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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ietary behaviors as well as energy and nutrient intake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breakfast eating status.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s and dietary records among 191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280 middle school students re-
siding in Chungnam.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breakfast skipping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under 4 times/week) and breakfast eating (frequency of eat-
ing breakfast over 5 times/week). The rate of breakfast skipping was 27.2%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
dents and 31.1%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The breakfast skipping group had a significantly lower fre-
quency of having dinner, a lower proportion of eating at regular meal times, and a significantly higher fre-
quency of leaving food after meals than the breakfast eating group for bot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case of the elementary studen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bohydrate intake be-
tween the two groups. In the case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the intakes of energy, protein, carbohydrate, 
dietary fiber, vitamin A, vitamin B2, niacin, vitamin B6, folate, vitamin C, Ca, and Fe in the breakfast skip-
ping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the breakfast eating group. These results show that nutrient 
deficiencies among breakfast skipping individuals cannot be compensated for at the other meals during the 
day in middle school-aged adolescents whose nutrient requirements are high for growth. Therefore, in support 
of proper dietary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promote and support breakfast eating in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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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침식사의 섭취는 균형적인 영양섭취와 인지 및 

학습능력의 향상, 과식 방지, 빈혈, 비만 등 여러 질

병 발생의 예방효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조사

되어(Lee 등 1996; Yang 1997; Lee 1998; Pollitt & 
Mathews 1998; Kim 1999; Cueto 2001; Ma 등 2003), 
규칙적인 아침식사의 섭취가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국민건강통계 자료(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MOHWFA] &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KCDCP] 2008)에 의하

면, 만 1세 이상 전체 대상자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20.9%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6∼11세 9.7%, 12∼18
세 26.0%, 19∼29세 46.0%, 30∼49세 22.6%, 50∼64
세 9.8%, 65세 이상 4.2%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아침결식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성인 초반에 가장 높은 아침결식률을 보이고 있다. 
Yeoh 등(2009)은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

용하여 초 · 중 · 고등학생의 아침식사 섭취에 따른 

하루식사의 질을 평가한 연구에서는 초 · 중 · 고등

학생 중 83%가 아침을 결식하거나 부족한 에너지의 

아침을 먹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급격한 아침

결식률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12∼18세는 중 · 고등

학생 시기로 사춘기의 급격한 신체발달과 함께 사

회적으로는 학업에 대한 부담이 높은 시기이다. 때

문에 어느 시기보다 급격한 성장발달에 필요한 균

형 잡힌 영양섭취와 인지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규칙적인 아침식사의 섭취가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

나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침식사의 섭취와 

학교성적을 통한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을 평가한 

결과 아침결식군의 학업성취도가 아침을 규칙적으

로 섭취하는 군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고된바 있

다(Kim 1999). 또한, 아동과 청소년에서 아침으로부

터 충분한 열량의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아

침으로부터 적정한 열량을 섭취한 대상자에 비하여 

1일 총 열량의 섭취가 낮고 단백질, 나이아신, 철 

등의 식사의 질 지수(INQ)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Yeoh 등 2009). 국외의 다수의 연구에서도 아침식

사를 섭취하지 않는 아동과 청소년의 열량과 미량 

영양소의 섭취량이 아침섭취군에 비하여 낮아 아침

식사를 통해 섭취하지 못한 영양소의 부족이 하루 

중 다른 식사를 통하여 채워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Nicklas 등 1993; Sampson 등 1995; Nicklas 등  
2000; Sjöberg 등 2003). 그러나 한편으로 아침식사를 

하게 되면 포만감으로 인하여 오히려 다른 식사로

부터의 에너지 섭취가 감소하게 됨으로써 아침식사

가 BMI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Navia 등 1997). 따라서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

군을 대상으로 간식을 포함한 끼니별 열량 섭취상

태를 평가해 봄으로써 아침을 통한 불충분한 열량 

섭취가 다음의 식사 및 간식을 통한 열량 섭취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볼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급격한 아침결식률의 변화를 보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전환 시기는 사춘기의 급성장

에 대비한 영양소의 절대적인 필요량도 많은 증가

를 보이는 시기이므로 아침결식에 따라 영양섭취상

태에 미치는 영향도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지역에 살고 있는 초등

학교 고학년 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빈

도를 조사하고, 아침식사빈도에 따라 아침식사군과 

아침결식군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식행동, 끼니별 열

량 섭취패턴, 영양소 및 식품의 섭취상태를 평가하

여,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 및 건

강증진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시기

본 연구에서는 충남지역의 4개 초등학교에 다니

는 5, 6학년 남녀 초등학생 191명, 2개 중학교에 다

니는 1, 2, 3학년 남녀 중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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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Elementary school (n=191) Middle school (n=280) Significance

Age (yr) Mean±SD 11.6±0.6 13.7±0.7 P＜0.0012)

Grade

1
2
3
5
6

−
−
−

51 (26.7)1)

140 (73.3)

 60 (21.4)
204 (72.9)
 16 ( 5.7)
−
−

−

Sex Male
Female

101 (52.8)
 90 (47.2)

141 (50.4)
139 (49.6) NS3)

Breakfast frequency

Everyday
5∼6 times/week
3∼4 times/week
1∼2 times/week
Never

100 (52.4)
39 (20.4)
22 (11.5)

 16 ( 8.4)
 14 ( 7.3)

