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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eating of breakfast by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the 
perception of the school breakfast program (SBP), and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BP. 
Out of 340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 the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334 were returned (98.2% response rate) and 
323 were analyzed. The subjects we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by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BP. Subjects were 
classified as participating and non participating group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breakfast intake frequency, ‘hardly eat’ 
showed the highest with 18.5% in the participating group and 10.3% in non participating group, while ‘eat every day’ 
showed 38.2% in the participating group, and the highest with 65.5% in non participating group (p<0.001). For the reason 
for skipping breakfast, ‘no time’ showed the highest with 30.0% in the participating group, ‘over sleep’ and ‘no appetite’ 
showed the highest with 24.8% in non participating group. For the reason for not participating in SBP, ‘breakfast should 
be eaten at home’ showed the highest with 47.2% in non participating group and ‘may get up early in the morning’ showed 
the highest with 46.2% in participating group (p<0.01).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BP,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for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ather’s education level wa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BP in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Odds Ratios (OR) 2.38, 95% Confidence Interval (CI) 1.03~5.52].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on 
weekdays (OR 1.36, 95% CI 1.01~1.81), Level of need for school breakfast (OR 0.52, 95% CI 0.35~0.76)  and whether 
to approve school breakfast (OR 0.27, 95% CI 0.18~0.41) we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BP in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conclusion, proper educational efforts for importance of school breakfast could 
be useful plan to develop school breakfas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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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회적인 급격한 변화와 함께 청소년들의 과중한 학습 부

담으로 학생들의 아침식사 습관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으

며(Yi 등 2010),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12~18세 여

자 청소년 아침 결식률 30.0%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청년기

는 성장과 활동에 필요한 영양 요구량이 증가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부적절한 식행동은 영양불균형을 초래하여 청소년의 



이  애  랑 한국식품영양학회지1164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등 2007).
아동 및 청소년에게 있어 아침식사 섭취량은 비타민과 미

네랄의 섭취량, 식이지방 섭취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보고되어(Nicklas 등 2000; Affenito 등 2005; Wilson 등 

2006), 영양소 섭취에 아침식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Yi 등 2010). 이러한 아침식사의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아침 결식률이 높은 것은 ‘시간 부족’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의 가장 

큰 원인은 ‘시간 부족’으로 조사된 바 있고, 이에 아침 결식을 

줄이기 위해 기상시간관리 및 어머니 등 아침식사 준비자의 

관심이 제안되기도 하였다(Yi & Yang 2006; Lee 등 2009). 그
러나 청소년들의 바쁜 일정과 증가하는 여성 취업을 고려할 

때 아침급식 실시와 같은 적극적인 방안이 없이는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률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본다(Lee 등 2009). 
청소년의 아침 결식은 세계적으로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

점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학교 아침급식을 

통해 아침 결식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Kennedy 
& Davis 1998; Shemit 등 2004; Ottawa Community Research 
Institute 2007; Kim 등 2007).

미국은 1966년 저소득층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아침

급식을 시작하여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09), 아침급식의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어 왔다(Minnesota 
Department of Children, Families and Learning [MDCFL] 1998; 
Murphy 등 1998; Crepinsek 등 2006; Lee 등 2009).

국내에서도 최근 학교 아침급식에 대한 연구로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Yeoh 등(2008)의 연구에서 초등학생

과 중․고등학생의 아침 결식률은 각각 13%와 23%로 중․

고등학생이 더 높은 아침 결식률을 보였고, Yi & Yang(2006)
의 연구에서도 상급학교로 갈수록 아침 결식이 유의적으로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아침급식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다(Yang 1997; Choe 등 2003; Yi BS 2004; 
Lee등 2006; Yi & Yang 2006; Yang 등 2008, Yi 등 2010).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Yi BS(2004)의 연구에서 

학교 아침급식을 제공하면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은 31.9%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침식사는 가

정에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학교 아침급식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등학생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있으나(Kim 등 2007), 아침 결식률

이 남학생보다 높은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아침급식 참여 희망자와 

학교 아침급식 참여 비희망자의 아침식사 식행동을 파악하

고, 학교 아침급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학교에서의 아침

급식 도입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여자 중학교 1개교의 1, 2, 3학년을 

대상으로 2014년 6월 설문을 실시하였고, 총 340부를 배후한 

후 334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98.2%),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총 323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1) 신체계측
신장과 체중은 InBody J10(Biospace Co. Ltd)을 사용하여 

측정된 수치를 이용하였고, 비만도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소

아과학회에서 제공하는 2007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를 

이용하였다. 

2) 설문조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일반사항, 신장과 체중, 아침식

사 관련사항, 아침급식 선호 여부 등으로 구성되었고, 아침급

식과 관련한 선행연구(Kim 등 2007, Ryu 등 2011, Lee 등 2011)
의 자료를 기초로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설문 작성하였

으며, 여중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을 실시한 후, 수정․

보완된 설문지를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 설문 내용은 조사대

상자의 일반사항, 가정에서 주중과 주말의 아침식사 빈도, 아
침식사 메뉴, 아침 결식 시 아침대용 음식을 사는 장소와 메

뉴, 아침 결식의 이유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아침급식

에 관한 사항에서는 학교급식(점심)의 만족도, 아침급식 제공

의 필요성, 아침급식 제공에 따른 찬성 여부, 아침급식 제공 횟

수 및 선호 메뉴, 아침식사의 긍정적 효과 등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사 항목에 따라 평균, 
표준편차 및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각 그룹 간의 유의성

