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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factors related to eating behavior of breakfast and dietary 
life score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dministering ques-
tionnaires, and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 program.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
ing to school group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he subjects consisted of 1,879 students (male 
973, female 906) from 11 schools in Kyungpook. The distribution of subjects was as follows: elementary 
school children 682, middle school students 702, and high school students 495.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Dietary life score was 72.64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64.77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62.67 for high school students.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and reasons for skipping breakfast were sig-
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chool group (P＜0.001, P＜0.01, respectively). The main reason for skipping 
breakfast was ‘habitual skip’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54.8%, 46.7%) and ‘getting up too 
late’ in high school students (55.4%). There were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frequency of eating break-
fast and BMI.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hool performance and sleeping hours according 
to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P＜0.001, P＜0.01, respectively). Dietary life scor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P＜0.001). These results stress the need for intervention programs 
aimed at decreasing the frequency of skipping breakfast in children and students at school. Further, those who 
prepares meals for children must increase their concern about preparing 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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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규칙적인 아침식사는 건강한 생활의 원동력이며, 
균형된 영양소 섭취의 기본이다. 아침식사는 전날 저

녁식사 후에 오랜 시간 공복에서부터 포도당을 공급

하는 것으로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하므로 성

장기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건강유지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Choe 등 2003). 또한 아침식사는 아침시간의 

인지능력에 영향을 주어 학생들의 학업수행 능력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Korol & 
Gold 1998; Murphy 등 1998; Pollitt & Mathews 1998;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1).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아침식사를 중요하

게 여겨왔으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식사습관에도 많

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식습관이 형성되고, 
학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에 있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식생활지침에서 ‘아침을 꼭 먹자’라는 항목

이 들어갈 정도로 규칙적인 아침식사의 섭취가 강

조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MOHW] 
&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KHIDI] 
2003). 2005년 국민건강 ․ 영양조사(MOHW & KHIDI 
2006)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아침 결식률은 

16.7%로 1∼2% 수준인 점심과 저녁식사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 중 13∼19세 청

소년의 아침 결식률은 23.0%로 20∼29세의 38.0%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식습관

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식생활 문제로 지적되

고 있다(Kim 등 1999; Lee 등 2003). 또한 2008년 국

민건강통계 자료(MOHW & KHIDI),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KCDCP]에 의하면 만 

1세 이상 전체 대상자의 아침 결식률은 20.9%로 이 

중 6∼11세 아동의 아침 결식률은 9.7%, 12∼18세 

청소년의 아침 결식률은 26.0%로 아동기에서 청소

년기로 들어서는 과정에서의 아침 결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전환 시기는 사춘기의 급격

한 신체발달과 함께 사회적으로는 학업에 대한 부

담감이 높기 때문에 어느 시기보다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균형잡힌 영양섭취와 인지 및 학습능력 향

상을 위한 규칙적인 아침식사 섭취가 필요하다. 아

침 결식은 균형잡힌 세 끼의 식사가 필요한 학생들

에게 큰 영양문제로 아침 결식률이 높을수록 식사

의 질이 불량하고 결식에 뒤이은 폭식, 잦은 간식 

등으로 이어진다. 아침을 거르는 학생이 아침을 규

칙적으로 먹는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배고픔을 면

하기 위해 간식을 찾고 있었으며, 아침식사 빈도가 

증가할수록 전반적인 식습관과 학업성취도가 높아

지고 있어 좋은 식습관은 건강과 학업 성취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Cho 
등 2002). 또한, 비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아침식사는 지적, 신체적 발달에 영향을 주므

로 식사를 거르는 것을 피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선생님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Lee 등 2002). 
이와 같이 아침 결식은 학생들의 영양문제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 비만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

를 초래하고 있어 아동과 청소년의 아침식사 섭취

와의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아침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지역에 살고 있는 초등

학교 고학년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

교급별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학생들

의 식생활 습관과 아침식사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아침식사 해결 방안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

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을 조

사 ․ 분석하였다. 첫째, 초 ․ 중 ․ 고별로 학생들의 

신체계측치(신장, 체중, BMI)와 식생활점수 및 아침

식사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조사대상 

학생의 아침식사 섭취 빈도와 아침식사 실태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초 ․ 중 ․ 고별로 학생들의 

아침식사 섭취 빈도에 따른 BMI, 학업성취도 및 수

면시간과 식생활점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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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시기

경북지역 동일군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표집하여 선정

하였다. 초등학교는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 ․ 고등학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각 2
개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는 2008년 6월과 7월에 걸쳐 표집된 학교의 영양교

사 메일를 통해 발송한 후 담임선생님의 협조를 얻

어 영양교사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1,879부가 

회수되어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아침식사 실

태 및 식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일반적 사항으로는 성별, 학년, 신장, 체중, 
학업성적과 수면시간 등을 조사하였으며, 신장과 체

중은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다. 아침식사 섭취 빈

도가 학생들의 신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신장과 체중으로부터 체질량지수(BMI, 체
중(kg)/신장2(m2))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아침식사 

섭취 실태로는 아침식사 섭취 빈도, 아침식사 종류, 
아침식사 소요 시간, 아침 결식 이유, 점심식사 전 

배고픔 정도, 간식 종류, 세 끼 중 중요한 식사 등

을 조사하였다. 식생활 조사 항목은 서울특별시교육

청(2005) 튼튼이 교실에서 개발한 설문지와 이를 사

용한 Kim(2007)의 연구 및 손 등(2009)의 자료를 참

고로 20문항을 구성한 후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

의 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다. 식생활 조사 20문항은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아니

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각각 

1점에서 5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하였다. 

3.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초 ․ 중 ․ 고 학교급별, 학년간의 신체계측치

와 식생활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일원분

산분석과 사후검정으로 Duncans's multiple range test
를 실시하였다. 아침식사 실태에 대한 문항은 빈도

와 백분율을 구하여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으

며, 아침식사 섭취 빈도에 따른 초 ․ 중 ․ 고 학교급

별 아침식사 실태와 학업성취도 및 수면시간과의 

유의성은 Chi-square 검정과 Duncans'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신체계측치

조사대상 학생 분포 및 신체계측치를 Table 1에 나

타내었다. 초 ․ 중 ․ 고 학생 분포는 남학생과 여학생

이 각각 973명(51.8%)과 906명(48.2%)으로 남학생과 여

학생의 구성비가 1 : 1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초등학생 682명(36.3%), 중학생 702명(37.4%), 고등학생 

495명(26.3%)으로 총 1,879명이었다. 초 ․ 중 ․ 고 학년

간 신체계측치는 평균 체중과 신장 및 체질량지수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P＜0.001), 신

장의 경우 초등학생 144.74 cm, 중학생 161.69 cm, 고
등학생 167.38 cm였으며, 체중의 경우 초등학생 39.62 
kg, 중학생 51.52 kg, 고등학생 58.95 kg으로 초 ․ 중 ․ 
고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장과 체중이 증가됨에 따라 

체질량지수도 유의적으로(P＜0.001) 증가되었다.
학교별 조사대상자의 학업성취도와 수면시간에 

대한 분포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자신의 학

업성적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초등학생 

14.8%, 중학생 11.3%, 고등학생 11.1%로 학년이 올

라갈수록 자신의 학업성적에 대한 자신감이 유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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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Elementary Middle High Total χ2

How do you think of your school performance?