139 (49.6)
 54 (19.3)
 40 (14.3)
 30 (10.7)
 17 ( 6.1)

NS3)

Mean±SD 5.32±2.28 5.20±2.27 NS2)

Grouping by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Skipping breakfast (under 4 times/week)
Eating breakfast (over 5 times/week) 

 52 (27.2)
139 (72.8)

 87 (31.1)
193 (68.9) NS3)

1) N (%)
2)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T-test 
3)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χ2-tes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008년 12월에 식생활 관련 설문조사, 식사 섭취 상

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충남지역은 2010년 4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수는 430개, 
학생수는 138,210명이며, 중학교의 경우 학교수는 

190개, 학생수는 78,519명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사항(연령, 학년분포, 성별) 및 

대상자 구분을 위한 아침식사섭취빈도에 대한 결과

는 Table 1과 같으며,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의 

비교는 평균 아침식사빈도가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

두 약 5회인 것을 참고하여, 평균에 못 미치는 주 4
회 이하로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아침결식군, 주 5
회 이상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아침식사군으로 분

류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1)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조사자가 설문지를 정규수업 시간 전

후에 연구 대상자들에게 배부하고 연구 목적, 작성 

요령 및 작성 실례를 설명한 후 연구 대상자가 자

기 기입식으로 작성 후 회수하였다. 설문 내용은 나

이, 키, 체중의 일반사항과 생활 습관, 식습관으로 

구성하고, 영양보충제 복용 여부, 운동, 식사 빈도, 
식사에 걸리는 시간 및 식사시각의 규칙성 등을 조

사하였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식생활 문제점에 대해 

다중응답으로 조사하였다.

2) 식사섭취상태조사

영양소 섭취상태는 식품의 분량 및 재료 등에 대

하여 사전에 사진자료를 이용하여 기록 방법을 교

육한 후, 기록법을 통하여 평일 1일의 식품 섭취량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영양분석 프로그램 Can- 
pro 3.0(The Korean Nutrition Society)을 이용하여 영

양소와 식품군별 식품 섭취량을 분석하였다.
산출된 열량섭취량은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

사, 오전간식, 저녁간식, 총 간식으로 구분하여 각 

끼니별 열량섭취량과 총 열량섭취량에 대한 비율을 

산출하였다. 영양소섭취량 중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05)에 평균섭취량(열
량의 경우 필요추정량)에 제시된 영양소에 대하여 

각 군별로 평균섭취량에 미달되게 섭취하는 대상자

의 비율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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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Elementary school

Significance3)
Middle school

SignificanceSkipping breakfast
(n=52)

Eating breakfast
(n=139)

Skipping breakfast
(n=87)

Eating breakfast
(n=193)

 Age (yr) 11.53±0.611) 11.60±0.66 NS4) 13.64±0.75 13.67±0.67 NS

 Height (cm) 150.06±9.63 151.55±7.88 NS 163.55±7.20 161.62±7.34 NS

 Weight (kg) 42.88±10.07 41.93±8.42 NS 53.33±10.77 51.27±12.71 NS

 Sex
    Male
    Female

32 (61.5)2)

20 (38.5)
69 (49.6)
70 (50.4)

NS 42 (48.3)
45 (51.7)

99 (51.3)
94 (48.7)

NS

1) Mean±Standard deviation
2) N (%)
3)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T-test or χ2-test
4) Not significant

Table 2.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3. 통계분석

조사를 통해 얻어진 모든 결과는 SAS Program 
(ver. 9.1)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

다.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의 연속변수에 대한 유

의성 검정은 Student's T-test를 사용하였으며, 항목별 

빈도에 대한 비교는 χ2-test를 통하여 유의성을 검

정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 특성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의 연령과 신장, 체중, 성
별 분포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의 평균 연령은 각 

11.5세, 11.6세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중학생의 

경우도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의 평균 연령은 각 

13.6세, 13.7세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초등학생

과 중학생군에서 모두 아침결식군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체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서 아침결식

군과 아침식사군의 성별 분포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식행동 및 생활습관

아침결식에 따른 식행동 조사결과(Table 3), 점심

식사 횟수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아침결식군은 매일 

점심을 섭취한다는 비율이 76.5%, 주 5∼6회가 21.6%, 
주 1∼2회가 1.9%인 반면, 아침식사군은 매일 점심

을 섭취한다는 비율이 89.9%, 주 5∼6회가 10.1%로 

아침결식군의 점심식사 빈도가 아침식사군에 비하

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중학생의 경우

도 아침결식군이 매일 점심을 섭취한다는 비율이 

80.2%, 주 5∼6회가 17.5%, 주 3∼4회가 2.3%였고 

아침식사군은 매일 점심을 섭취한다는 비율이 

91.2%, 주 5∼6회가 6.8%, 주 3∼4회가 1.0% 등으로 

아침결식군의 점심식사 빈도가 아침식사군에 비하

여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관련성은 없었

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서 아침결식군이 아침

식사군에 비하여 저녁 섭취 빈도가 낮은 경향을 보

였다. 특히 저녁 식사횟수가 주 5회 이상에 속하는 

빈도가 아침식사군에서 높았고, 결식군은 3∼4회 이

하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평상시 식사시각이 일

정하다고 답한 비율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모두 아침결식군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유의적으

로 낮았다(각 P＜0.001). 식사 시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20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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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Elementary school

