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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breakfast service on nutritional status, hematological 
status, and attentiveness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The subjects were 19 boys and 13 girls between 
7 and 11 years old.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a control group and a breakfast service (BS) group, in 
which 12 boys and 5 girls received breakfast from February 1 to December 31, 2010.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takes of energy, protein, carbohydrate, calcium, iron, zinc, vitamin A, vitamin B2, 
niacin, and vitamin C in the BS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In the BS 
group, the intakes of calcium, folic acid, and vitamin C were lower than 75% of recommended intake level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otal blood protein level and total cholesterol level between the 
BS group and control group. A blood albumin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BS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Systolic blood pressure was higher in the BS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whereas the di-
astolic blood pressure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A dietary attitude score increased 
according to breakfast service and nutritional education.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capacity 
value and continuity value between the two groups, but the control valu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BS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Therefore, to sustain the effect of breakfast service and improve nutritional 
status for children skipping breakfast in low-income families, nutrition intervention services, as well as legal 
and financial support by the government should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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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동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 발육이 왕성

하며 사회성이 발달하고 자아개념이 이루어지는 시

기이며, 제2의 급속한 성장, 성적성숙을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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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균형잡힌 영양공급은 

일생의 성장 발육의 기초를 조성하여 지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Nam 등 2006). 

아동의 식행동은 문화, 사회, 경제적인 요인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아동기의 건강상태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의 건강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Chung 등 2004). 
식습관이 불량할 경우 신체적 발육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상태, 정서발달에도 영향을 받으

므로 아동기의 영양문제는 신체발달 측면만이 아니

라 행동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Choi 
& Lee 2009). 태아기부터의 영양상태가 개인의 건강

에 영향을 미치고, 생애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영양문

제는 다음 생애주기로 지속적으로 전달되므로,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관리를 통해 영양문제

가 다음 생애주기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Joung 2005).
아동기의 아침식사는 전날 저녁부터 아침까지의 

공복상태인 신체에 열량 및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

체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집중력 및 인지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며, 학업성취도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Mahoney 등 2005; Yeoh 등 2008; 
Lee 등 2009). 아동 및 청소년기는 식습관이 형성 ․ 
강화되는 시기이므로 아침식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

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회, 경제적 양

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빈부격차와 가족해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었다. 그 결과 아동빈곤

율은 1996년 8.7%에서 2006년 11.0%로 증가하였으

며, 최저생계비 이하 상태에 있는 절대빈곤 아동수

는 545,000명, 상대빈곤 아동수도 915,925명으로 추

정된다(Kim 등 2007). 아침결식은 빈곤과 밀접한 관

계가 있으며 아동의 능력, 행동, 정서적인 면에 여

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

된 바 있다(Oh 등 2002; Nam 등 2006; Yeoh 등 

2008; Choi & Lee 200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Lee 등 2011).

국내에서도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이

나 영양상태 등에 대한 조사연구들은 다양하게 이

루어져 있지만(Oh 등 2002; Yi 2004; Nam 등 2006; 
Shim 등 2009; Kim 등 2010; Lee 등 2011), 결식아동

에게 아침급식을 실시한 후의 효과를 검토한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결식아동

들에게 아침급식을 실시하고 영양상태, 혈액성상 및 

주의집중력 등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해 봄으로써 

저소득층 결식아동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아

침급식 프로그램의 도입을 요청하는 기초자료로 삼

고자 계획되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부산시 부산진구 J동의 저소득층 결손

아동 32명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험연구이다. 국민기

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한부모가

정과 조손가정 초등학생 중 아침을 굶거나 먹는다

고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아

동을 동사무소, 학교,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추천을 

받고, 가정을 방문하여 주양육자와의 상담을 거친 

후 20명을 선정하여 실험집단(급식군)으로 선정하였

다. 비교집단(대조군)은 비슷한 환경의 아동 중 양육

자가 본 실험의 뜻을 이해하고 참가하기로 동의해 

준 아동 20명을 선정하였다. 이사로 인해 실험을 계

속하지 못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마지막까지 참여한 

아동은 급식군 17명, 대조군 15명이었다.

2. 내용 및 방법

1) 급식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단에 따라 조리하

여 만든 아침도시락을 오전 7시 급식군의 가정으로 

배달하였다. 아침도시락은 1일 영양필요량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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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식단을 작성하였고, 밥, 국(찌개), 과일, 김치를 

포함한 3가지 반찬으로 구성하였으며, 성별 · 연령

별로 급식량을 조절하여 1일 영양필요량의 1/3이 충

족되도록 하였다. 2010년 2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1개월간 급식을 실시하였다. 