  Good  101 (14.8)1)  79 (11.3)  55 (11.1)  235 ( 12.5)

133.249***  So so 461 (67.6) 312 (44.4) 227 (45.9) 1,000 ( 53.2)

  No good 120 (17.6) 311 (44.3) 213 (43.0)  644 ( 34.3)

  Total 682 (36.3) 702 (37.4) 495 (26.3) 1,879 (100.0)

How long do you sleep for a day? (hours)

  ＞5  25 ( 3.7)  39 ( 5.6)  84 (17.0)  148 (  7.9)

413.072***
  6∼7 190 (27.9) 411 (58.5) 342 (69.1)  943 ( 50.2)

  8∼9 397 (58.2) 237 (33.8)  62 (12.5)  696 ( 37.0)

  10＜  70 (10.3)  15 ( 2.1)   7 ( 1.4)   92 (  4.9)

  Total 682 (36.3) 702 (37.4) 495 (26.3) 1,879 (100.0)
1) N (%) (***P＜0.001 groups difference by Chi-square)

Table 2. School performance and sleeping hours according to school groups.

Elementary Middle High Total χ
2/F

Gender

  Male  350 (18.6)1) 378 (20.1) 245 (13.0)  973 ( 51.8)
    2.293

  Female 332 (17.7) 324 (17.2) 250 (13.3)  906 ( 48.2)

  Total 682 (36.3) 702 (37.4) 495 (26.3) 1,879 (100.0)

Anthropometric parameters

  Height (cm) 144.74±8.932)  161.69±7.69 167.38±8.60 157.04±12.71  1,213.162***

  Weight (kg) 39.62±9.90   51.52±10.16  58.95±12.22  49.16±13.18   499.488***

  BMI (kg/m2) 18.71±3.34  19.60±2.99  20.92±3.26 19.63±3.30    68.639***
1) N (%) (χ2: groups difference by Chi-square)
2) Mean±standard deviation (***P＜0.001 groups difference by ANOVA)

Table 1. Gender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and anthropometric parameters according to school groups.

으로 감소되었으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초등학생 17.6%, 중학생 44.3%, 고등학생 

43.0%로 초 ․ 중 ․ 고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

적을 유의적으로(P＜0.001)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 중 자신의 학업성적이 보통이

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53.2%로 가장 많았으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34.3%, 우수

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12.5%였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6∼7시간인 학생이 50.2%로 가장 많았

으며, 8∼9시간인 학생은 37.0%, 5시간 이하인 학생

은 7.9%, 10시간 이상인 학생이 4.9%였다. 초 ․ 중 ․ 
고 학생별 평균 수면시간은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 

8∼9시간이 58.2%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과 고등

학생의 수면시간은 평균 6∼7시간이 각각 58.5%, 
69.1%로 가장 많아 초 ․ 중 ․ 고로 학년이 올라갈수

록 평균 수면시간이 유의적으로(P＜0.001)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5시
간 이하인 경우는 초등학생 3.7%, 중학생 5.6%, 고
등학생 17.0%로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이 중학생보다 

약 3배 정도로 적었다. 반면,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8∼9시간인 경우는 초등학생 58.2%, 중학생 33.8%, 
고등학생 12.5%로 초 ․ 중 ․ 고로 학년이 올라갈수

록 평균 수면시간이 유의적으로(P＜0.001) 짧아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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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Elementary Middle High F

 1. I often eat rice with mixed grain.  3.52±1.341)  3.16±1.27  3.08±1.31  19.779***

 2. I try to eat green-yellow vegetables.  3.60±1.23  3.26±1.12  3.30±1.12  16.616***

 3. I usually eat yogurt and cheese.  3.21±1.34  3.16±1.20  2.98±1.20 5.314*

 4. I'm not picky about food and eat well.  3.51±1.17  3.37±1.15  3.39±1.17 2.850

 5. I eat more than 20 kinds of foods in a day.  3.07±1.15  2.81±1.01  2.58±0.95  31.675***

 6. I like soybean products such as soybean paste, soybean milk, 
     fermented soybean and soybean curd.  3.93±1.21  3.50±1.25  3.74±1.11  22.144***

 7. I try to eat nuts (peanut, walnut, pine nuts).  2.84±1.29  2.41±1.12  2.38±1.08  30.118***

 8. I prefer vegetable juice to fruit juice.  2.67±1.23  2.28±1.02  2.14±0.93  39.747***

 9. I have each meal regularly without skipping.  3.97±1.24  3.33±1.34  3.35±1.29  51.873***

10. I eat whole grain bread rather than white bread.  3.44±1.35  2.95±1.21  2.99±1.14  30.858***

11. I try to drink milk more than one cup a day.  4.37±1.03  3.77±1.28  3.09±1.40 154.771***

12. I go out to eat less than once a week.  3.69±1.38  3.42±1.27  3.41±1.25   9.560***

13. I try to avoid salty, sweet and fried food.  3.48±1.14  2.90±1.10  2.60±1.11  94.912***

14. I try to eat hamburger, pizza and chickens less than once a week.  3.79±1.44  3.54±1.31  3.48±1.27   9.020***

15. I always eat proper amount of foods.  4.07±1.04  3.49±1.05  3.26±1.02  98.945***

16. I like potatoes and sweet potatoes.  4.38±0.96  4.00±1.05  3.99±0.99  30.412***

17. I try to eat anchovy dish.  3.68±1.21  3.30±1.15  3.13±1.11  34.934***

18. I often try to eat fruits.  4.43±0.88  4.14±0.96  3.79±1.03  64.538***

19. I try to eat fish.  3.91±1.25  3.38±1.23  3.35±1.23  41.060***

20. I try to eat laver, brown seaweed, tangle or green laver at every meal.  3.02±1.29  2.51±1.16  2.54±1.11  36.320***

F 72.64±11.62 64.77±10.75 62.67±10.21 143.783***
1) Mean±S.D (*P＜0.05, ***P＜0.001 groups difference by ANOVA)

Table 3. Dietary life score according to school groups.

2. 식생활점수 

초 ․ 중 ․ 고 학생의 평균 식생활점수는 Table 3과 

같이 100점 만점에 초등학생 72.64점, 중학생 64.77
점, 고등학생 62.67점으로 초 ․ 중 ․ 고로 학년이 올

라갈수록 유의적(P＜0.001)으로 감소되었다. 식생활

점수를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잡곡밥이나 녹황색 

채소 섭취 빈도의 경우 각각 초등학생 3.52점, 3.60
점, 중학생 3.16점, 3.26점, 고등학생 3.08점, 3.30점으

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흰밥보다 잡곡밥을 즐겨 먹

거나 녹황색 채소를 먹으려는 의지가 유의적으로(P
＜0.001) 감소되었다. 요구르트와 치즈 섭취 빈도는 

초등학생 3.21점, 중학생 3.16점, 고등학생 2.98점으

로 기호도가 높은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학년이 올

라갈수록 이들 식품에 대한 섭취 빈도가 유의적으

로(P＜0.05) 감소되었다.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는 식습관은 초등학생이 3.51점으로 가장 높았으

며, 중학생 3.37점, 고등학생 3.39점으로 학년간에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편식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루에 20가지 이상의 다양