Significance2)
Middle school

SignificanceSkipping 
breakfast

Eating 
breakfast

Skipping 
breakfast

Eating
breakfast

Meal frequency Every day 39 (76.5)1) 124 (89.9)

χ2=7.1533
(df=2)
P＜0.05

69 ( 80.2) 176 (91.2)
χ2= 
9.1892
(df=4)
N.S

  Lunch 5∼6 times/week 11 (21.6)  14 (10.1) 15 ( 17.5)  13 ( 6.8)

3∼4 times/week  0 (0.00)   0 (0.00)  2 (  2.3)   2 ( 1.0)

1∼2 times/week  1 ( 1.9)   0 (0.00)  0 (  0.0)   1 ( 0.5)

Never  0 (0.00)   0 (0.00)  0 (  0.0)   1 ( 0.5)

Meal frequency Every day 35 (70.0) 115 (83.3)

χ
2=10.314

(df=2)
P＜0.05

50 ( 58.1) 143 (74.1)
χ

2= 
10.7268
(df=4)
P＜0.05

  Dinner 5∼6 times/week  8 (16.0)  19 (13.8) 18 ( 20.9)  27 (14.0)

3∼4 times/week  5 (10.0)   4 ( 2.9) 16 ( 18.6)  16 ( 8.3)

≤2 times/week  2 ( 4.0)   0 ( 0.0)  1 (  1.2)   6 ( 3.1)

Never  0 ( 0.0)   0 ( 0.0)  1 (  1.2)   1 ( 0.5)

Regularity of 
 meal time

Yes 13 (25.0)  85 (61.2)
χ

2=19.7963
(df=1)
P＜0.001

27 ( 31.0) 119 (61.7) χ
2= 

22.5366
(df=1)
P＜0.001

60 ( 69.0)  74 (38.3)No 39 (75.0)  54 (38.8)

Speed of meals ＜10 min. 11 (21.1)  36 (26.1)
χ2=1.2676
(df=2)
N.S3)

36 ( 41.4)  58 (30.2) χ2= 
3.9789
(df=2)
N.S

10∼20 min. 33 (63.5)  88 (63.8) 48 ( 55.2)  12 (63.0)

＞20 min.  8 (15.4)  14 (10.1)  3 (  3.4)  13 ( 6.8)

Snack
 frequency ≥Twice/day 22 (42.3)  35 (25.4)

χ
2=6.2746

(df=2)
P＜0.05

39 (45.35)  86 (44.8) χ
2= 

0.3817
(df=2)
N.S

Once/day 14 (26.9)  60 (43.5) 30 (34.88)  73 (38.0)

Never 16 (30.8)  43 (31.2) 17 (19.77)  33 (17.2)

Favorite snack
 menu

Snacks & biscuits 31 (60.8)  99 (76.2)

χ
2=19.0305

(df=5)
P＜0.01

26 (34.67)  37 (26.8)

χ
2= 

13.1593
(df=7)
N.S

Breads  5 ( 9.8)   3 ( 2.3)  3 ( 4.00)  12 (10.9)

Flour based foods  4 ( 7.8)   2 ( 1.5) 25 (33.33)  33 (23.9)

Fruits/fruit juice  5 ( 9.8)   2 ( 1.5) 11 (14.67)  27 (19.6)

Beverage  4 ( 7.8)   9 ( 6.9)  5 ( 6.67)   3 ( 2.2)

Milk and milk products  2 ( 3.9)  15 (11.6)  3 ( 4.00)  18 (13.0)

Fastfood  0 ( 0.0)   0 ( 0.0)  0 ( 0.00)   1 ( 0.7)

Others  0 ( 0.0)   0 ( 0.0)  2 ( 2.67)   4 ( 2.9)

Nutrient
 supplement use

Yes  7 (14.0)  23 (17.3) χ2=0.2875
(df=1)
N.S

18 (20.93)  60 (31.8) χ2=3.4029
(df=1)
N.SNo 43 (86.0) 110 (82.7) 68 (79.07) 129 (68.3)

Regular
 exercise

Yes 17 (33.3)  68 (49.6) χ
2=3.9871

(df=1)
P＜0.05

22 (25.29)  64 (33.2) χ
2=1.7468

(df=1)
N.SNo 34 (66.7)  69 (50.4) 65 (74.71) 129 (66.8)

1) N (%) 
2)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χ2-test
3) Not significant

Table 3. Dietary behaviors and lifestyles of the subjects.

중학생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아침

결식군과 아침식사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간식빈도에 대한 조사결과 초등학생은 아침결식

군이 하루에 2번 이상 간식을 섭취하다는 비율은 42.3%, 
아침식사군은 25.4%로 아침결식군의 간식빈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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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ary problem
Elementary school

Significance1)
Middle school

SignificanceSkipping 
breakfast (n=52)

Eating 
breakfast (n=139)

Skipping 
breakfast (n=87)

Eating 
breakfast (n=193)

Binge eating (%) 34.6 44.6 N.S2) 35.6 45.6 N.S

Skipping meal (%) 34.6  7.9 P＜0.001 34.5  8.3  P＜0.001

Eating snack a lot (%)  5.8  3.6 N.S 13.8  6.2 P＜0.05

Eating too much foods at one time (%) 17.3 19.4 N.S 24.1 27.5 N.S

Irregular meal (%) 25.0 19.4 N.S 10.3 17.1 N.S

Leaving food frequently (%) 50.0 25.2 P＜0.01 54.0 29.0  P＜0.001

Night snaking (%) 21.2 15.1 N.S 35.6 33.7 N.S
1)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χ2-test
2) Not significance

Table 4. The percentage of the subjects having dietary problems.