은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학교 아침급식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기 위해 R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α=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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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아침급식 참여 여부에 따른 비만도와 학년별 분류는 

Table 1과 같다.
1학년의 경우, 학교 아침급식 참여 희망하는 학생 그룹(이

하 참여 희망군으로 기술) 13.9%, 아침급식 참여 희망하지 않

는 학생 그룹(이하 참여 비희망군으로 기술)의 경우 13.9%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2학년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14.6%, 아
침급식 참여 비희망군 18.9%를 보였고, 3학년은 아침급식 참

여 희망군 20.1%, 아침급식 참여 비희망군 18.6%로 나타나 

3학년에서 아침급식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여학생의 

학교 아침급식 참여 의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48.6%가 학교 

아침급식 참여의사를 나타냈고, 51.4%는 학교 아침급식 참여

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im 등(2007)의 연구

에서는 전체 분석대상의 40.7%가 아침급식을 희망한다고 하

여 본 연구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고, 초․중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Yi BS(2004)의 연구에서는 31.9%의 학생들이 아침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Lee HS(2004)의 연

구에서는 서울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침급식 참여 의사

를 분석한 결과, 41.8%가 아침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 학교 아침급식 참여 의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Han & Hong 등
(2002)의 연구에서는 학교점심을 희망한 학생은 80%에 달하

는 반면, 아침과 저녁급식은 16%의 학생들만 급식을 하겠다

고 응답하여, 학교 아침급식 참여도가 낮은 비율을 보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교 아침급식을 거

의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아침급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학교급식 아침 프로그램의 

도입 시 아침식사의 중요성 및 학교 아침급식 실시에 따른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만도에 따른 분류는 저체중의 경우, 아침급식 참여 희망

Table 1.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and BMI by the intention participating in school breakfast program       N(%)

Variable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chool breakfast program

Yes No Total χ2 value

Grade

1  45(13.9)  45(13.9)  90( 27.9)
NS1) 2  47(14.6)  61(18.9) 108( 33.4)

3  65(20.1)  60(18.6) 125( 38.7)
Total 157(48.6) 166(51.4) 323(100.0)

BMI
(kg/m2)

Under weight   4( 1.2)   3( 0.9)   7(  2.2)

NS

Normal weight 113(35.0) 125(38.7) 238( 73.7)

Over weight  25( 7.7)  21( 6.5)  46( 14.2)
Obesity  15( 4.6)  17( 5.3)  32(  9.9)

Total 157(48.6) 166(51.4) 323(100.0)
1) NS : not significant, Statistical analysis by χ2-test

군 1.2%, 아침급식 참여 비희망군 0.9%로 나타났고, 정상체

중군의 경우,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35.0%, 아침급식 참여 비

희망군 38.7%로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보다 높은 비율은 나타

냈다. 과체중군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7.7%, 아침급식 참여 

비희망군 6.5%의 비율은 보였고, 비만군은 아침급식 참여 희

망군 4.6%, 아침급식 참여 비희망군 5.3%로 나타났으며, 그
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으로 가족구성원 인원이 2~3명인 

경우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21.0%, 참여 비희망군 18.1%로 

나타났다. 가족 수가 4~5명인 경우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71.3%, 참여 비희망군 71.7%이었다. 가족 수가 6명 이상인 경

우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7.6%, 참여 비희망군 8.4%로 아침

급식 참여 희망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룹 간 유의한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Table 2).
아버지의 교육 정도는 중학교 졸업인 경우,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4.3%, 아침급식 참여 비희망군 2.0%를 보였고, 고등

학교 졸업인 아버지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36.2%, 참여 비

희망군 29.1%로 나타나,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에서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학 졸업 이상의 

경우도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59.6%, 참여 비희망군 35.3%로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에서 아버지가 대학 졸업 이상인 비율

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교육 정도는 중학교 졸업인 경우,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3.5%, 참여 비희망군 3.4%로 비슷하였고, 고등학교 

졸업인 어머니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39.9%, 참여 비희망

군 36.7%로 나타나,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에서 어머니가 고

등학교 졸업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학 졸업 이상인 

어머니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56.6%, 참여 비희망군 59.9%
로 그룹 간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차이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에서 



이  애  랑 한국식품영양학회지1166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subjects’s family                                          N(%)

Variable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chool breakfast program

Yes No Total χ2-value

The size of 
a family

Two to three 33( 21.0) 30( 18.1) 63( 19.5)

0.44†
Four to five 112( 71.3) 119( 71.7) 231( 71.5)
Six 12(  7.6) 14(  8.4) 26(  8.0)

Et cetera 0(  0.0) 3(  0.9) 3(  0.9)
Total 157(100.0) 166(100.0) 323(100.0)

Fath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6(  4.3) 3(  2.0) 9(  3.1)

NS1) High school 51( 36.2) 43( 29.1) 94( 32.5)
Over university 84( 59.6) 102( 68.9) 186( 64.4)

Total 141(100.0) 148(100.0) 289(100.0)

Moth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5(  3.5) 5(  3.4) 10(  3.4)

NS
High school 57( 39.9) 54( 36.7) 111( 38.3)
University 81( 56.6) 88( 59.9) 169( 58.3)

Total 143(100.0) 147(100.0) 290(100.0)

Father’s
occupation status

Office worker 53( 36.1) 61( 38.1) 114( 37.1)

NS

Profession 16( 10.9) 18( 11.3) 34( 11.1)