한 식품을 섭취할 기회는 초등학생 3.07점, 중학생 

2.81점, 고등학생 2.58점으로 초 ․ 중 ․ 고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적으로(P＜0.001) 감소되었다. 된장, 
두유, 청국장, 두부 등과 같이 콩으로 만든 식품 섭

취는 초등학생 3.93점, 중학생 3.50점, 고등학생 3.74
점으로 초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섭취 기회가 유의적

으로 증가된 반면,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는 섭취 

기회가 유의적으로(P＜0.001)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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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으로 땅콩, 호두, 잣 등을 섭취하는 경우는 

초등학생 2.84점, 중학생 2.41점, 고등학생 2.38점으

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섭취 빈도가 유의적으로(P
＜0.001) 감소되었으며, 과일 주스보다 야채 주스를 

마시는 빈도도 초등학생이 2.67점으로 중학생 2.28
점, 고등학생 2.14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섭취 빈

도가 유의적으로(P＜0.001)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식사의 규칙성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이 3.97점으

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중학생 3.33점, 고
등학생 3.35점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할 기회도 초 ․ 
중 ․ 고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적으로(P＜0.001) 
감소되었다. 흰색 식빵보다 잡곡빵을 먹는 빈도도 

초등학생이 3.44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 2.95
점, 고등학생 2.99점으로 중 ․ 고등간에는 차이가 거

의 없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섭취 빈도가 유의

적으로(P＜0.001) 감소되었다. 우유 섭취 빈도의 경

우 식생활 조사 20개 항목 중 초등학생 4.37점, 중학

생 3.77점, 고등학생 3.09점으로 학년간에 가장 큰 

유의적인 차이(P＜0.001)를 나타내었으며, 학년이 올

라갈수록 섭취 빈도가 뚜렷하게 감소되었다. 외식의 

경우 초등학생이 3.69점으로 일주일에 1번 이하로 

가장 많이 하는 반면, 중 ․ 고등학생은 각각 3.42점, 
3.41점으로 외식 빈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학년이 올

라갈수록 외식에 대한 기회는 유의적으로(P＜0.001) 
감소되었다. 

건강을 위하여 단 음식, 튀긴 음식을 먹지 않으려

는 노력은 초등학생이 3.4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
학생 2.90점, 고등학생 2.60점 순으로 초 ․ 중 ․ 고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적으로(P＜0.001) 감소되고 

있어 학년이 높을수록 건강을 위해 짜거나 단 음식, 
튀긴 음식을 먹지 않으려는 의지가 약해지고 있었다. 
1주일에 한 번 이하로 햄버거, 과자, 치킨 같은 음식

을 먹는 경우는 초등학생 3.79점에서 중학생 3.54점, 
고등학생 3.48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들 식품

에 대한 섭취가 유의적으로(P＜0.001) 증가되었다. 식
사량의 경우 초등학생 4.07점, 중학생 3.49점, 고등학

생 3.26점으로 유의적으로(P＜0.001) 감소되고 있어 

초 ․ 중 ․ 고로 학년이 낮아질수록 알맞은 양의 식사

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자, 고구마와 같은 

식품이나 멸치 반찬, 과일 및 생선에 대한 섭취 빈

도의 경우 초 ․ 중 ․ 고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섭취 

기회가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으며(P＜0.001), 과일과 

생선 및 해조류 식품에 대해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섭취 빈도가 유의적으로(P＜0.001) 감소되었다.

3. 아침식사 실태

초 ․ 중 ․ 고 학생의 아침식사와 관련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매일 아

침식사를 먹는 학생은 62.3%인 반면 먹지 않는 학

생 10.2%, 일주일에 2∼3회 먹는 학생 14.1%, 일주

일에 4∼5회 먹는 학생 13.5%로 조사대상 학생의 

37.8% 정도가 아침식사를 불규칙적으로 또는 제대

로 먹지 못하고 있었다. 아침식사를 매일 먹는 경우

는 초등학생 71.7%, 중학생 56.6%, 고등학생 58.2%
로 초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섭취 빈도가 유의적으로 

많았고,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섭취 빈도가 유의적

으로(P＜0.001) 감소되었다. 반면, 아침식사를 먹지 

않는 경우는 초등학생 4.7%, 중학생 12.5%, 고등학

생 14.3%로 초 ․ 중 ․ 고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이 유의적으로(P＜0.001)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로 밥, 국, 반찬, 김치로 구성된 한식을 

먹는 학생이 86.4%로 가장 많았으며, 빵과 우유로 

구성된 양식을 먹는 학생 7.6%, 간편식으로 시리얼

을 우유와 함께 먹고 있는 학생 4.0%, 국수, 수제비, 
라면 등과 같은 면류를 먹는 학생 0.6%로 약 85% 
이상의 학생이 아침식사로 한식을 먹고 있었으나, 
초 ․ 중 ․ 고 학생간의 아침식사 종류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아침식사를 20분 이내에 먹는 경우

는 초등학생 84.6%, 중학생 91.0%, 고등학생 95.1%
인 반면, 30분 이상 먹는 경우는 초등학생 2.8%, 중
학생 1.8%, 고등학생 0.7%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

침식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유의적으로(P＜0.001)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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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Elementary Middle High Total χ
2

How often do you eat breakfast?

  Always  485 (71.1)1) 397 (56.6) 288 (58.2) 1,170 ( 62.3)

 54.761***
  4∼5 times/week  80 (11.7) 106 (15.1)  67 (13.5)  253 ( 13.5)

  2∼3 times/week  85 (12.5) 111 (15.8)  69 (13.9)  265 ( 14.1)

  Never  31 ( 4.7)  88 (12.5)  71 (14.3)  191 ( 10.2)

  Total 682 (36.3) 702 (37.4) 495 (26.3) 1,879 (100.0)

What do you usually eat for breakfast?

  Rice meal 562 (86.5) 516 (84.0) 382 (89.9) 1,460 ( 86.4)

  12.567

  Bread & milk  52 ( 8.0)  54 ( 8.8)  23 ( 5.4)  129 (  7.6)

  Cereal & milk  26 ( 4.0)  32 ( 5.2)   9 ( 2.1)   67 (  4.0)

  Noodles   3 ( 0.5)   4 ( 0.7)   3 ( 0.7)   10 (  0.6)

  Others   7 ( 1.1)   8 ( 1.3)   8 ( 1.9)   23 (  1.4)

  Total 650 (38.5) 614 (36.4) 425 (25.2) 1,686 (100.0)

How long does it take to eat breakfast? (min)

  ＜10 237 (36.4) 269 (43.9) 205 (48.5)  711 ( 42.1)

 43.005***
  10∼20 314 (48.2) 289 (47.1) 197 (46.6)  800 ( 47.4)

  20∼30  82 (12.6)  44 ( 7.2)  18 ( 4.3)  144 (  8.5)

  ＞30  18 ( 2.8)  11 ( 1.8)   3 ( 0.7)   32 (  1.9)

  Total 651 (38.6) 613 (36.3) 423 (25.1) 1,687 (100.0)

What is the reason for skipping breakfast? 

