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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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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descriptive research that confirms regularity of breakfast and
related factor.
The duration for investigation took place from April to May 2007 and 550
middle students of 6 middle school who lived in G city participated in investigation. The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consist of general trait, diet trait, life pattern and health
state.
The significant variables of regularity of breakfast habit have some gender
differences. For male students,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the breakfast, breakfast
preparer, spare time before attendance and one’s parents’ breakfast habit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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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variables. On the other hand, for female students,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the breakfast, breakfast preparer and an income level are significant
variables(p<.05).
For male students, the cross ratio has 3.52 for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breakfast,
2.72 for one’s parents’breakfast habit, 2.05 and 3.13 when one’s mother prepare
breakfast. For female students, the cross ratio is 3.24 score when one’s mother
prepare breakfast.
The regularity of breakfast habits is related to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breakfast, mother’s breakfast preparation and his or her parents’breakfast habit. It is
necessary to propose the importance of breakfast to improve the regularity of
breakfast habit and concern of parents for 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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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 특히 중학생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활발한 활동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의 요구
량이 증가함은 물론 이 시기의 영양 상태는 이후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 동안 중
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기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어리고 건강하다는 인식으로 건강과 영
양관리에 관심을 많이 쏟지 못하였다. 청소년기의 영양문제는 주로 부적절한 식사문제에서
기인하는 결과로서 성장에 필요한 영양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불균형적으로 공급함
으로서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중학생 시기는 이차성징의 발현과 함께 급격
한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겪게 되므로, 더 많은 영양과 에너지가 요구된다. 또한 중학생들
의 바람직한 식생활 형성은 성인기와 나아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고, 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필수적이다(한가은 등, 2008).
규칙적인 아침식사는 건강한 생활의 원동력이며 균형된 영양소 섭취의 기본이다. 아침식사
는 전날 저녁식사 후에 오는 오랜 공복 시간에 포도당을 공급함으로써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
하게 되고, 성장기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침식사는 영양균
형, 우수한 학습 수행 능력,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바쁜 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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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이 점차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최정숙 등, 2003). 기
존의 연구에 의하면, 아침식사를 하지 않게 되면 하루를 능률적으로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을 잃
게 되고 공복감이 오게 되어 간식을 하게 되거나 다음 끼니에 과식을 하게 되어 비만을 유발하
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아침 결식은 변비를 일으키기 쉽고 학업집중력과 인지 능력의 저
하, 만성적인 영양불량을 초래하며, 운동능력의 부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ickie, 1982 ; Craig, 1986 ; Wyon, 1992, 복혜자 ; 2001). 이와 같이 아침결식은 학생들
에게 있어서 영양문제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비만 등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침 결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
이며 실천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
결과에 의하면 국내 청소년층의 23%가 아침을 거르는 것으로 나
타났다(보건복지부, 2006). 특히 중학생은 식품을 스스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
어지는 시기이므로 아침식사를 거르면 공복감을 채우기 위해 쉽게 구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 같
은 부적합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중학생 시기에 처음 형성된 식습관이 청소
년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중학생들의 결식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66년에 저소득 지역의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아침급식을 시작한 이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그 실시를 확대해 오고 있다(United S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09).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침 급식의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
들이 보고되고 있다(Murphy 등, 1998 ; Crepinsek 등 2006).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의 규칙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
여 바람직한 아침식사 습관의 정립을 위한 효과적인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 정
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의 규칙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침식사의 규칙성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2) 식습관 관련 요인과 아침식사 규칙성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3) 생활양식과 건강관련 요인의 아침식사 규칙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4) 아침식사 규칙성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한다.

- 박종 외 : 중학생들의 아침식사 규칙성과 관련요인 -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7년 4월에 J시 소재의 3개 남자 중학교와 3개 여자 중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
교의 학년별로 2개 학급을 편의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추출된 학생은 남학생 256명, 여학생
294명으로 총 550명이었다.