Technician 21( 14.3) 24( 15.0) 45( 14.7)
Self-employee 29( 19.7) 29( 18.1) 58( 18.9)
Housekeeper 4(  2.7) 2(  1.3) 6(  2.0)
Et cetera 24( 16.3) 26( 16.3) 50( 16.3)

Total 147(100.0) 160(100.0) 307(100.0)

Mother’s
occupation status

Office worker 45( 30.6) 45( 28.3) 90( 29.4)

NS

Professional 16( 10.9) 10(  6.3) 26(  8.5)
Technician 10(  6.8) 11(  6.9) 21(  6.9)
Self employee 19( 12.9) 11(  6.9) 30(  9.8)
Housewife 41( 27.9) 53( 33.3) 94( 30.7)
Et cetera 16( 10.9) 29( 18.2) 45( 14.7)

Total 147(100.0) 159(100.0) 306(100.0)

Weekly
pocket money

<5,000 14(  9.0) 23( 13.9) 37( 11.5)

NS1) 

<5,000 to ≤10,000 56( 35.9) 56( 33.7) 112( 34.8)
<10,000 to ≤15,000 30( 19.2) 24( 14.5) 54( 16.8)
<15,000 to ≤20,000 12(  7.7) 8(  4.8) 20(  6.2)
20,000≤ 14(  9.0) 23( 13.9) 37( 11.5)
Et cetera 30( 19.2) 32( 19.3) 62( 19.3)

Total 156(100.0) 166(100.0) 322(100.0)
1) NS: not significant, Statistical analysis by χ2-test, †: Fisher's exact test

회사원 36.1%로 가장 높았으며, 마찬가지로 아침급식 참여 

비희망군에서도 회사원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에서 회사원 30.6%

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가정주부 27.9%이었다. 아침급식 

참여 비희망군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사원이 28.3%로 가장 높

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가정주부가 33.3%이었다. 아침

급식 참여 비희망군이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보다 어머니가 

가정주부인 비율은 높게 나타났고, 직장을 다니는 비율은 낮

게 나타났으나,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조사 대상 여중생 1주일 용돈 금액이 ‘5,000원 이상~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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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하’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과 참여 비희망군에서 각각 

35.9%,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아침식사의 준비 및 태도에 관한 조사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가정에서 아침식사를 준비해 주는 가족 구성원이 ‘어머니’

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71.8%, 참여 비희망군 79.4%로 가

장 높게 나왔다.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버지’인 경

우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3.2%, 참여 비희망군 2.4%이었다. 
‘할머니’가 아침식사 준비를 하는 비율은 아침급식 참여 희

망군 9.0%, 참여 비희망군 10.9%이었다. ‘기타’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16.0%, 참여 비희망군 7.3%로 나타났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주중 평일에 아침식사를 하는 횟수가 ‘매일’이 가장 높게 

나타나,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38.2%, 참여 비희망군 65.5%
로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이 참여 비희망군보다 매일 아침식

사를 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횟수가 1
주일에 ‘3~4회’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25.5%, 참여 비희망

군 12.7%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횟수가 1주별 ‘1~2회’는 아침

급식 참여 희망군 17.8%, 참여 비희망군 11.5%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18.5%, 참

Table 3. Current status of eating breakfast                                                              N(%)

Variable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chool breakfast program

Yes No Total χ2 value

Person who 
cook breakfast

Mother 112( 71.8) 131( 79.4) 243( 75.7)

NS1) 

Father 5(  3.2) 4(  2.4) 9(  2.8)
Grandmother & grandfather 14(  9.0) 18( 10.9) 32( 10.0)
Others 25( 16.0) 12(  7.3) 37( 11.5)

Total 156(100.0) 165(100.0) 321(100.0)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on weekday

Eat every day 60( 38.2) 108( 65.5) 168( 52.2)

24.30*** 
3~4/week 40( 25.5) 21( 12.7) 61( 18.9)
1~2/week 28( 17.8) 19( 11.5) 47( 14.6)
Hardly eat 29( 18.5) 17( 10.3) 46( 14.3)

Total 157(100.0) 165(100.0) 322(100.0)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on weekend

2/weekend 71( 45.5) 102( 62.2) 173( 54.1)

9.90**
1/weekend 48( 30.8) 40( 24.4) 88( 27.5)

Hardly eat 37( 23.7) 22( 13.4) 59( 18.4)
Total 156(100.0) 164(100.0) 320(100.0)

Place where 
buy breakfast 

School tuck-shop 1(  0.7) 0(  0.0) 1(  0.4)

0.89†

Convenience store 49( 35.5) 42( 34.1) 91( 34.9)
Snack bar 1(  0.7) 1(  0.8) 2(  0.8)
Et cetera 31( 22.5) 33( 26.8) 64( 24.5)

Not buy 56( 40.6) 47( 38.2) 103( 39.5)
Total 138(100.0) 123(100.0) 261(100.0)

여 비희망군 10.3%로,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은 ‘매일’ 아침식

사를 하는 비율이 낮고,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높게 나

타났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주말에 아침식사 하는 횟수는 주말(토, 일요일)에 ‘2회’ 모

두 아침식사를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아침급식 참여 희망

군 45.5%, 참여 비희망군 62.2%로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이 

참여 비희망군보다 주말에 ‘2회’ 식사하는 비율이 낮았다. 주
말에 ‘1회’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23.7%, 참여 비희망군 24.4%로 나타났고,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30.8%, 참여 비희망군 13.4%
로 나타나,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이 참여 비희망군보다 주말

에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높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 등교 시 아침식사를 사는 장