2) 영양교육

아동이 가정으로 배달된 아침을 반드시 섭취하려

는 의지를 가지게 하고, 아동의 식생활에 양육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감안하여(Kim 등 2010), 
급식 초기에 2차에 걸쳐 아동과 주양육자에게 영양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동에게는 ‘아침밥이 중요해

요’, ‘건강을 위해 어떻게 먹을까?’, ‘건강한 간식’, 
‘어린이 식생활 지침’ 등을 교육하고, 주양육자에게

는 ‘아침식사의 중요성’, ‘영양소의 역할’, ‘아동기의 

영양관리’, ‘식품표시’, ‘식품위생’ 등에 관하여 교육

하였다.

3) 설문지조사

설문지는 일반적 사항과 식생활태도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식생활태도 조사는 선행연구(Lee & Kim 2000; 

Cheong 등 2003; Lee 2003)에서 사용한 방법을 응용

하여 초등학생에게 맞게 설문을 만들었다. 문항의 

내용은 기초식품군의 조화, 식사의 규칙성, 식사와 

일상생활의 균형 등에 관한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마다 바람직한 태도는 3점, 보통은 2점, 바

람직하지 못한 태도는 1점을 주어 총점을 구하였다. 
총점이 24점(80%) 이상은 ‘우수군’, 18∼23점(60∼
80%)은 ‘보통군’, 18점(60%) 미만은 ‘나쁨군’으로 나

누었다. 급식 전과 급식 후 2회에 걸쳐 조사하여 

paired t-test로 급식 전과 급식 후를 비교하였다.

4) 식이조사

1일 영양소 섭취 상태 파악을 위해서 연구조사원

이 조사대상자를 1 : 1로 면담하여 24시간 식이섭취

량을 회상하게 한 후 직접 기록하였다. 분량을 회상

하는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식품 모델, 식품사진 

및 음식의 눈대중량 자료를 제시하였다. 식품의 영양소 

분석을 위해 한국영양학회에서 개발한 전문가용 CAN- 
Pro(3.0)를 사용하였다. 급식 전과 급식 후 2회에 걸

쳐 조사하였다.

5) 신체계측, 혈액 채취 및 분석

신장과 체중은 신장체중 자동측정기(DS-102)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고, 조사된 체중과 신장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구하였다. BMI
는 체중(kg)/신장(m)2으로 계산하였고, 소아청소년 신

체발육표준치(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n Pediatric Society 2007)의 BMI 백분

위수를 이용하여 5 백분위수 미만은 저체중, 5∼85 
백분위수 미만은 정상, 85∼95 백분위수 미만은 과

체중, 95 백분위수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혈
압은 A&D사의 혈압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전날 저녁 식사 이후부터 채혈 전까지 12시간 이상 

금식시켜 아침 공복 시에 약 15 ml의 혈액을 채취

하여 자동분석기(ADVIA 120)로 혈액성분을 측정하

였다. 급식 전과 급식 후 2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6) 주의집중력검사

개인의 주의행동에 대한 검사도구인 프랑크푸르트 

주의집중력검사(Moosbrugger & Oehlschaegel 2002)를 

사용하여 주의집중력검사를 하였다. 선택능력치수는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고, 통제치수는 일정한 시간 속에 과제

가 주어질 때, 정확성과 속도와의 딜레마 속에서 얼

마나 옳은 판단을 했느냐를 나타내며, 주의의 자기 

통제기능을 표현한다. 연속성치수는 집중작업이 얼

마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낸다. 프랑크

푸르트 주의집중력검사에서 1, 2, 3구간은 주의집중

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 4, 5, 6구
간은 주의집중력 평균에 해당되는 구간, 7, 8은 높

은 비율의 구간, 9는 가장 높은 구간으로 분류된다. 
급식 전과 급식 후 2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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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BS2) group

Grade 1
2
3
4
5

 1
 6
 5
 2
 1

 4
 2
 4
 3
 4

Gender Male
Female

 7
 8

12
 5

Family 
 type

Single-parent family
Grand parent-grand 
 son family

12
 3

10
 7

Age (yrs) 8.7±1.01) 9.1±1.5

Total 15 17
1) Mean±SD
2) BS group: Breakfast service group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Figure 1. Reasons for not eating breakfast of the subjects.