  Not having enough time   6 (19.4)  26 (28.3)  41 (55.4)   73 ( 37.1)

20.963**

  Poor appetite   4 (12.9)  16 (17.4)   9 (12.2)   29 ( 14.7)

  Habitual skip  17 (54.8)  43 (46.7)  18 (24.3)   78 ( 39.6)

  For weight control   0 ( 0.0)   0 ( 0.0)   0 ( 0.0)    0 (  0.0)

  No food   2 ( 6.5)   4 ( 4.3)   2 ( 2.7)    8 (  4.1)

  Others   2 ( 6.5)   3 ( 3.3)   4 ( 5.4)    9 (  4.6)

  Total  31 (15.7)  92 (46.7)  74 (37.6)  197 (100.0)

Do you feel hungry before lunch?

  Yes 364 (53.5) 520 (74.3) 408 (82.4) 1,292 ( 68.9)

154.668***  No 214 (31.5)  86 (12.3)  39 ( 7.9)  339 ( 18.1)

  Don't know 102 (15.0)  94 (13.4)  48 ( 9.7)  244 ( 13.0)

  Total 680 (36.3) 700 (37.3) 495 (26.4) 1,875 (100.0)
1) N (%) (**P＜0.01, ***P＜0.001 groups difference by Chi-square)

Table 4. Eating behavior of breakfast according to school groups.

아지고 있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아침식사에 소

요되는 시간이 10∼20분 이내인 학생이 47.4%로 가

장 많았으며, 10분 이내인 학생은 42.1%, 20∼30분 

이내인 학생은 8.5%, 30분 이상인 학생은 1.9%로 조

사대상 학생의 약 90% 정도가 아침식사 속도가 빠

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를 먹지 못하는 이유로는 초등학생과 중

학생의 경우 먹지 않는 습관이 되어서가 각각 

54.8%, 46.7%로 가장 많은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늦잠이나 등교 등의 시간적인 이유가 55.4%로 가장 

많아 초 ․ 중 ․ 고 학생간의 아침결식 이유에 유의적

인(P＜0.01)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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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Elementary Middle High Total χ
2

What do you do if you feel hungry before lunch?

  Eat snacks   48 ( 7.0)1)  78 (11.2) 154 (31.7)  280 ( 15.0)

 162.627***  Wait until the lunch 590 (86.5) 590 (85.0) 297 (61.1) 1,477 ( 79.3)

  Others  44 ( 6.5)  26 ( 3.7)  35 ( 7.2)  105 (  5.7)

  Total 682 (36.6) 694 (37.3) 486 (26.1) 1,862 (100.0)

What do you do if you eat snacks before lunch?

  Outside of school store  56 ( 8.2) 133 (19.8)  79 (18.3)  268 ( 15.0)

 581.615***
  Snack bring a house 119 (17.4) 137 (20.4)  64 (14.8)  320 ( 17.9)

  Mlik meals 483 (70.8) 363 (54.1)  83 (19.2)  929 ( 52.0)

  Others  24 ( 3.5)  38 ( 5.7) 206 (47.7)  268 ( 15.0)

  Total 682 (38.2) 671 (37.6) 432 (24.2) 1,785 (100.0)

Which meal is the most important?

  Breakfast 403 (59.2) 447 (63.9) 287 (58.0) 1,137 ( 60.6)

  12.093*  Lunch 145 (21.3) 154 (22.0) 130 (26.3)  429 ( 22.9)

  Dinner 133 (19.5)  98 (14.0)  78 (15.8)  309 ( 16.5)

  Total 681 (36.3) 699 (37.3) 495 (26.4) 1,875 (100.0)
1) N (%) (*P＜0.05, ***P＜0.001 groups difference by Chi-square)

Table 4. Continued.

아침식사를 먹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습관이 되어

서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늦잠, 등교 등의 이유

인 시간이 없어서가 37.1%, 입맛, 밥맛 등의 이유인 

식욕이 없어서가 14.7%, 기타가 4.6%, 식사를 준비

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가 4.1% 순으로 아침식사를 

먹지 못하는 이유가 습관화되어지고 있었다. 점심식

사 전에 배고픔을 느끼는 학생은 68.9%인 반면 배

고픔을 느끼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학생은 31.1%
로 조사대상 학생의 약 70% 정도가 점심식사 전에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다. 초 ․ 중 ․ 고 학년별로 점

심식사 전에 배고픔을 느끼는 경우는 초등학생 

53.5%, 중학생 74.3%, 고등학생 82.4%로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 약 1.3배 정도,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약 1.1배 정도로 배고픔을 느끼고 있어 초 ․ 중 ․ 고
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심식사 전에 배고픔을 느

끼는 학생이 유의적으로(P＜0.001) 많아지고 있어 아

침식사를 거르는 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적

으로 많아지는 결과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점심시간 전 배가 고파도 기다리는 경우는 초등

학생 86.5%, 중학생 85.0%, 고등학생 61.1%로 배고

픔을 참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이 초 ․ 중 ․ 고로 학

년이 올라갈수록 유의적으로(P＜0.001) 감소되었다. 
반면, 점심시간 전까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간식

을 먹는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생 7.0%, 중학생 

11.2%, 고등학생 31.7%로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 약 

1.6배 정도,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약 2.8배 정도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간식을 먹는 비율이 유의적

으로(P＜0.001) 증가되었다. 조사대상자 중 배가 고

파도 점심시간까지 기다린다는 학생은 79.3%인 반

면 간식을 먹는 학생은 15.0%로 학생의 약 80% 정
도는 점심시간 전에 배가 고파도 식사시간이 될 때

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심시간 전 학교

에서 먹는 간식으로 우유급식을 먹는 학생이 52.0%
로 가장 많았으며, 집에서 챙겨온 간식을 먹는 학생

은 17.9%, 학교밖의 가게를 이용하는 학생과 기타의 

방법으로 간식을 먹는 학생은 각각 15.0%로 학교에

서는 우유를 간식으로 가장 많이 먹고 있었다. 간식

으로 우유급식을 먹는 비율을 초 ․ 중 ․ 고 학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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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Always 4∼5 
times/week

2∼3 
times/week Never Total χ2

Breakfast foods

Rice meal  1,082 (64.1)1) 214 (12.7) 163 ( 9.7)   1 ( 0.1) 1,460 ( 86.4)

204.761***

Bread & milk   41 ( 2.4)  21 ( 1.2)  66 ( 3.9)   1 ( 0.1)  129 (  7.6)

Cereal & milk   31 ( 1.8)   8 ( 0.5)  28 ( 1.7) 0   67 (  4.0)

Noodles    3 ( 0.2)   4 ( 0.2)   3 ( 0.2) 0   10 (  0.6)

Others   12 ( 0.7)   6 ( 0.4)   5 ( 0.3) 0   23 (  1.4)

Total 1,169 (69.2) 253 (15.0) 265 (15.7)   2 ( 0.1) 1,689 (100.0)

Breakfast time
 (minute)

＜10  442 (26.2) 120 ( 7.1) 147 ( 8.7)   2 ( 0.1)  711 ( 42.1)

 38.278***

10∼20  594 (35.2) 113 ( 6.7)  93 ( 5.5) 0  800 ( 47.4)

20∼30  112 ( 6.6)  14 ( 0.8)  18 ( 1.1) 0  144 (  8.5)

＞30   22 ( 1.3)   5 ( 0.3)   5 ( 0.3) 0   32 (  1.9)