조사는 학교의 협조를 미리 구한 후 훈련된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학생이 학교를 방문하여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학생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후 학생들이 질문 문항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식습관 관련 특
성, 생활 양식관련 특성, 건강관련 특성 등의 크게 4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체중과 신장, 어머니의 직업유무, 가구소득 수준, 학업성적 등을 조사하였다. 가구소득 수
준과 학업성적은 상, 중, 하의 세 군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식사관련 항목은 아침식사 준비자,
저녁식사량, 야식의 유무, 아침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모님의 아침식사 여부를 조사하였
다. 셋째, 생활양식관련 항목은 수면시간, 기상시간, 등교시간, 여유시간, 흡연과 음주의 경험,
컴퓨터와 TV사용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건강관련 항목은 조사대상자 자신의 체중에 대한 만족
도, 자가 건강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모두 전산 입력한 후 SPS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아침식사의 규칙성은 매
일 식사를 하는 군을 규칙적인 군, 매일 하지 않는 군을 불규칙한 군으로 분류하였다. 비만도는
신장과 체중으로부터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하여 20미만을‘야윈군’, 20이상 25미만을
‘정상군’, 25이상을‘비만군’으로 재분류하였다. 아침식사 준비자는 어머니, 기타(아버지, 본
인, 형제, 자매, 본인, 기타)로 구분하였다. 저녁식사량은 과식, 보통, 소식으로 나누었고 아침
식사의 중요성은‘중요하지 않다’,‘보통이다’,‘중요하다’로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수면시간
은 7시간 미만, 7시간이상∼9시간 미만, 9시간 이상의 세 군으로 분류하였고, 기상시간은 7시
이전, 7시∼7시 29분, 7시 30분이후로 나누었고 등교시간은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으로 7시
40분 이전, 7시 40분∼7시 59분, 8시 이후로 나누었다. 등교 여유시간은 기상시간과 등교시
간의 차로써 1시간 미만, 1시간∼1시간 30분 미만, 1시간30분 이상으로 나누었다. 컴퓨터와
TV사용시간은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으로 나누었다. 자신의 체중
에 대한 만족도는‘감소 희망’,‘만족’,‘증가 희망’으로 나누었고 자신의 건강상태는‘만
족’,‘보통’,‘불만족’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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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남녀를 구분하여 조사대상자들의 특성과 아침식사 규칙성과의 관련성을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chi-square test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이는 요인
들에 대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조사대상자는 총 550명으로 성별 분포는 남자 256명(46.5%), 여자 294명(53.5%)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192명(34.9%), 2학년 186명(33.8%), 3학년 172명(31.3%)이었다<표 1>.

변

수

학
1학년

년

2학년

3학년

계

남
여
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아침식사 규칙성과의 관련성을 보면 여학생의 가구소득 수준과
아침식사 규칙성의 관련성에서는 가구소득이 상인 군에서 76.3%, 하인 군은 73.3%, 중인 군
은 43%로 가구소득 수준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반면 남학생의 학년, 비만도, 어머
니의 직업 유무, 학업성적, 가구소득 수준과 여학생의 학년, 비만도, 어머니의 직업 유무, 학업
성적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p>0.05)<표 2>.

남학생에서 식사 준비자가 어머니인 경우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학생이 63.2%, 준비자가 어
머니가 아닌 경우는 41.2%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침식사의 인식에 따라서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70.7%, 보통이 45.2%,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37.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님의 아침식사 여부에 따라서의 남학생들의 아침식사 규칙성 여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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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드시는 경우 62.6%, 드시지 않는 경우 46.3%로 드시는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그러나 저녁식사량, 야식여부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p>0.05). 여학생에서
는 식사 준비자가 어머니인 경우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학생이 65.1%, 기타인 경우는 37.5%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아침식사의 인식에 따라서는 규칙적으로 하는 군에서는 중
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66.2%, 불규칙하게 하는 군에서는 33.8%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여 관련성을 보였다(p<0.05). 반면 저녁식사량, 야식의 여부, 여학생 부모님의 아침식사 여
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p>0.05)<표 3>.