침식사군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P＜0.05), 선
호하는 간식 메뉴에 대하여도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아침결식군은 과자(60.8%), 빵(9.8%), 과
일이나 과일주스(9.8%), 분식(7.8%), 음료(7.8), 유제

품(3.9%)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아침식사군은 과자

(76.2%), 우유 및 유제품(11.6%), 음료(6.9%), 빵(2.3%), 
분식(1.5%), 과일과 과일주스(1.5%)의 순으로 나타났

다(P＜0.01). 중학생의 경우는 아침결식군과 아침식

사군 모두 하루 2번 이상 간식을 섭취한다는 비율

이 가장 높아 두 군의 간식섭취빈도에 유의적인 차

이가 없었고, 선호하는 간식메뉴에 있어서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학생과 비교 시 과자의 

비율이 낮고 분식과 과일 및 과일주스의 비율이 높

았다.
영양보충제의 섭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과 중학생 모두에서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 간에 

섭취 비율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고, 초등학생에 비하여 중학생의 섭취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초

등학생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아침결식군(33.3%)
이 아침식사군(49.6%)에 비하여 낮았다.

한편 본인이 생각하는 식생활 문제점에 대해 조

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결식

(34.6% vs 7.9%) 및 음식을 많이 남긴다(50.0% vs 
25.2%)는 비율이 아침결식군에서 아침식사군에 비하

여 유의적으로 높았고, 중학생의 경우 결식(34.5% vs 
8.3%), 간식의 과잉섭취(13.8% vs 6.2%), 음식을 많

이 남긴다(54.0% vs 29.0%)는 비율이 아침결식군에

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3. 열량섭취량과 끼니별 열량섭취상태

대상자들의 1일 총 열량 섭취량과 끼니별로 열량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1일 평균 열량 섭취량은 아침결식군이 1823.49 
kcal로 아침식사군의 1914.93 kcal와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침식사를 통한 열량 섭

취량(P＜0.05)과 아침식사의 1일 열량섭취량에 대한 

기여율(P＜0.001)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아침결식

군은 273.39 kcal(13.99% of daily total energy), 아침

식사군은 414.92 kcal(21.94% of daily total energy)였
다. 점심식사, 저녁식사, 간식을 통한 열량섭취량은 

아침결식군에서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중학생의 경우 1일 평균 열량섭취량은 아침결식

군이 1,840.33 kcal로 아침식사군의 2096.43 kcal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아침식사를 통한 

열량섭취량(P＜0.001)과 아침식사의 1일 열량섭취량

에 대한 기여율(P＜0.001)은 또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아침결식군은 178.11 kcal(8.87% of daily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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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

Elementary school

Significance2)

Middle school

SignificanceSkipping 
breakfast
(n=52)

Eating 
breakfast
(n=139)

Skipping 
breakfast
(n=87)

Eating 
breakfast
(n=193)

Daily total energy (kcal) 1823.49±495.061) 1914.93±518.95 N.S3) 1,840.33±713.98 2096.43±583.14 P＜0.05

Energy intake from breakfast

   kcal 273.39±274.20 414.92±216.77 P＜0.05 178.11±252.38 424.38±185.45 P＜0.001

   % of daily energy intake 13.99±14.48 21.94±10.83 P＜0.001 8.87±11.57 21.31±9.61 P＜0.001

Energy intake from lunch

   kcal 627.51±250.56 608.19±201.00 N.S 571.35±195.17 629.69±182.91 P＜0.05

   % of daily energy intake 35.40±15.06 32.96±12.63 N.S 35.11±13.98 31.88±11.10 N.S

Energy intake from dinner

   kcal 682.70±316.03 662.16±331.74 N.S 790.05±525.52 796.36±445.14 N.S

   % of daily energy intake 38.08±15.02 33.77±12.45 N.S 43.29±16.50 36.60±14.92 P＜0.01

Energy intake from snack in the 
morning

   kcal 61.75±118.39 76.50±127.84 N.S 101.00±251.57 61.82±164.17 N.S

   % of daily energy intake 2.91±5.63 4.02±7.06 N.S 3.98±8.33 2.55±6.36 N.S

Energy intake from snack in the 
afternoon or evening

   kcal 178.15±221.57 153.16±203.61 N.S 172.74±295.05 171.93±301.93 N.S

   % of daily energy intake 9.61±11.74 7.31±9.66 N.S 8.75±13.57 7.67±11.25 N.S

Energy intake from total snack

   kcal 239.90±250.37 229.67±241.14 N.S 273.75±402.53 233.74±333.43 N.S

   % of daily energy intake 12.52±12.47 11.34±11.47 N.S 12.73±15.59 10.22±12.12 N.S
1) Mean±Standard deviation
2)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T-test
3) Not significant

Table 5. Energy intake according to different meals and snack.

energy), 아침식사군은 424.38 kcal(21.31% of daily to-
tal energy)였다. 아침결식군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점심식사를 통한 열량섭취량은 낮은 반면(P＜0.05), 
저녁식사를 통한 에너지섭취 기여율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간식을 통한 열량섭취량은 아침결식