Total 1,170 (69.4) 252 (14.9) 263 (15.6)   1 ( 0.1) 1,687 (100.0)

Feeling hungry 
 before lunch

Yes  799 (42.6) 173 ( 9.2) 183 ( 9.8) 137 ( 7.3) 1,292 ( 68.9)

 12.122
No  233 (12.4)  42 ( 2.2)  41 ( 2.2)  23 ( 1.2)  339 ( 18.1)

Don't know  136 ( 7.3)  38 ( 2.0)  40 ( 2.1)  30 ( 1.6)  244 ( 13.0)

Total 1,168 (62.3) 253 (13.5) 264 (14.1) 190 (10.1) 1,875 (100.0)

Action of feeling 
 hungry before lunch

Snack intake  152 ( 8.2)  43 ( 2.3)  39 ( 2.1)  46 ( 2.5)  280 ( 15.0)

 30.130***
Wait  955 (51.3) 192 (10.3) 206 (11.1) 124 ( 6.7) 1,477 ( 79.3)

Others   52 ( 2.8)  17 ( 0.9)  19 ( 1.0)  17 ( 0.9)  105 (  5.7)

Total 1,159 (62.2) 252 (13.5) 264 (14.2) 187 (10.0) 1,862 (100.0)

Method of eating
 snacks before lunch

Outside of 
school store  143 ( 8.0)  41 ( 2.3)  39 ( 2.2)  45 ( 2.5)  268 ( 15.0)

 40.642***

Snack bring a 
house  204 (11.4)  40 ( 2.2)  45 ( 7.3)  31 ( 1.7)  320 ( 17.9)

Mlik meals  613 (34.3) 125 ( 7.0)  38 ( 2.1)  61 ( 3.4)  929 ( 52.0)

Others  153 ( 8.6)  34 ( 1.9) 252 (14.1)  43 ( 2.4)  268 ( 15.0)

Total 1,113 (62.4) 240 (13.4) 252 (14.1) 180 (1.01) 1,785 (100.0)

The most 
 important meals

Breakfast  808 (43.1) 141 ( 7.5) 124 ( 6.6)  64 ( 3.4) 1,137 ( 60.6)

120.632***
Lunch  200 (10.7)  72 ( 3.8)  82 ( 4.4)  75 ( 4.0)  429 ( 22.9)

Dinner  159 ( 8.5)  40 ( 2.1)  59 ( 3.1)  51 ( 2.7)  309 ( 16.5)

Total 1,167 (62.2) 253 (13.5) 265 (14.1) 190 (10.1) 1,875 (100.0)
1) N (%) (***P＜0.001 groups difference by Chi-square)

Table 5. Relation between eating frequency and behavior of breakfast.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이 70.8%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 54.1%, 고등학생 19.2%로 중학생은 초등학생

보다 약 1.3배 정도,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2.8배 

정도로 초 ․ 중 ․ 고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유섭취 

비율이 유의적으로(P＜0.001)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른 방법으로 간식을 섭취하는 비율은 초등

학생 3.5%, 중학생 5.7%, 고등학생 47.7%로 초 ․ 중 ․ 
고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 방법으로 간식을 섭

취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P＜0.001) 증가되고 있었

다. 특히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간식을 섭취하는 비율이 8배 정도 더 많았다.
하루 세 끼 식사 중 아침식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이 60.6%로 가장 많았으며, 점심식사 

22.9%, 저녁식사 16.5% 순으로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초 ․ 중 ․ 고 학년별로는 아침식사

는 중학생의 63.9%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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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Always 4∼5 times/week 2∼3 times/week Never Total F

Elementary  18.65±3.261) 19.04±4.14 18.84±3.00 19.44±3.21 18.71±3.34 0.934

Middle 19.49±3.05 19.78±2.88 19.83±2.75 19.63±3.15 19.60±2.99 0.543

High 20.81±3.17 20.61±2.39 21.78±4.14 20.83±3.28 20.92±3.26 1.934
1) Mean±S.D (F: groups difference by ANOVA)

Table 6. Comparison of BMI and eating frequency of breakfast according to school groups.

으며, 초등학생 59.2%, 고등학생 58.0% 순이었다. 점
식식사는 초등학생 21.3%, 중학생 22.0%, 고등학생 

26.3%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심식사의 중요성이 

유의적으로(P＜0.05) 증가되었는데, 이는 초 ․ 중 ․ 
고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침식사 섭취 빈도가 적

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심식사에 대한 중요성

이 증가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4. 아침식사 섭취 빈도와 아침식사 실태와의 관계

아침식사 섭취 빈도에 따른 아침식사 실태 분석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아침식사 섭취 빈도

와 아침식사 종류와는 유의적인(P＜0.001) 상관성

을 나타내었는데, 한식 섭취 비율이 매일 아침식

사를 먹는 군에서는 64.1%인 반면, 먹지 않는 군

에서는 0.1%로 아침식사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한

식을 섭취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빵, 우
유 등의 양식으로 매일 아침식사를 먹는 군은 

2.4%, 주 2∼3회 먹는 군은 3.9%로 아침식사 섭취 

빈도가 낮을수록 식사섭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한식보다 먹기 간단한 양식이나 시리얼을 먹고 있

었다. 아침식사 섭취 빈도와 아침식사 소요시간과

도 유의 적으로(P＜0.001)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

는데, 조사대상 학생의 아침식사 소요 시간은 평

균 10∼20분 이내가 47.4%, 10분 이내가 42.1%로 

아침식사에 평균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섭취 빈도에 따라서는 

매일 아침식사를 먹는 군은 10∼20분 이내가 

35.2%로 가장 많았으며, 주 4∼5회 먹는 군은 10
분 이내가 7.1%, 주 2∼3회 먹는 군은 8.7%로 아

침식사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아침식사에 많은 시

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전 배고픔 정도는 매일 아침식사를 먹

는 군 42.6%, 먹지 않는 군 7.3%로 아침식사 섭취 

빈도에 따른 배고픔 정도와는 유의적인 상관성이 

없었으며, 오히려 아침을 먹지 않는 학생보다 매일 

아침식사를 먹는 학생의 배고픔 정도가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침식사 섭취 빈도와 배고

픔을 참는 방법과의 관계에서는 배가 고파도 점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경우가 매일 아침식사를 

먹는 군 51.3%, 아침식사를 먹지 않는 군 6.7%로 

아침식사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배고픔을 참을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이 유의적으로(P＜0.001) 더 많았

다. 점심시간 전 학교에서 먹는 간식과 아침식사 

섭취 빈도와는 매일 아침식사를 먹는 군이 아침을 

먹지 않는 군보다 학교에서 먹는 간식으로 우유급

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유의적으로(P＜0.001) 더 많

았다. 매일 아침식사를 먹는 군은 아침식사를 하루 

세 끼 식사 중 가장 중요한 끼니로 생각하고 있었

고(43.1%), 점심식사 10.7%, 저녁식사 8.5% 순이었

으며, 주 4∼5회 또는 주 2∼3회 정도의 아침식사

를 먹는 군에서는 각각 아침식사 7.5%, 6.6%, 점심

식사 3.8%, 4.4%, 저녁식사 2.1%, 3.1% 순이었다. 
반면, 아침을 먹지 않는 군은 하루 세 끼 식사 중 

점심식사 4.0%, 아침식사 3.4%, 저녁식사 2.7% 순

으로 아침을 먹지 못한 것에 대한 상대적인 결과

로 점심식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아침

식사 섭취 빈도에 따라 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

지도에 유의적인 차이가(P＜0.001) 큰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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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Always 4∼5 times/week 2∼3 times/week Never Total χ
2