Figure 2. Body Mass Index of the subjects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3. 통계처리

조사한 자료는 SPSS 13.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조사내용에 따라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변인간의 유의성은 student t-test와 paired 
t-test를 실시하여 파악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급

식군은 1학년 4명, 2학년 2명, 3학년 4명, 4학년 3명, 
5학년 4명 총 17명으로 평균연령 9.1세였다. 남학생 

12명, 여학생 5명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한부모가정 

아동 10명, 조손가정 아동이 7명이었다. 대조군은 1
학년 1명, 2학년 6명, 3학년 5명, 4학년 2명, 5학년 1
명으로 총 15명이었고 평균연령은 8.7세였다. 남학생 

7명, 여학생 8명으로 구성되었고, 한부모가정 아동 

12명, 조손가정 아동은 3명이었다.

2. 아침결식이유

연구대상자의 아침결식이유는 Fig.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60%가 ‘차려주지 않아서’, 30%가 ‘입맛이 

없어서’, 10%가 ‘늦잠을 자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체질량지수

연구대상자들의 체격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BMI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급식군의 경우 급

식 전에는 저체중 52.9%, 정상 35.3%, 체중과다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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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
Male Female

Control BS3) group Control BS group

Energy (kcal) 1,033.2±55.1 (58.9)1) 1,396.7±62.2 (80.1)** 1,016.0±90.0 (59.8) 1,381.2±84.8 (81.2)**

Protein (g)   37.2±17.6 (121.5)2)   52.1±17.3 (185.5)**   43.4±10.8 (124.0)   58.5±7.9 (166.8)**

Fat (g)   25.4±5.6   33.6±6.3   33.4±12.2   35.7±5.6

Carbohydrate (g)  161.8±60.75  221.5±34.2**  138.2±29.3  206.5±20.3**

Calcium (mg)  272.9±31.4 (36.1)  325.6±50.3 (49.6)**  250.5±68.5 (31.6)  483.4±83.4 (60.4)**

Iron (mg)   6.16±3.46 (64.4)   8.70±2.31 (93.9)*   6.04±1.38 (60.4)   9.30±0.66 (93.0)*

Na (mg) 2,561.6±295.4 (212.4) 2,572.6±280.3 (194.9) 2,974.7±224.0 (228.7) 3,024.7±441.4 (232.6)

Zinc (mg)   4.45±2.20 (67.5)   6.89±1.49 (115.4)*   4.74±0.39 (67.5)   7.51±1.17 (107.3)*

Vitamin A (RE)  311.0±46.7 (54.2)  421.5±216.5 (88.7)*  367.9±162.1 (73.4)  469.2±143.9 (93.8)*

Vitamin B1 (mg)   0.76±0.28 (91.8)   0.82±0.25 (97.6)   0.70±0.29 (77.7)   0.77±0.23 (85.5)

Vitamin B2 (mg)   0.63±0.36 (62.1)   0.86±0.19 (84.8)*   0.78±0.24 (86.6)   0.97±0.24 (107.7)*

Niacin (mg)   8.09±2.52 (73.5)  11.50±2.32 (103.7)*   6.78±2.21 (61.6)   11.9±2.07 (107.3)*

Vitamin B6 (mg)   1.00±0.17 (92.5)   1.24±0.29 (124.5)   1.31±0.38 (119.1)   1.34±0.34 (121.8)

Folic acid (ug)   91.8±12.6 (33.4)  122.4±11.3 (45.8)  131.8±13.3 (43.9)  154.3±20.2 (54.5)

Vitamin C (mg)  37.80±4.40 (49.6)  47.21±15.5 (61.9)*  32.64±8.28 (40.8)  46.66±24.75 (58.3)*

Vitamin E (mg)   8.56±5.66 (100.3)   8.65±5.01 (98.3)   8.70±3.09 (108.7)  11.01±0.95 (137.6)

Carbohydrate (%)   63.2±21.2   63.4±9.6   53.8±4.8   59.8±3.7

Protein (%)   14.5±6.8   14.9±4.9   16.9±4.3   16.9±2.3

Fat (%)   22.3±10.9   21.7±16.9   29.3±10.9   23.3±3.6
1) Mean±SD (% of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2) Mean±SD (% of Recommended Intake)
3) BS group: Breakfast service group
*P＜0.05, **P＜0.01

Table 2. Daily nutrients intake of the subjects. 
(% RDA)

의 분포였으나 급식 후에는 저체중 41.2%, 정상체중 

47.0%, 체중과다 11.8%의 분포를 보여, 저체중 아동은 

감소하고 정상체중 아동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대
조군의 경우는 사전조사에서 저체중 66.6%, 정상체중 

26.7%, 체중과다 6.7%의 분포를 보였으나 사후조사에

서는 저체중 73.3%, 정상체중 20.0%, 체중과다 6.7% 분
포로 저체중에 속하는 아동이 증가하였다. 비교집단의 

BMI 평균은 사전(16.90)과 사후(16.50)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급식집단은 급식 전 17.60에서 급식 후 19.09
로 증가를 나타내었다(데이터 제시하지 않음).