변

남학생

수

규칙적

학년
1
2
3
비만도
야윔
정상
비만
어머니의 직업
무
유
가구 소득 수준
상
중
하
학업성적
상
중
하

불규칙적

χ2-값

여학생
규칙적

불규칙적

χ2-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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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남학생
규칙적

불규칙적

χ2-값

여학생
규칙적

불규칙적

χ2-값

식사 준비자
어머니
기타
저녁 식사량
소식
보통
과식
야식여부
먹음
안먹음
아침식사 인식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부모님의 아침식사
드심
안 드심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양식과 관련된 요인의 아침식사 규칙성 결과를 보면, 남학생에서 등교
여유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학생이 54.2%,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는
학생은 45.8%,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미만이 규칙성에서 69.4%, 불규칙성에서 30.6%, 1시
간 30분 이상이 규칙성에서 61.5%, 불규칙성에서 38.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반면 여학생에서 등교여유 시간과 아침식사 규칙성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는 않았고, 남녀학생 모두에서 수면시간, 흡연과 음주 경험유무, 컴퓨터와 TV사용시간 또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P>0.05).
조사대상자들의 건강관련 요인의 아침식사 규칙성 결과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체중에
대한 만족도, 자가 건강인식과 아침식사의 규칙성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p>0.05)<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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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수면시간(시간)
7 미만
7 - 9 미만
9 이상
등교여유시간
1시간 미만
1시간~1시간29분
1시간 30분이상
생활양식 흡연경험
관련 항목

있음
없음
음주경험
있음
없음
컴퓨터와 TV사용시간
1시간미만
1시간-4시간미만
4시간 이상
체중에 대한 만족도
감소를 희망
만족

건강관련
항목

증가를 희망
자가 건강 인식
건강
보통
불건강

남학생
χ2-값
규칙적 불규칙적

여학생
χ2-값
규칙적 불규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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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quare test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인 변수 중, 먼저 남학생에서 아침
식사 준비자, 아침식사의 중요성 인식, 부모님 조식여부, 등교 전 여유시간에 대해 다중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가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경우 교차비가 2.723(95%, 신뢰구
간 1.303∼5.692)였으며, 아침식사의 중요성 인식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군의 교차비
는 3.527(95%, 신뢰구간 1.473∼8.447)이었다. 부모님이 아침식사를 하는 군의 교차비는
2.723(95%, 신뢰구간 1.303∼5.692), 등교 여유시간이 한 시간 반 이상인 경우 교차비가
2.056(95%, 신뢰구간 1.109∼3.824)이었다. 여학생에서는 Chi-square test 분석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인 변수 중, 가구 소득수준, 식사준비자, 아침식사 중요성 인식에 대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득수준이 상이라고 응답한 군의 교차비는
0.359(95%, 신뢰구간 0.150∼0.856)이고, 어머니가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경우 교차비가
3.249(95%, 신뢰구간 1.675∼6.300)이었으며, 아침식사의 중요성 인식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군의 교차비는 1.612(95%, 신뢰구간 0.782∼3.324)이었다<표 5>.