Elementary

Good    81 (11.9)1)  12 ( 1.8)   5 ( 0.7)   3 ( 0.4)  101 ( 14.8)

 30.936***
So so  341 (50.0)  50 ( 7.3)  54 ( 7.9)  16 ( 2.3)  461 ( 67.6)

No good   64 ( 9.4)  18 ( 2.6)  26 ( 3.8)  12 ( 1.8)  120 ( 17.6)

Total  486 (71.3)  80 (11.7)  85 (12.5)  31 ( 4.5)  682 (100.0)

Middle 

Good   52 ( 7.4)  10 ( 1.4)   9 ( 1.3)   8 ( 1.1)   79 ( 11.3)

 28.891***
So so  198 (28.2)  39 ( 5.6)  52 ( 7.4)  23 ( 3.3)  312 ( 44.4)

No good  147 (20.9)  57 ( 8.1)  50 ( 7.1)  57 ( 8.1)  311 ( 44.3)

Total  397 (56.6) 106 (15.1) 111 (15.8)  88 (12.5)  702 (100.0)

High

Good   36 ( 7.3)  10 ( 2.0)   4 ( 0.8)   5 ( 1.0)   55 ( 11.1)

 14.990*
So so  146 (29.5)  22 ( 4.4)  28 ( 5.7)  31 ( 6.3)  227 ( 45.9)

No good  106 (21.4)  35 ( 7.1)  37 ( 7.5)  35 ( 7.1)  213 ( 43.0)

Total  288 (58.2)  67 (13.5)  69 (13.9)  71 (14.3)  495 (100.0)

Total

Good  169 ( 9.0)  32 ( 1.7)  18 ( 1.0)  16 ( 0.9)  235 ( 12.5)

 85.744***
So so  685 (36.5) 111 ( 5.9) 134 ( 7.1)  70 ( 3.7) 1,000 ( 53.2)

No good  317 (16.9) 110 ( 5.9) 113 ( 6.0) 104 ( 5.5)  644 ( 34.3)

Total 1,171 (62.3) 253 (13.5) 265 (14.1) 190 (10.1) 1,879 (100.0)
1) N (%) (*P＜0.05, ***P＜0.001 groups difference by Chi-square)

Table 7. Relation between eating frequency of breakfast and school performance according to school groups.

5. 아침식사 섭취 빈도와 체질량지수와의 관계

아침식사 섭취 빈도에 따른 초 ․ 중 ․ 고 학생의 

BMI 분석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초등학생의 

평균 BMI는 18.71로 아침식사를 매일 먹는 군 

18.65, 먹지 않는 군 19.44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다. 중학생의 평균 BMI는 19.60으로 아침식사를 매

일 먹는 군 19.49, 먹지 않는 군 19.63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고등학생의 평균 BMI는 20.92로 아

침식사를 매일 먹는 군 20.81, 먹지 않는 군 20.83으
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아침식사 섭취 

빈도가 초 ․ 중 ․ 고 학생의 신체적 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아침식사 섭취 빈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아침식사 섭취 빈도에 따른 초 ․ 중 ․ 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는 Table 7에서와 같이 유의적

인 차이가(P＜0.001)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자신의 학업 성적을 보통 이상이라고 한 경우는 아

침식사를 먹는 군 61.9%, 아침을 먹지 않는 군 2.7%
로 아침식사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학업 성적을 유

의적으로(P＜0.001)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중학생이 

자신의 학업 성적을 보통 이상이라고 한 경우는 아

침식사를 먹는 군 35.6%, 아침을 먹지 않는 군 4.4%
인 반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는 아침식사를 

먹는 군 20.9%, 아침을 먹지 않는 군 8.1%로 아침식

사 섭취 빈도가 적을수록 학업 성적을 유의적으로(P
＜0.001)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고등학생의 학업 성

적 평가도 중학생과 같이 유의적으로(P＜0.05)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조사대상 학생 중 매일 아침식사

를 먹는 군은 학업 성적을 보통 36.5%, 노력 필요 

16.9%, 우수 9.0%로 평가하였으며, 주 4∼5회 또는 

주 2∼3회 먹는 군에서도 매일 아침식사를 먹는 군

에서 평가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아침을 먹지 못하는 군은 학업 성적을 노력 필요 

5.5%, 보통 3.7%, 우수 0.9%로 낮게 평가하고 있어 

아침식사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학업 성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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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Always 4∼5 times/week 2∼3 times/week Never Total χ2

Elementary

＞5 hours    20 ( 2.9)1)   1 ( 0.1)   3 ( 0.4)   1 ( 0.1)   25 (  3.7)

 12.010

6∼7 hours  122 (17.9)  24 ( 3.5)  31 ( 4.5)  13 ( 1.9)  190 ( 27.9)

8∼9 hours  288 (42.2)  50 ( 7.3)  45 ( 6.6)  14 ( 2.1)  397 ( 58.2)

10＜ hours   56 ( 8.2)   5 ( 0.7)   6 ( 0.9)   3 ( 0.4)   70 ( 10.3)

Total  486 (71.3)  80 (11.7)  85 (12.5)  31 ( 4.5)  682 (100.0)

Middle

＞5 hours   12 ( 1.7)   5 ( 0.7)  11 ( 1.6)  11 ( 1.6)   39 (  5.6)

 25.002***

6∼7 hours  227 (32.3)  63 ( 9.0)  65 ( 9.3)  56 ( 8.0)  411 ( 58.5)

8∼9 hours  149 (21.2)  37 ( 5.3)  33 ( 4.7)  18 ( 2.6)  237 ( 33.8)

10＜ hours    9 ( 1.3)   1 ( 0.1)   2 ( 0.3)   3 ( 0.4)   15 (  2.1)

Total  397 (56.6) 106 (15.1) 111 (15.8)  88 (12.5)  702 (100.0)

High

＞5 hours   54 (10.9)  11 ( 3.2)   9 ( 1.8)  10 ( 2.0)   84 ( 17.0)

  3.314

6∼7 hours  193 (39.0)  47 ( 9.5)  50 (10.1)  52 (10.5)  342 ( 69.1)

8∼9 hours   36 ( 7.3)   9 ( 1.8)   9 ( 1.8)   8 ( 1.6)   62 ( 12.5)

10＜ hours    5 ( 1.0)   0 ( 0.0)   1 ( 0.2)   1 ( 0.2)    7 (  1.4)

Total  288 (58.2)  67 (13.5)  69 (13.9)  71 (14.3)  495 (100.0)

Total

＞5 hours   80 ( 4.3)  23 ( 1.2)  23 ( 1.2)  22 ( 1.2)  148 (  7.9)

 42.352***

6∼7 hours  542 (28.8) 146 ( 7.8) 134 ( 7.1) 121 ( 6.4)  943 ( 50.2)

8∼9 hours  473 (25.2)  87 ( 4.6)  96 ( 5.1)  40 ( 2.1)  696 ( 37.0)

10＜ hours   70 ( 3.7)   9 ( 0.5)   6 ( 0.3)   7 ( 0.4)   92 (  4.9)

Total 1,165 (62.0) 265 (14.1) 259 (13.8) 190 (10.1) 1,879 (100.0)
1) N (%) (***P＜0.001 groups difference by Chi-square)

Table 8. Relation between eating frequency of breakfast and sleeping hours according to school groups.