소는 ‘음식물을 사 오거나 집에서 가져오지 않는다’가 아침

급식 참여 희망군과 참여 비희망군 각각 40.6%, 38.2%로 가

장 높고,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이 참여 비희망군보다 많았다. 
다음으로 아침식사를 사는 장소가 ‘편의점’이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35.5%, 참여 비희망군 34.1%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를 

사는 장소가 ‘기타’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22.5%, 참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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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Variable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chool breakfast program

Yes No Total χ2 value

Substitute for
breakfast 

Gimbap 29( 21.6) 14( 11.8) 43( 17.0)

0.19†

Milk & juice 24( 17.9) 23( 19.3) 47( 18.6)
Bread 22( 16.4) 19( 16.0) 41( 16.2)

Bread & milk 43( 32.1) 39( 32.8) 82( 32.4)
Snack 7(  5.2) 14( 11.8) 21(  8.3)
Instant cup ramen 1(  0.7) 0(  0.0) 1(  0.4)
Fruits 8(  6.0) 10(  8.4) 18(  7.1)

Total 134(100.0) 119(100.0) 253(100.0)

Menu type 
of home 
breakfast

Traditional food 97( 62.6) 114( 69.5) 211( 66.1)

NS
Convenience 1 48( 31.0) 35( 21.3) 83( 26.0)
Convenience 2 5(  3.2) 7(  4.3) 12(  3.8)
Et cetera 5(  3.2) 8(  4.9) 13(  4.1)

Total 155(100.0) 164(100.0) 319(100.0)

Reason for
skipping 
breakfast

Over sleeping 40( 28.6) 30( 24.8) 70( 26.8)

17.22**
(0.02†)

No appetite 33( 23.6) 30( 24.8) 63( 24.1)

No digestion 3(  2.1) 10(  8.3) 13(  5.0)
Not prepare 1(  0.7) 7(  5.8) 8(  3.1)
Weight loss 1(  0.7) 4(  3.3) 5(  1.9)
Save money 0(  0.0) 0(  0.0) 0(  0.0)
Lake of time 42( 30.0) 23( 19.0) 65( 24.9)
Habitually 16( 11.4) 11(  9.1) 27( 10.3)

Et cetera 4(  2.9) 6(  5.0) 10(  3.8)
Total 140(100.0) 121(100.0) 261(100.0)

Frequency of
eating snacks

Hardly eat 69( 45.4) 95( 63.3) 164( 54.3)

11.83**
1/week 59( 38.8) 33( 22.0) 92( 30.5)
3/week 21( 13.8) 18( 12.0) 39( 12.9)
5/week 3(  2.0) 4(  2.7) 7(  2.3)

Total 152(100.0) 150(100.0) 302(100.0)
1) NS : not significant, **p<0.01, ***p<0.001, Statistical analysis by χ2-test, †: Fisher's exact test
Convenience 1: fruit, bread, sandwich, milk & cereal, Convenience 2: Gimbap, Tteokguk (rice-cake soup), fried rice, curry and rice, omlet

희망군 26.%로 나타났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등교 시 아침식사 대용식으로 구입하는 음식의 종류는 ‘빵 

& 우유’가 가장 높으며,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과 참여 비희

망군 각각 32.1%, 32.8%로 나타났다. ‘김밥’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21.6%, 참여 비희망군에서 11.8%를 보였고, ‘빵 & 주
스’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17.9%, 참여 비희망군 19.3%로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빵’을 구입하는 

경우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과 참여 비희망군이 비슷하여 

각각 16.4%, 16.0%로 나타났다. ‘스낵류’를 구입하는 정도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5.2%, 참여 비희망군 11.8%로 나타나 

아침급식 참여 비희망군의 스낵류 구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과일’을 구입하는 경우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6.0%, 참
여 비희망군 8.4%를 보였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정에서 아침식사 메뉴가 ‘한식(밥, 국, 반찬)’이 아침급

식 참여 희망군과 참여 비희망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각각 

62.6%, 69.5%이었다. 가정에서 먹는 식사가 ‘간편식(과일, 빵, 
샌드위치, 우유 및 시리얼)’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31.0%, 
참여 비희망군 21.3%의 비율을 보였다. ‘일품음식(김밥, 떡
국, 볶음밥,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등)’이 아침급식 참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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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군 3.2%, 참여 비희망군 4.3%이었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늦잠을 자서’가 아침급식 

참여 비희망군 24.8%, ‘식욕이 없어서’도 동일하게 24.8%로 

많았다.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은 ‘시간이 없어서’가 30.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늦잠을 자서’가 28.6%로 나타났다. 
‘소화가 잘 안돼서’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2.1%, 참여 비희

망군 8.3%이었다. ‘아침식사가 준비되지 않아서’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0.7%, 참여 비희망군 5.8%이었다. ‘체중을 줄이

기 위해서’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0.7%, 참여 비희망군 

3.3%이어서 아침급식 참여 비희망군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

였다. ‘습관이 되어서’라고 한 경우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11.4%, 참여 비희망군 9.1%로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p<0.01). 아침 결식의 경우는 전체 14.3%로 나타났으나,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2~18세 여자 청소년 아침 결

식률 30.0%와 비교할 때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여학생들의 

아침식사 결식의 주된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의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에서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아침급식 참여 비희망군에서는 ‘늦잠을 자서’ 24.8%, ‘식
욕이 없어서’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5년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결과에서 ‘시간이 없어서’, ‘늦잠을 자서’의 순으