군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4. 영양소 섭취량

대상자들의 1일 평균 영양소 섭취량에 대한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 간에 탄수화물의 섭취량에 대하여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아침결식군의 탄수화물 섭취

량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중학생의 경우는 초등학생과 달리 아침결식군와 아

침식사군 간에 다양한 영양소의 섭취량에서 차이를 

보여, 단백질(P＜0.001), 동물성 단백질(P＜0.001), 식

물성 단백질(P＜0.001), 탄수화물(P＜0.001), 식이섬유

소(P＜0.001), 비타민 A(P＜0.05), 비타민 B2(P＜0.05), 나
이아신(P＜0.001), 비타민 B6(P＜0.001), 엽산(P＜0.001), 비
타민 C(P＜0.05), 칼슘(P＜0.001), 인(P＜0.001), 나트

륨(P＜0.001), 칼륨(P＜0.001), 철(P＜0.001), 아연(P
＜0.001)의 섭취가 아침결식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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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
Elementary school

Significance2)
Middle school

SignificanceSkipping breakfast
(n=52)

Eating breakfast
(n=139)

Skipping breakfast
(n=87)

Eating breakfast
(n=193)

 Protein (g)  71.59±22.331) 74.16±27.99  N.S3)  66.54±25.70 83.70±27.02 P＜0.001

  Animal protein  38.53±19.36 39.76±25.65 N.S  34.40±21.63 45.12±22.23 P＜0.001

  Plant protein  33.05±10.00 34.40±9.31 N.S  32.15±10.13 38.48±12.59 P＜0.001

 Fat (g)  54.93±26.99 52.73±30.24 N.S  61.03±44.08 61.19±28.03 N.S

  Animal fat  28.52±20.83 24.95±24.95 N.S  28.81±32.14 30.49±21.23 N.S

  Plant fat  26.41±15.82 23.99±14.03 N.S  32.22±23.58 30.70±18.71 N.S

 Carbohydrate (g)  261.43±62.85 284.75±60.03 P<0.05  261.78±80.73 306.17±83.14 P＜0.001

 Dietary fiber (g)  17.98±5.50 18.28±5.96 N.S  17.71±6.54 21.27±6.95 P＜0.001

 Vitamin A (R.E)  547.67±240.77 566.26±274.93 N.S  691.07±308.37 792.11±361.66 P＜0.05

  Retinol (㎍)  117.97±87.69 122.05±100.99 N.S  137.35±105.00 160.94±119.71 N.S

  Carotene (㎍)  2420.03±1245.71 2626.07±1420.99 N.S 3687.70±2148.63 4015.59±2240.45 N.S

 Vitamin B1 (mg)  1.21±0.66 1.20±0.78 N.S 1.32±0.77 1.49±0.60 N.S

 Vitamin B2 (mg)  0.93±0.32 1.08±0.46 N.S 1.10±0.49 1.26±0.46 P＜0.05

 Niacin (mg)  17.08±6.46 17.82±7.88 N.S 14.28±7.07 18.79±7.39 P＜0.001

 Vitamin B6 (mg)  1.92±0.67 2.03±0.97 N.S 1.93±0.71 2.47±0.94 P＜0.001

 Folate (㎍)  220.98±91.76 246.66±116.25 N.S 203.03±75.57 251.66±105.17 P＜0.001

 Vitamin C (mg)  116.24±124.98 94.08±81.24 N.S 87.33±78.05 113.84±93.51 P＜0.05

 Vitamin E (mg α-TE)  14.03±7.7 13.61±9.47 N.S 15.73±13.84 17.17±9.47 N.S

 Calcium (mg)  440.73±229.85 443.89±222.15 N.S 408.55±169.35 527.30±236.35 P＜0.001

  Animal calcium  171.79±182.51 180.15±183.17 N.S 172.86±140.95 230.92±180.26 P＜0.001

  Plant calcium  268.94±112.82 263.74±98.16 N.S 235.69±96.97 296.38±131.36 P＜0.001

 Phosphorus (mg)  936.95±311.69 975.77±324.46 N.S 911.51±309.88 1156.77±375.12 P＜0.001

 Sodium (mg)  4257.88±1586.64 4413.32±1517.86 N.S 4007.16±1525.05 4834.71±1971.03 P＜0.001

 Potassium (mg)   2326.38±700.04 2388.20±724.29 N.S  2398.44±920.44 2944.14±1076.85 P＜0.001

 Iron (mg)  12.52±4.04  12.33±4.38 N.S  11.05±4.90 14.29±6.29 P＜0.001

  Animal iron  3.33±1.74  3.50±2.43 N.S  2.82±1.65 3.88±2.05 P＜0.001

  Plant iron  9.19±3.44  8.82±3.46 N.S  8.23±3.94 10.41±5.44 P＜0.001

 Zinc (mg)  8.75±2.38  9.16±0.38 N.S  8.01±3.75 10.54±5.22 P＜0.001

 Energy intake distribution

   % from carbohydrate 58.20±8.83 61.06±8.80 N.S 58.09±8.91 58.74±7.76 N.S

   % from protein 15.71±2.62 15.33±2.42 N.S 14.57±2.81 15.96±3.04 P＜0.01

   % from fat 26.09±7.87 23.61±7.62 N.S 27.34±8.66 25.31±6.75 N.S
1) Mean±Standard deviation
2)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T-test
3) Not significant

Table 6. Mean daily nutrient intakes of the subjects.