School group Always 4∼5 times/week 2∼3 times/week Never Total F

Elementary   74.62±11.221)  70.10±11.41  66.55±10.83 64.77±10.25 72.64±11.62 20.068***

Middle  67.35±10.42 64.67±8.60 60.90±9.83 58.14±11.49 64.77±10.75 26.064***

High 64.21±9.75 60.17±9.90 60.88±9.11 60.50±12.25 62.67±10.21  5.427***
1) Mean±S.D (***P＜0.001 groups difference by ANOVA)

Table 9. Relation between eating frequency of breakfast and dietary life score according to school groups.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아침식사 섭취가 학생들

의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 아침식사 섭취 빈도와 수면시간과의 관계

아침식사 섭취 빈도에 따른 초 ․ 중 ․ 고 학생의 

수면시간 분석 결과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중학

생에서는 아침식사 섭취 빈도에 따른 수면시간에 

유의적인 상관성이 있었으나(P＜0.001),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서는 유의적인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수면시간이 8∼9시간으로 

충분하고, 고등학생은 수면시간이 6∼7시간으로 짧

아 아침식사 섭취 빈도와 유의적인 상관성을 나타

내지 않았으나, 중학생은 수면시간이 6∼9시간으로 

분포대가 넓어 아침식사 섭취 빈도와 유의적인 상

관성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초 ․ 중 ․ 고 학생

의 평균 수면시간은 매일 아침식사를 먹는 군은 6
∼7시간이 28.8%, 8∼9시간이 25.2%, 주 4∼5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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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 2∼3회 아침식사를 먹는 군의 평균 수면시간

이 6∼7시간인 경우가 각각 7.8%, 7.1%로 가장 많아 

아침식사 섭취 빈도가 낮을수록 수면시간이 유의적

으로(P＜0.01) 짧아지고 있었다. 이는 초 ․ 중 ․ 고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침식사 섭취 빈도가 낮아지고 

수면시간이 짧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8. 아침식사 섭취 빈도와 식생활점수와의 관계

아침식사 섭취 빈도에 따른 초 ․ 중 ․ 고 학생의 

식생활점수 분석 결과는 Table 9과 같이 유의적인 

차이(P＜0.001)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 ․ 중 ․ 고 

학생의 식생활점수는 초등학생의 경우 아침식사를 

매일 먹는 군 74.62점, 주 4∼5회 먹는 군 70.10점, 
주 2∼3회 먹는 군 66.55점, 먹지 않는 군 64.77점으

로 아침식사 섭취 빈도가 낮을수록 식생활점수가 

유의적으로(P＜0.001) 낮아지고 있었다. 중학생과 고

등학생의 경우도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식생활점

수가 각각 아침식사를 매일 먹는 군 67.35점, 64.21
점, 주 4∼5회 먹는 군 64.67점, 60.17점, 주 2∼3회 

먹는 군 60.90점, 60.88점, 먹지 않는 군 58.14점, 
60.50점으로 아침식사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식생활

점수가 유의적으로(P＜0.001)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고 찰

본 연구에서 초 ․ 중 ․ 고 학생의 신체발육 상태

는 한국인 영양권장량 개정판(Korea Nut Soc 2010)
과 비교해 보았을 때, 초등학생의 평균 신장은 표준

치, 평균 체중은 표준치 이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신장과 체중 모두 표준치 이상을 나타내었다. 초등

학생과 중학생의 평균 체질량지수는 각각 18.71 
kg/m2, 19.60 kg/m2로 나타나 체질량지수 20 미만의 

저체중군에 속하였고, 고등학생은 20.92 kg/m2로 정

상군에 속하였다. 초 ․ 중 ․ 고 학생의 식생활점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적(P＜0.05, P＜0.001)으로 감소됨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식습관이 단순히 영양소나 칼로리 중심으

로 식사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모든 식생

활 방식과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단기간에 형성되

는 것이 아니고 이유기로부터 장기간에 걸친 가정, 
학교, 사회의 교육정도, 가족구성, 사회경제적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한 번 형성된 식습관은 변화시키기 어렵

고 성인기 식습관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린시기에 올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지도가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Park 등 2002).
아침식사 섭취 빈도율은 아침식사를 매일 먹는 초

등학생은 71.1%, 중학생 56.6%, 고등학생 58.2%로 전

국 초 ․ 중 ․ 고 학생 대상 조사 결과(Yi & Yang 
2006)인 초등학생 68.9%와는 유사한 결과를, 중학생 

61.8%보다는 조금 낮게, 고등학생 53.8%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지역 중학생 대상 연구(An & 
Shin 2001) 결과인 58.4%와는 유사하였다. 아침식사

를 주 4∼5회 또는 주 2∼3회 먹는 경우는 초등학

생 24.2%, 중학생 30.9%, 고등학생 27.4%로 아침식

사 섭취 빈도가 초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유의하게(P
＜0.001) 많았으나,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오히려 

감소되었다. 반면, 아침식사를 먹지 않는 경우는 초

등학생 4.7%, 중학생 12.5%, 고등학생 14.3%로 초등

학생의 경우 인천지역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조사 

결과인 14.0%(Cho 등 2002), 서울지역 초등학생 대

상 조사 결과(Shin 등 2004)인 15.0%와 비교시 본 

조사 대상 초등학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높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도 

전국 초 ․ 중 ․ 고 학생 대상 조사 결과(Yi & Yang 
2006)인 16.1%, 25.0%보다는 아침식사 결식률이 낮

았으나 초 ․ 중 ․ 고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침식사

를 거르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 ․ 중 ․ 고 학생의 아침식사 종류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아침식사 소요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는 초등학생 36.4%, 중학생 43.9%,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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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침식사 속도가 유의

적으로(P＜0.001) 빨라지고 있었다. 이는 본 조사대

상 학생이 아침식사를 먹지 못하는 이유를 초등학

생과 중학생은 습관이 되어서가 각각 54.8%, 46.7%, 
고등학생은 시간이 없어서가 55.4%로 가장 높게 나

타난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춘

천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Kim & 
Kim 2005) 고등학생의 결식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

가 63.5%로 가장 많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

다. 아침식사를 시간이 없고, 식욕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초등학생 32.3%, 중학생 45.7%로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연구에서 아침결식 이유를 입맛이 없

어서 50.0%, 바빠서 25.0%로 보고(Cho 등 2002)한 

결과와 중학생의 80.0%가 시간이 부족하고 식욕이 

없어서 아침 결식을 한다고 보고(An & Shin 2001)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점심식사 전에 배고픔을 느끼는 초등학생은 

53.5%, 중학생 74.3%, 고등학생 82.4%로 본 조사대

상 학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초 ․ 중 ․ 고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적으로 많아지는 결과와 점심시간 

전 배가 고파도 기다리는 경우는 초등학생 86.5%, 
중학생 85.0%, 고등학생 61.1%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고픔을 참을 수 있는 의지가 유의적으로(P＜0.001)
약해지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침식사는 