β

+O.R.: Odds Ratio,

+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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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중학생들은 남자 41.0%, 여자 39.8%로 남자가 약
간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여학생 남학생 모두 학년이 올라 갈수록 아침식사를 불규칙적
으로 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시 스트레스와 수업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하
여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박명희 등(2002) 역시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연
구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불규칙한 식사의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비만도와 아침식사 규칙성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전체학생의 97%가‘수척군’또는
‘정상군’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설문지에서 체중과 신장을 주관적 자기 기입식으로
기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은경 등(2000)과 이경혜 등(2001)은 비만 아동의 정도에 따라
아침식사 결식여부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고3을 대상으로 한 최정숙 등(2003)도
아침식사 빈도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유현희 등(2003)도 아침식사
빈도에 따른 BMI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직업유무를 조사하는 항목에서는 아침식사 규칙성과 남녀모두 통계에서 유의한 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건순과 유영상(1997)에 의하면 포천지역 초등학생들의 아침식
사 결식율이 36.6%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들의 높은 취업률이 자녀들의 아침 결식의
일차적 원인이라고 하였다.
가구소득수준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아침식사 규칙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남학생들의 경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보숙양일선
․
(2006)의 보
고에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학생들일수록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견해와 일치한
다.
학업성적과 아침식사규칙성과의 조사에서는 남녀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
왔는데, 이는 고3 학생의 아침식사와 학업성취도중 수학능력점수와 비교한 결과(최정숙 등,
2003) 아침 식사를 매일 하는 학생군에서 수학능력점수가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 학생군의 점
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온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적은 객관적인 방
법으로 측정한 것이 아니고 학생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조사되었으므
로 한계성이 있으며, 미루어 볼 때 규칙적인 식사와 성적과의 연관성을 학생들이 부인하고 있
다고 사료된다.
식사준비자와 아침식사 규칙성과의 관계를 묻는 항목에서는 남학생은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
할 때 규칙적으로 먹는 학생들의 비율이(남 : 63.2%) 높았고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었으며, 여
학생의 경우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할 때 규칙적으로 먹
는 학생들의 비율이(여 : 61.5%) 현저히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이보숙과 양일선(2006)의
보고와 진영희(2001)의 보고에서도 초중고생의
․ ․
식사 준비자로 어머니가 81.2%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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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것이 식사준비자에 따른 아침식사유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본 연구와 같은 결
과를 보고하고 있어 식사관리자가 다른 사람보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자녀에게 식생활관리에
관심을 더 가지고 신경을 써주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어머니의 역할과 성향이 향후 성인
기의 건강상태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저녁식사량에 관련된 조사에서는 남녀
․ 모두 아침식사 규칙성 사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Delisle 등(1995)은 과식을 한 저녁 식사 때의 비율이
82.7%로 나타나 이는 아침식사의 결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저
녁식사의 과식은 아침식사의 결식 뿐 아니라 체지방 축적으로 비만을 초래할 가능성과 성인병
의 발생률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이 다
른점을 감안해야 할것이며, 대게 중학생들은 가정에서 규칙적인 식사로 과식을 하는 경우가 비
교적 적고, 부모의 관리하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성인들의 무절제한 식사와는 다를 것으로 여
겨진다.
야식의 유무를 조사한 항목에서는 아침식사 규칙성과 유의성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야식의 종류, 한번 섭취 시 양 등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야식의 유무에 따른
아침식사 규칙성을 조사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침식사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아침식사 규칙성과는 남학생들에게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다. 이는 허인자와 김대환(1999)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아침식사를 중요하다고 생각한
62.7%중에서 59.1%가 아침식사를 하였고 결식률은 10.6%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침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실제 아침섭식행동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아
침식사의 중요성을 학교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강조하여 실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이다(이선웅, 1999).
부모님의 식사여부와 학생들의 아침식사 규칙성 여부에서는 남학생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
를 나타냈지만 여학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번 연구에서 여학생들은
부모님과의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아침 식사의 중요성보다는 등교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
는데서 오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허인자와 김대환(1999)의 보고에서 수면시간이 높은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오히려 아침을
먹는 율이 떨어진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우미경 등(1986)의 조사에서는 수면시간과 식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 녀 모두 수면
시간과 아침 식사 빈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수면 시간이 많