4. 영양소섭취량

조사대상자의 아침급식 후의 영양소 섭취량 및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율은 Table 2와 같다. 급

식군의 에너지, 단백질, 탄수화물, 칼슘, 철분,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C의 섭취량

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각 개인별로 

각 영양소의 섭취기준에 대한 섭취비율을 계산한 

평균값을 보면, 대조군의 경우 단백질, 나트륨, 비타

민 E를 제외하고는 모두 권장섭취량보다 낮은 섭취

율을 보였으며, 대조군 남자는 특히 칼슘, 철분, 아

연, 비타민 A, 비타민 B2,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C
는 영양섭취기준의 75% 미만을 섭취하고 있었다. 
대조군 여학생도 칼슘, 철분, 아연, 비타민 A, 나이

아신, 엽산, 비타민 C는 영양섭취기준의 75% 미만의 

섭취율을 나타내었다. 급식군의 경우에도 칼슘, 엽

산 및 비타민 C가 영양섭취기준의 75%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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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 value

After
t value 

Control BS2) group Control BS group

Total protein (g/dl)  7.30±0.341)  7.25±0.31   0.275  7.33±0.26  7.32±0.30   0.094

Albumin (g/dl)  4.46±0.11  4.45±0.14   0.009  4.46±0.05  4.53±0.14 −1.327*

Total cholesterol (mg/dl) 162.5±28.2 159.9±23.7   0.543 162.5±28.9 163.0±29.5 −0.042

Hemoglobin (g/dl)  12.4±0.8  12.5±0.8 −0.293  12.0±0.6  12.4±0.6 −0.932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92.7±10.1  93.0±11.2 −0.325  92.2±13.6  98.3±14.2 −1.297*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62.0±9.6  62.1±10.8 −0.098  60.9±11.7  61.6±10.9 −0.137
1) Mean±SD
2) BS group: Breakfast service group
*P＜0.05

Table 3. Hematological values and blood pressure of the subjects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Figure 3. Dietary attitude of the breakfast service group chil-
dren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Before After t value

Control 23.4±3.11) 23.8±3.1 −0.354

BS2) group 22.6±3.4 24.7±2.7 −2.410*
1) Mean±SD
2) BS group: Breakfast service group
*P＜0.05

Table 4. Dietary attitude values of the subjects before and af-
ter intervention.

못하였다.
총 칼로리 섭취에 대한 열량영양소의 기여비율

(PFC ratio; 단백질 : 지방 : 탄수화물)은 대조군 남학

생이 14.5 : 22.3 : 63.2, 대조군 여학생은 16.9 : 29.3 
: 53.8이었고, 급식군 남학생은 14.9 : 21.7 : 63.4, 급
식군 여학생은 16.9 : 23.3 : 59.8이었다.

5. 혈압과 혈액성상

급식군과 대조군의 혈압과 혈액성상을 비교한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급식 실시 전의 대조군과 급식군

의 혈중 총 단백질함량, 알부민함량, 총 콜레스테롤함

량, 수축기혈압 및 이완기혈압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급식 실시 후의 혈중 총 단백질함량은 대조군 

7.33 g/dl, 급식군 7.32 g/dl로 서로 차이를 보이지 않

았고, 알부민 함량은 급식군(4.53 g/dl)이 대조군(4.46 
g/dl)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혈중 

총 콜레스테롤 함량은 비슷하였고, 헤모글로빈 함량은 

급식군이 대조군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급식군

의 수축기혈압은 98.3 mmHg로 대조군의 수축기 혈압 

92.2 mmHg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나(P＜0.05), 급식군

의 이완기혈압은 61.6 mmHg로 대조군의 이완기혈압 

60.9 mmHg와 유사하였다. 

6. 식생활태도

아침급식을 하면서 아동과 주양육자에게 각각 2회
의 영양교육을 실시한 후의 식생활태도 점수의 변화

를 Table 4와 Fig. 3에 나타내었다. 대조군은 식생활태

도 점수에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급식군의 경우 급

식 실시 전의 식생활태도 점수(22.6)보다 급식 실시 

후의 점수(24.7)가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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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 value

After
t value

Control BS2) group Control BS group

Capacity value 4.67±0.981) 4.71±1.02 −0.052 5.40±0.77 6.00±0.86 −0.513

Control value 3.67±0.68 3.72±0.72 −0.065 3.50±0.79 4.33±0.65 −1.196*

Continuity value 4.80±0.53 4.74±0.74   0.078 5.31±0.71 6.25±0.63 −0.776
1) Mean±SD
2) BS group: Breakfast service group
*P＜0.05

Table 5. Concentration ability of the subjects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아침급식을 실시하기 전에는 식생활태도 점수가 

‘나쁨’에 11.8%, ‘보통’ 64.7%, ‘우수’ 23.6%의 분포

를 보였으나, 아침급식 후에는 나쁨에 속하는 아동

은 없었으며, ‘보통’과 ‘우수’에 각각 50.0%씩의 분

포를 나타내었다. 