로 보고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Jang 등(2000)의 연구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53.8%, ‘식욕

이 없어서’ 26.4%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

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아침 결식에 따

른 식행동에 관해 연구한 Lee 등(2011)은 아침 결식 이유에 

대해 ‘등교시간에 쫓겨’ 34.8%, ‘입맛이 없어서’ 31.6% 순으

로 나타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Yi 등(2006)의 연구와 Yi 
& Yang(2006)의 연구에서도 ‘시간이 없어서’가 주된 아침 결

식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침 등교 후 학교급식(점심)을 먹기 전에 간식 섭취 정도

는 ‘먹지 않는다’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과 참여 비희망군

이 각각 45.4%, 63.6%로 가장 높았고, 아침급식 참여 비희망

군에서 간식을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등교 후 학

교급식 전에 간식 섭취 횟수가 ‘주 1회’는 아침급식 참여 희

망군 38.8%, 참여 비희망군 22.0%를 보였다. 등교 후 학교급

식 전까지 간식 섭취를 ‘주 3회’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13.8%, 참여 비희망군 12.0%로 나타났다. 아침 등교 후 학교

급식 전까지 간식 섭취를 ‘주 5회’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2.0%, 참여 비희망군 2.7%를 보였으며, 아침급식 참여 희망

군이 참여 비희망군보다 등교 후 학교급식 전까지 주당 간식 

섭취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

이가 있다(p<0.01).   
학교 아침급식에 대한 여자 중학생의 인식에 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교에서 아침급식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지 않다’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3.2%, 참여 비

희망군 11.3%이었고, ‘필요하지 않다’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

군 1.9%, 참여 비희망군 28.9%이었다. ‘보통’은 아침급식 참

여 희망군 38.7%, 참여 비희망군 40.3%로 가장 많았다. 학교

에서 아침급식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아침

급식 참여 희망군 35.5%, 참여 비희망군 14.5%이었고, 아침

급식 참여 희망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급식 제공이 

‘매우 필요하다’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20.6%, 참여 비희망

군 5.0%를 보여, 아침급식 참여 희망 학생들이 아침급식 제

공을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01).

학교 아침급식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평균점수는 아침급

식 참여 희망군에서 3.68, 참여 비희망군 2.73로 아침급식 참

여 희망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01).
학교 아침급식이 제공된다면 일주일의 적정 제공 횟수는 

‘주 5회’(월~금)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46.2%, 참여 비희망

군 33.1%로 나타났다. ‘주 3회’(월, 수, 금)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과 참여 비희망군 모두 각각 50.0%, 43.5%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침급식 제공 횟수는 ‘주 1회’ 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3.8%, 참여 비희망군 23.4%로 아침급식 참여 비희망

군 ‘주 1회’ 아침급식이 제공되는 것이 적당하다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학교에서 아침급식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31.3%, 참여 비희망군 

44.3%로 가장 높았다. ‘학교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가 아

침급식 참여 희망군 6.7%, 참여 비희망군 3.5%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아침급식이 제공되기 원하는 이유가 ‘성장(키) 발
달에 도움이 된다’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9.3%, 참여 비희

망군 8.7%이었다. ‘학교생활에 활력을 준다’가 아침급식 참

여 희망군 36.0%로 가장 많고, 아침급식 참여 비희망군 31.3%
로 나타났다. 학교 아침급식이 제공되기 원하는 이유가 ‘등굣

길이 즐겁다’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16.7%, 참여 비희망군 

12.2%로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교 아침급

식이 제공되기 원하는 이유에 대해 전체 37%가 ‘건강에 좋

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아

침급식군과 대조군을 비교․분석한 Lee 등(2009)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아침급식군은 대조군에 비해 

아침급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아침을 먹

으면 활력이 있고, 공부에 집중이 되며, 졸리지 않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아침급식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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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udents’opinion about school breakfast program                                                      N(%)

Variable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chool breakfast program

Yes No Total χ2-value

Level of need for 
school breakfast

Very unnecessary 5(  3.2) 18( 11.3) 23(  7.3)

72.70*** 
(8.70†††)

Unnecessary 3(  1.9) 46( 28.9) 49( 15.6)
Moderate 60( 38.7) 64( 40.3) 124( 39.5)
Necessary 55( 35.5) 23( 14.5) 78( 24.8)
Very necessary 32( 20.6) 8(  5.0) 40( 12.7)

Total 155(100.0) 159(100.0) 314(100.0)
Mean±S.D.2) 3.68±0.93 2.73±1.01 3.20±1.08

Frequency of 
school

breakfast 

5/week 72( 46.2) 51( 33.1) 123( 39.7)

25.83***
3/week 78( 50.0) 67( 43.5) 145( 46.8)
1/week 6(  3.8) 36( 23.4) 42( 13.5)

Total 156(100.0) 154(100.0) 310(100.0)

Advantage by
participating 

school breakfast

Good to health 47( 31.3) 51( 44.3) 98( 37.0)

NS1) 

Help to improve school performance 10(  6.7) 4(  3.5) 14(  5.3)
Help to growth 14(  9.3) 10(  8.7) 24(  9.1)
Get energy 54( 36.0) 36( 31.3) 90( 34.0)
Pleasure to go to school 25( 16.7) 14( 12.2) 39( 14.7)

Total 150( 10.0) 115(100.0) 265(100.0)

Reason for not 
participating 

school breakfast

Breakfast should be eaten at home 4( 10.3) 75( 47.2) 79( 39.9)