학생들의 건강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

른 끼니에서의 과식을 방지하는 등 영양학적으로 

중요성이 많으며(Woo 등 1986; Chao & Smi Vanderkooy 
1989; Nicklas 등 1993; Kang 등 2001), 학업성취도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Kleinman 
등 2002; Lopez-Sobaler 등 2003). 조사대상 학생의 

60.6%는 아침식사를 하루의 식사 중 건강에 가장 

중요한 식사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초등학생 59.2%, 
중학생 63.9%, 고등학생 58.0%였다. 이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연구(Choe 등 2003)에서 전체 조사대상

자의 80.6%가 아침식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과

는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실제 실생활에서 아

침식사를 매일 먹는 학생은 58.2%, 아침식사를 먹지 

않는 학생은 14.3%로 아침식사의 중요성은 인식하

고 있으나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침식사 섭취 빈도에 따른 평균 BMI에서는 초 ․ 

중 ․ 고 학생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아침식

사 섭취 빈도가 낮을수록 BMI 수치가 높아지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초 ․ 중 ․ 고 학생의 아침식

사 관련 요인을 분석한 Yi & Yang(2006)의 보고와 

Kim 등(2000)이 비만 아동의 비만 정도가 아침식사 

결식 여부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것과

는 유사한 결과였으나, 아침식사 결식이 비만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Joo & Park 1998; Lee 등 

2001)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초 ․ 중 ․ 
고 학생이 자신의 학업 성적을 보통 이상으로 평가

한 경우는 초등학생 82.4%, 중학생 55.7%, 고등학생 

57.0%로 초등학생은 중학생보다 높게, 중학생은 고

등학생보다 낮게 평가하여 초 ․ 중 ․ 고 학생간에 유

의적인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아침식사 섭취 

빈도와 학업 성적과의 교차분석 결과 역시 유의한 

상관성(P＜0.001)을 나타내었는데, 매일 아침식사를 

먹는 군의 45.5%가 자신의 학업 성적을 보통 이상

으로 평가한 반면 아침을 먹지 않는 군에서는 4.6%
만이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어 아침식사가 규

칙적인 학생이 규칙적이지 못한 학생들보다 자신의 

학업 성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초 ․ 중 ․ 
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1999)의 연구에서도 아

침식사의 규칙성이 학업 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주

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 학업성취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고 보고

하였다. Benton & Parker (1998)는 아침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혈액 내 포도당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기

억력이 향상되고 인지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업 성적은 학생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조사

된 한계성은 있으나 다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

을 나타내었다. 초 ․ 중 ․ 고 학생의 평균 수면시간

과 아침식사 섭취 빈도에 따른 수면시간과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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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관성(P＜0.001)을 나타내었는데 학년이 올라갈

수록 수면시간도 유의적으로 짧아지고 아침 결식률

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면시간이 초

등학생은 8∼9시간, 중 ․ 고등학생은 6∼7시간이 가

장 많았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평균 수면시간이 5시
간 이하인 비율이 17.0%로 초 ․ 중학생은 수면시간

이 충분하나, 고등학생은 수면시간이 부족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아침식사 섭취 빈도와 수면시간과 

상관성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25.0% 정도는 시간과 입맛

이 없다는 등의 이유나 체중조절을 위해 아침식사

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Lee 등 2003).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먹지 않게 되면 불필요한 간식이나 다

른 식사에 과식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현대의 

바쁜 사회 생활중에서도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는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침결식으로 인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 습관이 올바르게 정착되지 못하면 청

소년기 이후로도 식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식사 섭취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북지역 동일군에 소재하고 있는 초 ․ 
중 ․ 고 학생을 대상으로 2008년 6월과 7월에 걸쳐 

설문지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신체계측치와 식생활

습관 및 아침식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1. 초 ․ 중 ․ 고 학생 분포는 초등학생 682명(36.3%), 

중학생 702명(37.4%), 고등학생 495명(26.3%)이었

으며, 평균 신장은 초등학생 144.74 cm, 중학생 

161.69 cm, 고등학생 167.38 cm, 평균 체중은 초

등학생 39.62 kg, 중학생 51.52 kg, 고등학생 58.95 
kg으로 발육 표준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2. 식생활점수는 100점 만점 중 초등학생 72.64점, 

중학생 64.77점, 고등학생 62.67점으로 학년이 올

라갈수록 유의적으로(P＜0.001) 감소되었으며, 아

침식사 섭취 빈도에 따른 초 ․ 중 ․ 고 학생의 식

생활점수도 아침식사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유의

적으로(P＜0.001) 높게 나타났다. 
3. 아침식사 실태는 매일 아침식사를 먹는 학생은 

62.3%인 반면 먹지 않는 학생 10.2%, 일주일에 2
∼3회 먹는 학생 14.1%, 일주일에 4∼5회 먹는 

학생 13.5%로 조사대상 학생의 37.8% 정도가 아

침식사를 제대로 먹지 않고 있었다. 아침식사로

는 한식을 가장 많이 먹고 있었으며, 아침식사 

소요시간은 평균 10∼20분 이내인 학생이 47.4%
로 가장 많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침식사 소

요시간이 유의적으로(P＜0.001) 짧아지고 있었다. 
아침식사 섭취 빈도에 따른 아침식사 종류와 아

침식사 소요시간과도 유의적으로(P＜0.001)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4. 아침결식 이유로는 초 ․ 중학생은 먹지 않는 습관

이 되어서, 고등학생은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많

아 유의적인(P＜0.01) 차이를 나타내었다. 점심식

사 전 배고픔 정도는 초 ․ 중 ․ 고로 학년이 올라

갈수록 유의적으로(P＜0.001) 많아지고 있었으나, 
배고픔을 참는 정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적

으로(P＜0.001) 감소되었으며, 아침식사 섭취 빈

도가 높을수록 점심시간까지 기다린다는 학생은 

유의적으로(P＜0.001)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초 ․ 중 ․ 고 학생 모두 하루 세 끼 식사 중 아침

식사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침

결식 증가로 인한 점심식사의 중요성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적으로(P＜0.05) 증가되었다. 아

침식사 섭취 빈도에 따른 식사의 중요성에서는 

매일 아침식사를 먹는 군은 아침식사, 아침을 먹

지 않는 군은 점심식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고 있어 유의적인 차이(P＜0.001)를 나타내었다.
6. 학업 성취도는 초 ․ 중 ․ 고로 학년이 올라갈수

록 유의적으로(P＜0.001) 낮게 평가하고 있었으

며, 아침식사 섭취 빈도와 학업 성적과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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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차이(P＜0.001)를 나타내었다. 초 ․ 중 ․ 고 

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

으며, 아침식사 섭취 빈도가 낮고 학년이 올라

갈수록 수면시간이 유의적으로(P＜0.001) 짧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초 ․ 중 ․ 고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식생활점수와 아침식사 실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급속한 성장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아침 결식률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되

고 있었으며, 아침식사 섭취 빈도에 따라 초 ․ 중 ․ 
고 학생의 성장발육과 학업성취도 및 수면시간 등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

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침결식이 장기적으로 아

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육 및 학업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가정 내에서는 아침

식사의 중요성과 실천을 강조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들의 식생활에 관여하는 여러 요인들을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다양한 아침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식

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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