다고 해서 아침 식사 빈도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며, 수면 부족으로 인해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도 아니었다. 이는 수면시간과 아침 식사 규칙성은 모두 독립된 생활 습관으
로 서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보숙과 양일선(2006)은 등교시각 이르다고 시간이 없어서 아침식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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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침식사를 위해서 등교시각에 상관없이 아침식사를 하기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
하여 기상시각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여유시
간과 아침식사 규칙성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일치하였으나, 여학생에서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어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여학생의 경우 여유시간보다는 다른 요소들에 의하여 아침
식사규칙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보숙과 양일선(2006)의 보고에서 흡연과 아침식사 여부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 녀 모두 흡연, 음주와 아침식사 여부와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성이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학생의 특성상 현재의 흡연, 음주여부가
아닌 경험유무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흡연과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으
므로 아침 식사 규칙성에는 별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남, 녀 모두 컴퓨터와 TV사용시간과 아침식사와의 규칙성 사이에는 유의한 관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매체를 사용하는 시간이 기상 후 아침시간이 아닌 방과 후에서
수면 전 사이일 것으로 추정되어 다음날 아침 식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보숙과 양일선(2006) 에서도 초중고 학교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중 만족과 아침
식사 빈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
치한다. 이는 조사 대상이 체중이나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가는 연령 대 이지만, 야윈것인
지, 정상인지, 비만인지만을 묻는 단순한 질문을 하였기에 정확한 응답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
이 있다고 생각된다. 식사와 관련하여 체중과 외모에 대해 직접적인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규칙
성과의 관련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지만 연구자가 정확한 설문 문항을 이용하지 않았기에 생
긴 결과라고 해석되어 지므로 알맞은 문항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우리사회 구성원이 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실질적이고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건행정학적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적절한 예산배정을 통해서만이 현실적
인 실행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의 규칙성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J시 소재 6개의 중학교 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되
었다. 설문조사의 내용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식사관련 특성, 생활 양식관련 특성,
건강관련 특성 등을 조사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침식사의 규칙성 여부와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인 변수는 남학생은 아침식사 준비자, 조식
의 중요성 인식, 부모님 조식여부, 등교 전 여유시간 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가구 소득수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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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비자, 아침식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었다(p<0.05). 단순 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을 보인
변수에 대해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고 교차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경우
아침식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군의 교차비는 3.52(96%, 신뢰구간 1.47∼8.44), 부모
님이 아침식사를 먹는 경우 2.72(95%, 신뢰구간 1.30∼5.69), 등교 전 여유시간이 1시간 30
분 이상인 경우 2.05(95%, 신뢰구간 1.10∼3.82) 그리고 아침식사 준비를 어머니가 하는 경
우가 3.13(95%, 신뢰구간 1.41∼5.84)을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아침식사 준비를 어머니
가 하는 경우가 3.24(95% 신뢰구간 1.67∼6.30), 부모의 소득수준이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0.35(95%, 신뢰구간 0.15∼0.85), 아침식사의 중요성 인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군의 교차비
는 1.61(95%, 신뢰구간 0.782∼3.324)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중학교 학생들의 아침 식사 규칙성은 어머니의 아침식사 준비, 부모님의 아침식
사 여부, 부모의 소득수준, 학생의 아침식사에 대한 중요성 인식, 등교 전 여유시간 등이 관련
을 보여, 아침식사의 규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아침식사에 대한 관심의 제고, 그리고
아침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보건행정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
교 보건을 통하여 가정으로 유인물을 배송하는 방안 검토 및 아침식사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방법 개발과 선진국의 사례처럼 아침급식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관하는 등의 전략추진도
고려해 볼 사항이며, 이를 위해선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와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가정과 학교보건차원으로의 예산을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
한 한 가족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단위임을 고려할 때, 사회의 건강은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중학생 청소년들의 건강 및 체력 향상과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 대중매체를 이용한 대대적인 홍보 전략이 꼭 필요하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아침 식사
를 위한 보건행정학적인 정책기반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실현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사례는 비교적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전국단위로 보다 확대하
여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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