7. 주의집중력

조사대상자의 주의집중력 검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급식 실시 전에는 대조군과 급식군의 선택능

력치수, 통제치수, 연속성치수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급식 실시 후, 대조군과 급식군의 선택능력

치수와 연속성 치수는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급식

군의 통제치수는 4.33으로 대조군의 3.50보다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고 찰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1999)의 조사

에서는 아침결식의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53.8%, 
‘식욕이 없어서’ 26.4%, ‘야식을 많이 먹어서’ 8.1%
의 순으로 나타났고, Yi와 Yang(2006)의 조사에서는 

‘입맛이 없어서(42.5%)’, ‘시간이 없어서(37.0%)’, ‘소
화가 안되어서(3.7%)’, ‘차려주지 않아서(0.6%)’로 나

타났지만, 저소득층 결손아동인 본 조사대상자들의 

경우는 먹으려 해도 가정의 여건상 ‘차려주지 않아

서’ 못먹는 경우가 60%에 달하였다. 이는 대상아동

들의 여건을 감안한 아침결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적

극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본다. 2009년 국

민건강영양조사결과(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에서 6∼11세의 아침결식 가운데 소득수준이 

‘상’인 경우는 18.5%, ‘중상’ 20.6%, ‘중하’ 21.6%, ‘하’ 
25.5%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아침결식률이 높은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
Bae 등(2001)은 중식지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끼니를 거르는 이유가 ‘음식재료가 없어서

(21.2%)’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13.5%)’로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보다 타인의 관심부족으로 인한 경

우가 많았다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식품지원과 더

불어 지역사회복지관 및 봉사단체의 협조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가정으로 음식을 운반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Yi(2004)는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실태조사

에서 초등학생들의 아침결식의 이유가 ‘맛/입맛이 

없어서(42.5%)’, ‘시간이 없어서(37.0%)’의 순이었다

고 지적하면서 집에서 조금 일찍 깨우고 아이들 입

맛에 맞게 아침식사가 준비되면 결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지만, 본 조사대상자들

의 경우는 양육자가 차려주지 않아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에 맞는 결식 해소방안의 마련

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은 자기 주위를 둘러싼 세계에서 많은 자극

을 받지만 인지기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한 자극을 선택해야 하는데, 부적절한 자극을 차단

하는 가운데 필요한 내적 또는 외적자극에 선별적



J Korean Diet Assoc 17(4):416-428, 2011 | 423

으로 지각하는 기능을 주의집중력이라고 한다(Moo-
sbrugger & Oehlschaegel 2002). 본 연구에서 선택능

력치수와 연속성 치수는 대조군과 급식군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모두 평균에 해당되는 구간

에 있었지만, 통제치수의 경우 급식 전에는 두 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급식 후에는 급식군의 통제치수가 유의적인 증가를 

보이고(P＜0.05) 평균에 해당되는 구간에 있어 주의

의 통제기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Yoon(2001)
은 아침식사를 거를수록 피곤자각도가 높고, 우울성

향의 구성요소로 작용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

로운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를 하였다. 
Kim(1999)도 아침식사가 인지능력에 영향을 주어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

우 학업성취도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식사를 충분

히 하는 학생이 배고픔을 느끼는 학생들에 비해 행

동적인 문제나 학습에 대한 문제를 덜 가지고 있으

며 불안이나 공격성을 덜 보였다고 하였다. 저소득

층 아동들의 경우 지능, 정서, 인지 등의 발달이 부

적절할 가능성이 높은데 영양 문제까지 동반된다면 

질병 발생률의 증가와 발육 지체, 정상적인 학업 성

취의 어려움 및 사회활동의 어려움이 초래되어 빈

곤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

다(Lee 등 2011).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서 지원하고 있는 WEStart 운동(Welfare Education 
Start: 사회 구성원 모두(We)가 나서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공정한 복지(Welfare) ․ 교육(Education)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출발(Start)을 도와 가난 대물

림을 끊어주자는 시민사회운동)에도 영양전문가가 

참여하여 영양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원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Shim 등(2009)은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보고에서 저소득가정 어린이의 BMI가 일반