다. 또한 총 열량 섭취에 대한 단백질의 기여율도 

아침결식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았다(P＜0.01). 
각 군별로 영양소의 평균섭취량에 미달되게 섭취

하는 대상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

다. 초등학생의 경우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 간에 

영양소별 미달되는 대상자의 비율에 유의적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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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
Elementary school

Significance1)

Middle school
SignificanceSkipping breakfast

(n=52)
Eating breakfast

(n=139)
Skipping breakfast

(n=87)
Eating breakfast

(n=193)

 Energy (%) 71.2 58.3 N.S2) 75.9 59.5 P＜0.05

 Protein (%)  1.9  3.6 N.S  9.2  1.6 P＜0.01

 Vitamin A (%) 30.8 36.7 N.S 25.3 18.7 N.S

 Vitamin B1 (%) 30.8 28.8 N.S 25.3 13.5 P＜0.05

 Vitamin B2 (%) 63.5 47.5 N.S 55.2 40.9 N.S

 Niacin (%)  7.7 10.8 N.S 33.3 15.5 P＜0.01

 Vitamin B6 (%)  7.7 12.9 N.S 16.1  9.3 N.S

 Folate (%) 76.9 72.7 N.S 86.2 71.5 P＜0.05

 Vitamin C (%) 51.9 48.2 N.S 59.8 37.3 P＜0.01

 Calcium (%) 82.7 86.3 N.S 93.1 83.4 N.S

 Phosphorus (%) 34.6 25.9 N.S 28.7 14.5 P＜0.05

 Iron (%) 17.3 16.6 N.S 35.6 16.6 P＜0.01

 Zinc (%) 11.5 15.8 N.S 34.5 11.9 P＜0.001
1)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χ2-test
2) Not significant

Table 7. The percentages of the subjects who consumed nutrients unde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EAR).

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학생의 경우 열량(P＜0.05), 
단백질(P＜0.01), 비타민 B1(P＜0.05), 나이아신(P＜ 

0.01), 엽산(P＜0.05), 비타민 C(P＜0.01), 인(P＜0.05), 
철(P＜0.01), 아연(P＜0.001)에서 아침결식군의 비율

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5. 식품군별 식품 섭취량

대상자들의 1일 총 식품 섭취량 및 식품군별 식

품섭취량에 대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초등학생

의 경우 곡류의 섭취량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

여 아침결식군의 곡류섭취량이 아침식사군에 비하

여 유의적으로 낮았다(P＜0.01). 중학생의 경우 총 

식품의 섭취(P＜0.001) 및 곡류(P＜0.01), 채소류(P＜0.01), 
어패류(P＜0.05), 해조류(P＜0.05), 조미류(P＜0.05)의 

섭취가 아침결식군에서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유의

적으로 낮았다.

고 찰

아침식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침식사가 모

든 식사에서 가장 결식률이 높은 식사임이 지적되

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아

침결식자의 영양소섭취상태나 식행동 등을 평가하

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Lee 등 1996; Chang 
1997; Lee 1998; Kim 1999; Shin 등 2002; Choi 등 

2003; Yu 등 2003; Cho 등 2004; You 등 2009). 이러

한 아침결식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침결식군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

다. 연구에 따라 설문조사를 통하여 아침식사를 규

칙적으로 섭취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

(Lee 등 1996; Chang 1997; Lee 1998; Kim 1999; 
Choi 등 2003), 아침식사의 빈도를 몇 개의 카테고

리로 조사하여 이러한 빈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

시 일정 빈도 이하로 섭취하는 군을 결식군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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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group
Elementary school

Significance2)
Middle school

SignificanceSkipping breakfast
(n=52)

Eating breakfast
(n=139)

Skipping breakfast
(n=87)

Eating breakfast
(n=193)

 Cereals (g) 280.33±87.161) 329.50±97.62 P＜0.01 295.69±108.89 346.03±129.34 P＜0.01

 Potato & Starches (g) 35.62±32.10 36.27±43.53 N.S3) 51.23±80.44 49.77±72.52 N.S

 Sugars & Sweetners (g) 10.46±13.83 8.58±14.50 N.S 8.31±12.68 8.00±9.42 N.S

 Pulses (g) 24.42±30.38 18.40±22.97 N.S 22.70±27.00 29.66±41.45 N.S

 Nuts & Seeds (g) 3.19±13.07 0.43±2.05 N.S 1.09±2.89 2.73±11.62 N.S

 Vegetables (g) 258.69±111.63 261.04±121.61 N.S 244.39±113.62 299.14±139.66 P＜0.01

 Fungi & Mushrooms (g) 6.04±8.82 9.69±10.51 N.S 5.60±12.54 6.87±39.46 N.S

 Fruits (g) 125.42±231.15 75.67±143.87 N.S 83.95±194.29 109.71±197.82 N.S

 Meats (g) 132.12±121.08 123.58±115.79 N.S 89.53±121.89 113.40±92.73 N.S

 Eggs (g) 32.65±36.06 34.69±37.27 N.S 48.10±43.59 51.47±54.09 N.S

 Fish & Shellfishes (g) 30.19±42.64 32.19±47.49 N.S 44.32±38.84 62.10±73.29 P＜0.05

 Seaweeds (g) 3.61±3.49 0.43±20.01 N.S 1.24±1.41 2.41±6.59 P＜0.05

 Milks (g) 71.49±129.04 82.76±157.78 N.S 82.99±145.14 99.74±142.90 N.S

 Oils and fat (g) 10.61±8.46 19.95±93.03 N.S 10.06±12.13 10.84±7.50 N.S

 Beverages (g) 10.06±37.43 18.72±69.57 N.S 20.40±65.09 45.08±137.17 N.S

 Seasoning (g) 23.60±14.23 26.50±18.23 N.S 30.35±16.94 35.67±21.28 P＜0.05

 Total (g) 1060.53±310.61 1087.00±328.03 N.S 1049.33±377.02 1277.34±394.67 P＜0.001
1) Mean±Standard deviation
2)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T-test
3) Not significant

Table 8. Food group intakes of the subjects.

