생들이 아침

급식 참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자들도

고찰한 바 있다. 또한 남녀 중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원하

는 학교급식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점심급식을 먹

겠다고 한 학생은 약 80%에 달하는 반면, 아침급식과 점심

급식을 모두 먹겠다고 한 학생은 겨우 16%에 불과하였다

(Han & Hong 등 2002). 

본 연구에서 아침급식의 운영이 끝난 후에 조사한 학생의

조사 당일의 아침결식률은 두 군 간에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

다. 즉, 아침식사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아침식사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아침식사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아침급식이 운영되지 않

는 상황에서의 아침결식률이 다르지는 않았다. 따라서 아침

급식이 급식을 경험한 학생들의 아침식사 섭취의지를 포함

한 전반적인 아침식사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 것은 사실이

지만 아침식사를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변화하지 않은 상황

에서 아침식사의 섭취 여부는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다. 단, 아침식사로부터 섭취한 음식의 가짓수를 조사한 결

과, 아침급식군이 대조군보다 다양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된 것으로 보아,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아침급식 경험의 영향으로 보다 다양한 음식

을 통한 충분한 아침식사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을 수도 있음

을 추측할 수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아침급식이 학생들의 학업성취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미국

의 초등학교 3개교에서 4개월 동안 무료 아침급식을 실시

하고 이 학교의 재학생 중 13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는 수학점수를 포함한 기타 학교생활에서 아침급식의 긍정

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Murphy 등 1998).

또한 미국 미네소타주의 여섯 개 초등학교에서 3년 동안 무

료 아침급식을 실시한 후 실시 전 3학년의 수학 및 국어 성

적과 실시 후 6학년이 된 동일 대상자의 성적을 비교한 연

구도 아침급식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MDCFL

1998). 

그러나 이러한 외국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에서 아침급식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아침

급식 실시 전 중간고사와 실시 후 기말고사 간의 수학성적 변

화를 아침급식군과 대조군에서 분석한 결과, 두 군 모두 일

정한 정도의 하락을 보여 군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단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의 수학시험이 어려워 아침급식군

과 대조군 모두의 수학성적 평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급식을 실시한 후 아침급식 대상자들의 학업성취도가 상

승한 것을 보고한 외국의 선행연구에 비해 본 연구의 급식실

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연구대상의 연령이 높아 성적

에서 아침급식의 영향이 도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추측된다. 

아침결식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들

의 아침결식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아침급식의 도입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Chung 등 2004; Kim 등 2007;

Yeoh 등 2008; Yeoh 등 2009). 또한 아침을 결식하는 학

생들에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아침급식에의 참여의사

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등 2007). 본 연구의 결

과에서도 학교 아침급식의 실시가 학생들의 아침식사에 대

한 태도 및 아침식사의 효과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아침급식을 경

험한 후 학교 아침급식에 대하여서도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의 제안과의

연장선 상에서 본 연구의 결과 또한 학교 아침급식의 정책

적 도입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제안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현장 실험연구의 설계는 사전사후 실험설계가 아니었

기에 아침급식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에 대한 근거 확보가 미

흡했음이 연구의 한계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지역, 같

은 학교에 재학 중이며 성별과 나이 및 키, 몸무게 등의 일반

적인 특성에 차이가 없는 두 학급을 각각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으로 선정했기에 허락된 여건 안에서 이러한 한계가 최대

한 극복되었으리라 생각한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학교 아침급식이 남자 중학생의 아침식사 및 아

침급식에 대한 태도, 아침식사가 학교생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아침식사 식행동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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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7주간 아침급식을 먹은 아침급식

군과 먹지 않은 대조군을 대상으로 아침급식 종료 후 설문 및

성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1) 아침급식군은 대조군보다 아침식사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아침급식군은 대조군보다 아침식

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침식사

의 섭취의지 또한 높았다. 

2) 아침급식군은 대조군보다 아침식사 섭취의 긍정적인

영향을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즉 아침식사군은 아침식사를

한 경우 오전 시간에 활력이 있고 졸리지 않으며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음을 대조군보다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3) 아침급식군은 대조군보다 아침급식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아침급식군은 건강 유지, 학업향

상, 성장 및 발달에 기여하는 아침급식의 역할에 대하여 대

조군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침급식의 필요

성에 대한 인식, 아침급식 실시에 대한 동의 정도 및 아침급

식 섭취의지 또한 높았다. 

4) 아침급식이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의 아침결식률은 아

침식사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아

침식사군이 대조군보다 아침식사를 통해 다양한 음식을 섭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아침급식 실시 전후의 수학성적의 변화는 아침급식군

과 대조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침급식을 경험한 후 학생들의 아침

식사에 대한 태도와 아침식사의 섭취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그

러나 이러한 태도 및 인식의 변화는 아침급식이 더 이상 운

영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아침식사 섭취 여부를 변화시키지

는 못하였다. 또한 아침급식을 경험해 본 학생들은 학교 아

침급식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음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준다. 특히 학생들은 아침급식을 경험한 후

향후 아침급식에 대한 참여의지가 놓아졌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들은 우리나라에서의 학

교 아침급식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학교 아침급

식은 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조

성함으로써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아침결식률 감소에 기

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아침급식은 아

침식사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영양교육의 방안으로서,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의 올바른 식

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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