가정 어린이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저소득가정 어린

이의 신체성장 상태가 일반가정 어린이에 비해 다

소 부진한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면서 저소득가정 

어린이의 낮은 질의 식생활이 성장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Bae 등(2001)이 중식지원 초등학생(1∼6학년)을 대상

으로 한 조사에서 중식지원 학생의 BMI는 남학생 

17.8, 여학생 17.1이었고 일반학생의 BMI는 남학생 

18.9, 여학생 18.0이었다고 보고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조사대상자의 급식 전의 17.6 BMI와 중식지

원학생의 BMI가 비슷하였고, 급식 후의 19.09 BMI
와 일반학생의 BMI가 비슷하였던 것은 규칙적인 아

침식사가 체위를 향상시킨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Nam 등(2006)의 부모+자녀가정 54%, 편부모가정 

36%, 조손가정 7%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의 국민기

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에서 저체중 35.5%, 정상체중 34.0%, 과체중 30.5%
로 나타난 것보다 본 조사대상자들은 저체중에 속

하는 아동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조손가정이나 편

부모가정이 많은 본 연구대상자들의 가족형태의 특

성, 아침결식률의 차이, 사회적 상황의 차이에도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 
Kim(1999)은 아침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경우 BMI가 유의적으로 높았다고 보고하였고, Nie-
meier 등(2006)은 아침을 거르는 학생의 경우 간식을 

구매하려는 식행동을 보이고, 패스트푸드와 같은 지

방함량이 높은 간식 섭취로 이어져 체중을 증가시

킨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BMI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아동들은 아침을 굶으면 

간식을 먹거나 나머지 두끼에서 과도한 음식섭취를 

하게 되므로 체지방의 축적이 더 많아 비만하게 될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지만, 본 조사대상자들은 

저소득층 아동이라 아침을 굶어도 점심시간까지 아

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로 보내고, 저녁도 부실한 경

우가 많아 전반적인 영양소 섭취량이 부족하게 되

므로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가 섭취되지 못

하여 체질량지수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저체중

의 경우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하고 성장지연, 소
화흡수력 저하, 피로감을 쉬 느끼게 되므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된다(Joung 2005). 
급식군의 경우 저체중 비율은 감소하고 정상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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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증가한 것은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에게 아침 

급식이 건강한 성장 도모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편부나 편모의 경우 생

계유지 활동과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며, 조손

가정의 주양육자인 조부모는 고령과 건강상의 문제

로 손자녀의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Cho & 
Park 2010; Kang 등 2011). 이들의 실질적인 영양불

균형 해소와 건강상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

해 저소득층 결손아동을 위한 체계적이며 실천적인 

아침결식 예방사업의 계획과 실시가 필요하며, 재정

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Bae 등(2001)이 대구광역시에서 무상으로 급식지

원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1일 평균 남자아동이 1,691.9 kcal, 여자아동은 

1,627.8 kcal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Son(2008)
의 서울시 소재 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

는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남자아동 1,585 kcal, 여자아동이 1,638.4 kcal를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급식군에서도 이들 결과보다 낮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침급식이 실시되지 않은 대조군의 경

우에는 섭취기준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량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자의 시간없음

과 경제력의 부족으로 아동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공급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보여지며, 이들을 

위한 영양지원의 시급성을 시사한다.
점심을 무상급식으로 받는 저소득층 아동이라도 

아침 · 저녁을 제대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충분한 영

양소를 섭취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동은 최소 하루 

660 kcal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난 보고(Son 2008)
도 있음을 미루어 열량섭취는 개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칼슘은 급식군에서도 남학생은 권장섭취기준의 

49.6%, 여학생은 60.4%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적 질적으로 칼슘섭취를 향상시키는 대책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골격의 생성, 치아의 

영구치로의 전환 등을 감안할 때, 칼슘 섭취를 증가

시킬 수 있는 식품의 선택과 적절한 영양교육이 반

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아침을 한식위주로 제공하였으므로 칼슘의 공급량

이 낮았던 것으로 사료되며 칼슘을 공급할 수 있도

록 우유배식을 첨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엽산은 DNA 합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

로 성장이 왕성한 청소년기에는 엽산의 섭취가 매

우 중요하다(Lee 등 2011). 그러나 대조군 남학생은 

권장량의 33.4%, 여학생은 43.9%를 섭취하고, 급식

군 남학생은 권장량의 45.8%, 여학생은 54.5%에 불

과한 양을 섭취하고 있어서 성장발달이 지연될 가

능성이 높다. 비타민 C와 엽산의 보충을 위해 과일

과 엽채류를 섭취하도록 교육이 필요하지만, 여건상 

과일과 우유의 구입이 힘든 계층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Oh 등(2002)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수급 가정에서의 식품공급 안정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식품공급이 불안정한 경우 열량, 칼슘, 철
분,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C 등의 영양소 섭