류하기도 한다(Shin 등 2002; Yu 등 2003; Cho 등 

2004). 이와 같이 아침결식을 규정하는 정확한 기준

이 없고, 규칙적과 불규칙적의 구분은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

되어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아침식사빈도를 조

사한 후 평균 섭취빈도를 구하고, 평균 섭취빈도 미

만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아침결식군, 평균 섭취빈도 

이상을 섭취하는 대상자를 아침식사군으로 정의하

였다. 
아침식사의 섭취가 전날 저녁부터 아침까지의 공

복상태인 신체에 열량 및 영양소를 공급하며, 폭식, 
과식 및 잦은 간식의 섭취를 예방하여 아침을 결식

하는 것보다 비만의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다

(Ma 등 2003). Yeoh 등(2009)도 아침 결식이 아동과 

청소년들에서 영양소의 밀도가 낮은 간식의 섭취를 

증가시키고 지방의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비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지제

도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

도 아침결식이 과체중의 대응비(Odds ratio)를 유의

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hompson-McCormick 
등 2010).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아침식사의 

섭취와 체중이나 비만도 간에 관련성이 제시되지 

않았다(Walker 등 1982; Bertéus Forslund 등 2002; 
Nicklas 등 2004). 본 연구에서 또한 초등학생과 중

학생군에서 모두 아침결식군이 아침식사군에 비하

여 체중이 높은 경향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다. 
청소년에서 아침결식이 건강을 저해하는 식행동

과 음주, 흡연, 불규칙한 식사와 같은 건강하지 못

한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음이 많이 지적되었다(Isra-
lowitz & Trostler 1996; Höglund 등 1998; Keski-Rahkonen 
등 2003; Sjöberg 등 2003). Filand에서 성인과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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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아침결식자는 흡연, 음주, 
비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고(Keski-Rahkonen 등 2003), 우리나라 

대전지역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아침결식군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유의적으

로 낮은 식행동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You 등 2009). 본 연구는 조사가 학교라는 장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주와 흡연에 대한 답

변이 진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아, 음주 및 흡연 상태와 

아침결식과의 관련성을 규명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운동 상태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초등

학생은 아침결식군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낮아 생활습

관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식행동에 대한 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점심식사 횟수는 아침결식군이 매

일 섭취한다는 비율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유의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녁식사 횟수는 초

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서 아침결식군이 아침식사

군에 비하여 매일 섭취한다는 비율이 낮아 아침을 

결식하는 군에서 점심과 저녁의 결식도 높게 나타

났다. 평상시 식사시각의 규칙성도 초등학생과 중학

생에서 모두 아침결식군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유

의적으로 낮았다. 이를 통하여 아침의 결식은 다른 

식사의 섭취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전반적인 식

사섭취시간의 불규칙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의 양이 많은 아동과 청소

년의 경우 간식을 통한 영양소의 섭취가 필요하기

는 하나, 지나친 간식의 섭취는 정규식사의 섭취를 

방해하여 간식을 통한 적정한 열량의 섭취가 중요

하다. 간식빈도는 초등학생에서 아침결식군이 아침

식사군에 비하여 높았으며, 중학생은 아침결식군과 

식사군 간에 간식 섭취 빈도는 차이가 없었다. 중학

생은 간식의 횟수가 아침결식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고, 본인이 생각하는 식생활 문제점에 대한 항

목 중 간식의 과잉섭취라고 답한 비율이 아침결식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볼 때, 아침

식사를 결식하는 군에서 간식의 섭취가 높다는 여

러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Ma 등 

2003; Sjöberg 등 2003; Savige 등 2007).
한편, 본인이 생각하는 식생활 문제점에 대해 조

사한 결과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음식을 많이 

남긴다는 비율이 아침결식군에서 아침식사군에 비

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내용의 한

계상 아침결식군에서 음식을 많이 남기는 비율이 높

게 나타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식

사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식욕이 감소되었다는 

연구보고(Speechly & Buffenstein 1999; Speechly 등 

1999)를 고려하여 보면, 아침결식으로 증가된 공복

감에 의하여 많은 양의 음식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이를 실제로 다 섭취하지 못하여 음식을 많이 남기

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가

능성은, 본 연구에서 아침결식군이 간식의 빈도와 

양이 많았던 연구결과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

다. 간식을 통한 열량의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점심

과 저녁과 같은 정규 식사에서 식사를 남기게 되었

을 수 있다. 
아침결식이 1일 총 열량의 섭취량과 다른 끼니에

서의 열량섭취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의 열량섭취량과 끼니별 섭

취상태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1일 총 열

량섭취량은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아침식사를 통한 열량섭취량은 아침결식군

이 유의적으로 낮아, 아침을 통해 부족하게 섭취한 

열량이 다른 식사와 간식을 통하여 보충이 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아

침결식군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점심, 오후간식, 
저녁에서의 열량섭취량이 높았다. 그러나, 영양소 및  
식품섭취량 결과를 살펴보면, 아침결식군의 탄수화