22.26*** 

The charge for school breakfast lay a burden on me 6( 15.4) 16( 10.1) 22( 11.1)
May get up early in the morning 18( 46.2) 52( 32.7) 70( 35.4)
Not have breakfast by habit 6( 15.4) 11(  6.9) 17(  8.6)
Uneaten student take away breakfast 2(  5.1) 1(  0.6) 3(  1.5)
Taste of school breakfast  is not good 3(  7.7) 4(  2.5) 7(  3.5)

Total 39(100.0) 159(100.0) 198(100.0)

Satisfaction of 
school lunch

Very unsatisfied 2(  1.3) 4(  2.5) 6(  1.9)

NS

Unsatisfied 7(  4.5) 6(  3.8) 13(  4.1)
Moderate 44( 28.2) 54( 34.0) 98( 31.1)
Satisfied 73( 46.8) 73( 45.9) 146( 46.3)
Very satisfied 30( 19.2) 22( 13.8) 52( 16.5)

Total 156(100.0) 159(100.0) 315(100.0)
Mean±S.D. 3.78±0.85 3.65±0.89 3.71±0.86

Menu type of
school breakfast

Traditional 35( 22.3) 35( 22.7) 70( 22.5)

NS
Convenience 1 87( 55.4) 95( 61.7) 182( 58.5)
Convenience 2 35( 22.3) 24( 15.6) 59( 19.0)

Total 157(100.0) 154(100.0) 311(100.0)

Whether to
approve school 

breakfast 

Very opposed 1(  0.6) 15(  9.1) 16(  5.0)

126.60***
(12.71†††)

Opposed 2(  1.3) 33( 20.1) 35( 10.9)
Moderate 29( 18.5) 86( 52.4) 115( 35.8)
Approved 72( 45.9) 20( 12.2) 92( 28.7)
Very approved 53( 33.8) 10(  6.1) 63( 19.6)

Total 157(100.0) 164(100.0) 321(100.0)
Mean±S.D. 4.11±0.79 2.86±0.96 3.47±1.08

1) NS: not significant, ***p<0.001, Statistical analysis by χ2-test, 2) Mean±S.D., †††: p<0.001, statistical analysis by t-test
Convenience 1: fruits, breads, sandwich, milk & cereals, Convenience 2: Gimbap, Tteokguk (rice-cake soup), fried rice, curry and rice, ome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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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에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10.3%, 참여 비희망군 47.2%로 가장 많았다. ‘아침급식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15.4%, 참
여 비희망군 10.1%로 나타났다. 아침급식을 원하지 않는 이

유가 ‘아침급식을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가 아침

급식 참여 희망군 46.2%로 가장 높으며, 참여 비희망군은 

32.7%로 나타났다. ‘습관적으로 아침을 먹지 않는다’가 아침

급식 참여 희망군 15.4%, 참여 비희망군 6.9%이었다. 아침급

식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아침식사를 신청하지 않은 친구가 

자신의 음식을 뺏어 먹을 수 있다’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5.1%, 참여 비희망군 0.6%이었다. ‘학교급식은 맛이 없어서 

아침급식을 먹고 싶지 않다’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7.7%, 참
여 비희망군 2.5%를 보였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01). Lee BS(2004)의 연구에서는 학교 아침급식 프로

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학교 아침급식비의 부담’ 이 

높은 비율을 보인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학교 아침급식에 제공받기 원하는 메뉴로는 ‘한식’(밥, 국, 

반찬)이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22.3%, 참여 비희망군 22.7%
로 나타났고, 아침급식 메뉴로 ‘간편식’(과일, 빵, 샌드위치, 
우유 및 시리얼)을 제공되기 원하는 학생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55.4%, 참여 비희망군 61.7%로 나타나,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아침급식으로 ‘일품음식’(김밥, 떡국, 볶음밥, 카레라

이스, 오므라이스 등)이 제공되기 원하는 학생들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22.3%, 참여 비희망군 15.6%로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아침급식의 메뉴로 ‘전통식’ 전체 22.5%, ‘간편식 1’은 58.5%, 

‘간편식 2’의 경우 19.0%로 전통식보다 간편식을 더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경기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아침급식 식단에 대한 선호도를 연구한 Ryu 등(2011)의 결과 

학생의 66.4%가 전통식보다는 간편식을 선호한다는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학교 아침급식 제공 여부는 ‘매우 반대’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0.6%, 참여 비희망군 9.1%로 나타났고, ‘반대’는 아침

급식 참여 희망군 1.3%, 참여 비희망군 20.1%로 아침급식 참

여 희망군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아침급식 제공 찬성 여

부에 대해 ‘보통’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18.5%, 참여 비희

망군 52.4%를 보였다. 학교 아침급식 제공을 ‘찬성’하는 학생

들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45.9%, 참여 비희망군 12.2%로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이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아침급식 제

공에 대해 ‘매우 찬성’하는 학생들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33.8%, 참여 비희망군 6.1%의 비율을 보여 아침급식 참여 희

망군이 참여 비희망군에 비해 아침급식 제공에 찬성하는 비율

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아침급식 찬성 여부에 대한 평균점수는 아침급식 참여 희

망군에서 4.11, 참여 비희망군에서 2.86으로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에서 찬성하는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룹 간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아침식사와 관련된 인식으로 1주
일에 가정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횟수가 ‘주 5회’ 인 학생들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38.2%)과 참여 비희망군(65.5%)에서 

큰 차이를 보였고, 이는 서울 소재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아침급식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Kim 등(2007)의 결과에서 53.3%의 중학생들이 ‘주 5회’ 아침