취가 권장량의 68∼77%였다고 보고하였다. 아침뿐

만 아니라 저녁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이 선행되어야만 영양소섭취량이 확보될 수 있

을 것이다.
PFC ratio는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초등학

교 남학생 14.1 : 21.1 : 64.8, 초등학교 여학생 13.9 : 
20.6 : 65.5인 것에 비해 본 조사대상자들의 지방섭

취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라면을 식사대용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Bae 등

(2001)은 초등학교 중식지원 학생 대상조사에서 남

학생 14.8 : 21.0 : 64.2, 여학생 13.8 : 24.1 : 62.1이
었다고 보고하였다. Son(2008)은 한부모가정의 식품

섭취의 질이 양부모가정 아동에 비해 낮다고 평가

하면서, 부자(父子) 가정일수록 영양섭취상태가 좋지 

못하고,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이 가공식품, 콜라, 사
이다, 인스턴트식품(라면, 컵라면)의 섭취빈도가 높

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혈중 총 콜레스테롤 함량은 Y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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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등이 서울시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치인 169.9 mg/dl보다 낮지만, Choi(2000)가 전북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남 162.5 mg/dl, 여 

166.6 mg/dl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대조군과 급식군 

모두 혈중 총 콜레스테롤 함량이 정상범위에 속하

였다. 혈중 총 콜레스테롤 함량이 정상범위보다 낮

을 경우에는 저영양 상태가 지속되거나 빈혈, 간세

포의 손상 등이 나타나며, 정상범위보다 높을 때에

는 관상동맥질환, 동맥경화, 성인병 등의 발병률이 

높아진다(Choi 2000).
성장에 따른 요구량 증가와 신체활동으로 인해 

땀으로의 철분손실, 적혈구 세포의 파괴, 소화관을 

통한 소량의 혈액 손실이 초래되므로 철분의 필요

량이 증가하며, 철분이 산소의 운반과 이용에 필수

적인 역할을 하므로 철분결핍 시에는 유산소 능력

이 저하될 수 있다(Yeoh 등 2008). 본 조사에서 대

조군의 경우 헤모글로빈 함량이 11.5 g/dl 이하인 아

동이 4명(26.7%)이었던 반면 급식군의 경우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아침급식으로 인한 영양섭취가 빈혈유

병율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철
섭취량이 급식 전에는 권장섭취량의 60.4∼64.4%에 

불과하던 것이 급식 후에는 93.0∼93.9%로 증가한 

것이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2009년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10세이상의 빈혈 유병률이 8.4%이나 

소득수준이 상인 경우 7.2%, 중상 7.8%, 중하 8.2%, 
하 9.7%(여자 15.8%)로 소득수준인 낮을수록 빈혈유

병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혈중 총 단백질함량은 서울, 안산, 아산의 저소득층 

아동을 조사한 결과(Ministry of Environment 2008)인 

총 단백 함량 7.43 g/dl, 알부민함량 4.65 g/dl보다 낮

은 수치로 아동들의 저영양상태를 반영하고 있었다. 
알부민은 주로 간에서 생성되며 단백질과 칼로리의 

결핍정도를 나타낸다. 알부민은 영양 공급원으로 사

용되기도 하고, 비타민이나 약물 같은 물질들과 결

합하여 필요한 곳으로 운반해주는 등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Korean Dietitian Association 2008). 
아침도시락을 배달해 준다하더라도 제공된 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을 수 있고 나머지 두끼와 주말

의 식사가 영양적인 요구에 부합되지 못할 수 있으

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과 주양육자를 대상

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였다. TV시청이나 게임 등

으로 늦잠을 자거나, 야식으로 인해 아침을 거르는 

일이 없도록, 식생활과 일상생활이 조화를 이루도록, 
기상시간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아침

식사에 관한 인식, 태도 등의 변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아동의 아침식사에 대한 의지 및 

습관도 중요하므로(Kim 등 2010), 아동들과 양육자

들 양쪽 모두를 대상으로 아침식사의 중요성에 대

한 교육활동을 강화하였던 것이 식생활태도 향상에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Shim 등(2009)은 학령이 낮을수록 식생활에 양육

자의 영향이 큰 것을 고려할 때, 저학령군의 저소득

층 어린이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관련사업에 있어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올바른 식품선택에 대한 교

육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고, 
Bae 등(2001)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제적인 지원에 더불어 영양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아동보호자의 영양관리능력이 

높을수록 식품공급이 안정되고(Oh 등 2002), 영양관

리능력은 영양교육이라는 영양중재방법에 의해 향

상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계획할 때 이 점을 중시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침식사의 준비와 배달에 필요한 인