물과 곡류의 섭취량은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유의적

으로 낮았고, 통계적으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

나,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영양

소의 섭취량이 아침결식군에서 낮고 영양소의 평균 

필요량에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는 높은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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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중학생의 경우 아침결식군과 아침식사군의 

열량과 영양소 섭취량의 차이가 초등학생에 비하여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1일 총 열량섭취량과 아침식

사를 통한 열량섭취량이 모두 유의적으로 낮은 것

으로 나타나, 아침식사로부터 부족하게 섭취한 열량

이 다른 끼니로부터 보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소, 비타민 A,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C, 칼
슘, 인, 나트륨, 칼륨, 철, 아연과 같은 다양한 영양

소와 총 식품 섭취량, 곡류, 채소류, 어패류, 해조류, 
조미료류와 같은 다양한 식품군의 섭취가 아침결식

군에서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았다. 또
한 열량, 단백질, 비타민 B1,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C, 인, 철, 아연에서 평균 필요량에 부족하게 섭취하

는 대상자의 비율이 아침결식군에서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아침식사섭취

에 따른 하루식사의 질을 평가한 Yeoh 등(2009)의 

최근 연구보고에서도 하루식사로 섭취한 평균 에너

지는 아침결식군이 아침을 통하여 충분히 에너지를 

섭취한 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았고, 아침식사로

부터의 에너지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1일 섭취 

영양소가 평균필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자의 비

율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미국 뉴올리언

스의 15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Nicklas 등(2000)
의 연구에서도 아침결식군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낮았

으며, 비타민 A,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B1, 비타민 B2, 엽산, 마그네슘, 
철, 아연, 인, 칼슘의 권장량을 2/3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아침결식군에서 유의적으

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아침결식이 아동

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영양소의 적정섭취를 어렵게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에 비하

여 영양소의 필요량이 증가하는 중학생의 경우 아

침결식을 통하여 부족하게 섭취된 열량과 영양소가 

다음의 식사를 통하여 보충되지 못하여 전체적인 

열량 및 영양소 섭취의 부족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바

와 같이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아침결식률은 6
∼11세 9.7%, 12∼18세 26.0%로 중학교 이후의 결식

률이 초등학교에 비하여 3배 가량 증가된다(MOHWFA 
& KCDCP 2008). 이러한 높은 아침결식률은 청소년

의 영양섭취불균형과 연관되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아침식사섭취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아침결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중학생과 바로 전단계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

상으로 아침결식군(주 4회 이하 아침식사)과 아침식

사군(주 5회 이상 아침식사)으로 분류하여 두 군의 

식행동, 열량, 영양소 및 식품 섭취상태를 비교 분

석하여 아동과 청소년기의 아침결식이 영양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충남지역에 

일부 초등학생(n=191)과 중학생(n=280)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식이섭취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아침 결식군의 비율은 초등학생이 27.2%, 중학생

이 31.1%였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모두 아침

결식군과 아침식사군 간에 신장, 체중, 성별 분포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행동 조사결과, 
주당 점심식사 횟수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아침결식

군이 매일 섭취한다는 비율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

는 두 군의 점심식사빈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다. 저녁식사 횟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서 

아침결식군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매일 섭취한다

는 비율이 낮았다. 평상시 식사시각이 규칙적이라고 

답한 비율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모두 아침

결식군이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았다. 



30 |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 아침결식군의 영양 섭취 상태

간식빈도에 대한 조사결과 초등학생은 아침결식군

의 간식빈도가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식생활 문제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경우 결식과 

음식을 많이 남긴다는 비율이 아침결식군에서 아침

식사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고, 중학생의 경우 

결식, 간식의 과잉섭취, 음식을 많이 남긴다는 비율

이 아침결식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1일 총 열량섭취량은 두 군 간

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침식사를 

통한 열량섭취량은 아침결식군이 유의적으로 낮았

다. 점심식사, 저녁식사, 간식을 통한 열량섭취량은 

아침결식군에서 아침식사군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중학

생의 경우 아침결식군의 1일 총 열량섭취량과 아침

과 점심식사를 통한 열량섭취량은 낮고, 하루 열량

섭취에서 저녁식사를 통한 에너지섭취 기여율은 아

침식사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영양소와 식품 섭취상태 분석결과 초등학생의 경

우 아침결식군의 탄수화물과 곡류의 섭취량이 아침

식사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았고, 중학생의 경우

는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소, 비타민 A,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C, 칼슘, 인, 
나트륨, 칼륨, 철, 아연의 영양소와 총식품, 곡류, 채
소류, 어패류, 해조류, 조미류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아

침을 결식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아침을 섭취하는 

대상자에 비해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으

며, 간식의 섭취가 많고, 음식을 많이 남기는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아침결식으로 부족하게 섭취한 

다양한 영양소들이 다음 식사를 통하여 완전히 보

충되지 못하여 아침결식군의 경우 영양소섭취의 부

족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급

속한 성장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서 아침결식의 

문제는 영양소 섭취의 저하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영양 및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아침 식사의 중요성과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

양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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