식사를 한다는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Table 5에서는 학교 아침급식 참여 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찾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제시하였다. 여자 중학

생의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모형 χ2 값 (model χ2=128.247, 
p<0.001)은 유의하였고, 모형적합도 값(Hosmer Lemeshow’s 
Goodness-of-Fit Index=10.254, p=0.248)은 유의하지 않았으므

로 통계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학교 아침급식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용돈 

금액(0.070)의 경우,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에 비해 참여 비희

망군이 1배(OR=1.073)더 많았다. 간식(－0.219)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보다 참여 비희망군이 0.8배(OR=0.804) 적게 섭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교육(0.868)은 나타났으며,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에 비해 참여 비희망군의 아버지 교육

수준이 2.4배(OR=2.38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아침식

사 일수(0.304)도 1.4배(OR=1.35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

Table 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chool breakfast program

Factor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chool 

breakfast program

β Odds ratio(95% Cl)1)

Weekly pocket money   0.070 1.073(0.890~1.293)
Frequency of eating snack －0.219 0.804(0.518~1.246)

Father’s education level   0.868** 2.382(1.028~5.519)
Mother’s education level －0.666 0.514(0.231~1.142)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on weekdays   0.304** 1.355(1.013~1.813)

Satisfaction of school lunch －0.294 0.745(0.506~1.096)
Level of need for school 
breakfast －0.661*** 0.516(0.352~0.756)

Whether to approve school 
breakfast －1.316*** 0.268(0.175~0.412)

Model χ2(p) 128.247(<0.001)
Hosmer Lemeshow’s 

Goodness-of-Fit Index(p) 10.254(0.248)

Statistical analysis by Logistic regression models
1)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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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급식 제공 불필요 여부(－0.661)도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에 

비해 참여 비희망군에서 0.52배(OR=0.516)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아침급식 불찬성(－1.316) 여부도 아침급식 참여 의사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에 비

해 참여 비희망군에서 0.27배(OR=0.268)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평균 용돈, 간식 횟수, 어머니 교육 정도 및 학교급식 만

족도는 아침급식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Kim 등(2007)의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 수준이 ‘하’
인 경우, 학교 아침급식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중 평

일 동안의 아침 결식 횟수가 증가할수록 학교 아침급식에 참

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

를 보였다. Gleason PM(1995)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고, 도
시보다 농촌에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학교 아침급식 프

로그램에 참여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Maure KM(1984)의 연구에서는 학교 아침급식 프로그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교 아침급식비의 가격’으로 나

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고, 그 외에 소득이 낮을

수록, 가족 구성원의 수가 적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부모

의 사정으로 아침식사를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경우, 학교 아침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는 학교 아침급식에 대한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과 참

여 비희망군의 인식 및 학교 아침급식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설문 대상 학생들이 학교 아침급

식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학교 아침급식에 대한 수혜 경험

이 없기 때문에 연구 접근성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학교 

아침급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아침식사의 중

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자 중학생의 아침식사 및 아침급식에 대한 태

도, 아침식사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아침식

사 식행동 및 학교 아침급식 참여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자 실시하였다. 서울 소재 1개교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

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아침급식 참여 여부에 따른 분류는 1학년의 경우, 

학교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13.9%, 참여 비희망군의 경우 

13.9%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2학년의 경우, 아침급식 참

여 희망군 14.6%, 참여 비희망군 18.9%의 비율을 보였고, 3학
년의 경우, 아침급식 참여군 20.1%, 참여 비희망군 18.6%로 

나타나, 3학년에서 아침급식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 평일에 아침식사를 하는 횟수에 관한 문항에서는 ‘매일’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아침급식 참여 희망

군 38.2%, 참여 비희망군에서 65.5%로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이 참여 비희망군보다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횟수가 일주별 ‘3~4회’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25.5%, 참여 비희망군 12.7%로 나타났다. 아침식

사 횟수가 일주별 ‘1~2회’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17.8%, 참
여 비희망군 11.5%로 나타났다. 거의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

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18.5%, 참여 비희망군 10.3%이며,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은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이 낮은 

반면, 일주별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비율이 참여 비희망군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주말에 

아침식사 섭취 횟수는 주말(토, 일요일)에 ‘2회’ 모두 아침식

사를 한다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45.5%, 참여 비희망군 

62.2%로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이 참여 비희망군보다 주말에 

‘2회’ 식사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침급식 참

여 희망군이 참여 비희망군보다 주말에 아침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3. 여학생들의 아침식사 결식의 주된 이유는 ‘시간이 없어

서’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참여 비희망군에서는 ‘늦잠을 자서’ 24.8%, ‘식욕이 없어서’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1).