력과 비용 상의 어려움으로 많은 수의 아동을 대상

으로 실시하지 못하였고 일부지역의 아동만을 대상

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실시된 연구가 주

로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연구였으므로 실제 아침식

사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점에 비해 본 연구는 실험연구로서

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아침급식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

인 영양추후관리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식생활 

및 건강상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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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관계기관의 관심과 지

원이 요구된다. 국가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빈곤층 아이들

도 공정한 출발선상에 설 수 있도록 복지, 교육, 건
강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제공하고, 빈곤으로 인해 영

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개

발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아침급식 프로그램

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에게 아침급식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토해 봄으로써 저소득층 결

식아동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아침급식 프로

그램의 도입을 요청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계획되

었다. 부산시 부산진구 J동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급식군) 20
명, 비교집단(대조군) 20명을 선정하여 설문지법, 신
체계측, 혈액성상조사, 주의집중력검사를 실시하였

다. 2010년 2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급식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급식군은 1학년 4명, 2학년 2명, 3학년 4명, 4학

년 3명, 5학년 4명 총 17명으로 평균연령 9.1세였

다. 남학생 12명, 여학생 5명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한부모가정 아동 10명, 조손가정 아동이 7명
이었다. 대조군은 1학년 1명, 2학년 6명, 3학년 5
명, 4학년 2명, 5학년 1명으로 총 15명이었고 평

균연령은 8.7세였다. 남학생 7명, 여학생 8명으로 

구성되었고, 한부모가정 아동 12명, 조손가정 아

동은 3명이었다. 
2. 급식군의 경우 급식 전에는 저체중 52.9%, 정상 

35.3%, 체중과다 11.8%의 분포였으나 급식 후에

는 저체중 41.2%, 정상체중 47.0%, 체중과다 

11.8%의 분포를 보였다. 대조군의 경우는 사전조

사에서 저체중 66.6%, 정상체중 26.7%, 체중과다 

6.7%의 분포를 보였으나 사후조사에서는 저체중 

73.3%, 정상체중 20.0%, 체중과다 6.7% 분포로 

저체중에 속하는 아동이 증가하였다.
3. 급식군의 에너지, 단백질, 탄수화물, 칼슘, 철분,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C
의 섭취량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다. 대조군의 경우 단백질, 나트륨, 비타민 E를 

제외하고는 모두 권장섭취량보다 낮은 섭취율을 

보였으며, 대조군 남자는 특히 칼슘, 철분,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2,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C
는 영양섭취기준의 75% 미만을 섭취하고 있었다. 
대조군 여학생도 칼슘, 철분, 아연, 비타민 A, 나
이아신, 엽산, 비타민 C는 영양섭취기준의 75% 
미만의 섭취율을 나타내었다. 급식군의 경우에도 

칼슘, 엽산 및 비타민 C가 영양섭취기준의 75%
에 미치지 못하였다.

4. 급식 실시 후의 혈중 총 단백질함량은 대조군 

7.33 g/dl, 급식군 7.32 g/dl로 서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알부민 함량은 급식군(4.53 g/dl)이 대조

군(4.46 g/dl)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0.05). 혈중 총 콜레스테롤 함량은 비슷하였고, 
헤모글로빈 함량은 급식군이 대조군보다 높은 경

향을 나타내었다. 급식군의 수축기혈압은 98.3 
mmHg로 대조군의 수축기 혈압 92.2 mmHg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급식군의 이완기혈압은 

61.6 mmHg로 대조군의 이완기혈압 60.9 mmHg와 

유사하였다. 
5. 대조군은 식생활태도 점수에 변화를 보이지 않았

으나, 급식군의 경우 급식 실시 전의 식생활태도 

점수보다 급식 실시 후의 점수가 유의적인 증가

를 보였다(P＜0.05). 아침급식을 실시하기 전에는 

식생활태도 점수가 ‘나쁨’에 11.8%, ‘보통’ 64.7%, 
‘우수’ 23.6%의 분포를 보였으나, 아침급식 후에

는 ‘나쁨’에 속하는 아동은 없었으며, ‘보통’과 

‘우수’에 각각 50.0%씩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6. 급식 실시 전에는 대조군과 급식군의 선택능력치

수, 통제치수, 연속성치수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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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급식 실시 후, 대조군과 급식군의 선택능력

치수와 연속성 치수는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급

식군의 통제치수는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로 나타난 아침급식의 효과를 지속시

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영양추후관리 중재프로그

램을 실시하여 식생활 및 건강상태를 관리할 수 있

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 관계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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