4. 학교에서 아침급식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 여부에 대해

서는 ‘매우 필요하지 않다’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3.2%, 참
여 비희망군 11.3%를 보였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비율

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1.9%, 참여 비희망군 28.9%로 응답

하였다. 아침급식 제공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침급식참여 희망군 20.6%, 참여 비희망군 5.0%를 보여, 아
침급식 참여 희망군에서 아침급식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식

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01).
5. 학교 아침급식이 제공된다면 1주일에 몇 회가 적정한지

는 ‘주 5회’(월~금)가 적당하다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46.2%, 
참여 비희망군 33.1%로 나타났다. 아침급식 제공 횟수는 ‘주 

1회’가 적당하다고 인식한 경우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3.8%, 
참여 비희망군 23.45%로 참여 비희망군에서 ‘주 1회’ 아침급

식이 제공되는 것이 적당하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6. 학교에서 실시하는 아침급식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아
침은 집에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

군 10.3%, 참여 비희망군 4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침급식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아침급식을 위해 아침에 일

찍 일어나야 한다’는 경우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4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아침급식 참여 비희망군은 32.7%
로 나타났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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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 아침급식 제공 찬성 여부는 ‘매우 반대’가 아침급

식 참여 희망군 0.6%, 참여 비희망군 9.1%로 나타났고, ‘반대’
는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1.3%, 참여 비희망군 20.1%로 아침

급식 참여 희망군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아침급식 제공

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가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 33.8%, 참
여 비희망군 6.1%를 보여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이 참여 비희

망군에 비해 아침급식 제공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8. 학교 아침급식 참여 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기 위

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제시하였다. 여자 중학생의 로지스

틱 회귀모형은 모형 χ2 값 (model χ2=128.247, p<0.001)은 유

의하였고, 모형적합도 값(Hosmer Lemeshow’s Goodness-of-Fit 
Index=10.254, p=0.248)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통계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학교 아침급식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

로는 아버지 교육(0.868)으로 나타났으며, 아침급식 참여 희

망군에 비해 참여 비희망군의 아버지 교육수준이 2.4배(OR= 
2.38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일 아침식사 일수(0.304)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에 

비해 참여 비희망군에서 아침식사 일수가 1.4배(OR=1.35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급식 제공 불필요 여부(－0.661)
도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에 비해 참여 비희망군에서 0.52배
(OR=0.51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급식 불찬성(－1.316)
여부도 아침급식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고, 아침급식 참여 희망군에 비해 참여 비희망군에서 0.27
배(OR=0.26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용돈, 간식 횟수, 
어머니 교육 정도 및 학교급식 만족도는 아침급식 참여 의사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여자 중학생의 아침식사 식행동과 학

교 아침급식에 대한 인식 및 학교 아침급식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 아침 결식 예

방 차원의 교육과 홍보 및 학교 아침급식을 도입을 위해 활용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교 아침급식

이 일반화되지 않아, 설문 대상 학생들이 학교 아침급식에 대

한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학교 아침급식 참여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여겨

지나, 추후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을 줄이는데 있어서 학교 및 

가정에서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4년 숭의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Affenito SG, Thompson DR, Barton BA, Franko DL, Daniels 
SR, Obarzanek E, Schreiber GB, Striegel-Moore RH. 2005. 
Breakfast consumption by African-American and white ado-
lescent girls correlates positively with calcium and fiber 
intake and negatively with body mass index. J Am Diet 
Assoc 105:938-945

Choe JS, Chun HK, Chung GJ, Nam HJ. 2003. Relations bet-
ween the dietary habit and academic achievement, subjective 
health judgement, physical status of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Soc Food Sci Nutr 32:627-635

Crepinsek KM, Singh A, Bernstein SL, McLaughlin EJ. 2006. 
Dietary effects of universal-free school breakfast: findings 
from the evaluation of the school breakfast program pilot 
project. J Am Diet Assoc 106:1796-1803

Gleason PM. 1995.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and the school breakfast program. Am J Clin Nutr 
61(suppl):213S-20S

Han KS, Hong SH. 2002. The menu preference of middle school 
student in contracted management middle school foodservice. 
Korean J Food Culture 17:1-15

Jang YA, Kim HY, Oh SY, Han SS, Lee HS, Won HS, Kim 
SH, Kim WK, Cho SS. 2000. A study for dietary attitude 
and food behavior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f Korea. J Korean Home Eco Assoc 38:85-97

Kennedy E, Davis C. 1998.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school 
breakfast program, Am J Clin Nutr 67(suppl): 798S-803S

Kim YS, Yoon JH, Kim HR, Kwon SO. 2007. Factors affecting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chool breakfast program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Korea J Comm 
Nutr 12:489-500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The Korea 
Pediatric Society (KCDC & KPS). 2007. 2007 Korean 
National Growth Charts

Lee GJ, Yoon JH, Choo YJ, Chung SJ, Kwon YH. 2009. Effect 
of school breakfast service on attitude toward breakfast and 
school breakfast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Korea J 
Comm Nutr 14:278-285

Lee HS. 2004. Present situation of school meals program and 
strategies for school breakfast program. J Ind Sci Technol 
14:97-106



이  애  랑 한국식품영양학회지1174

Lee MA, Lee PS, Lee YH, Yang IS. 2006. Needs assessment 
of school breakfast program and identifying operational 
attributes: A qualitative approach. Proceeding of 2006 Inter-
national Symposium and Annual Meeting of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Gyeongju. pp.372

Lee SE, Lee HM, Park SY, Ro MS, Song KH. 2011. A study 
on breakfsat skipping and dietary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Gyeonggi area. Korean J Food & Nutr 
24:481-488

Maurer KM. 1984. The national evaluation of school nutrition 
programs: Factors affecting student participation. Am J Clin 
Nutr 40:425-447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2011 National 
Health Statistics - The 5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second year (2011).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Report. Seoul 2006

Minnesota Department of Children, Families and Learning (MDCFL). 
1998. School breakfast programs energizing the class-
room. Retrieved June 1, 2009, from http://waupaca.uwex.edu/ 
documents/EnergizetheClassroomSchoolBreakfastPrograms 
MNDeptCFL.pdf

Murphy JM, Pagano ME, Nachmani J, Sperling P, Kane S, 
Kleinman RE. 1998. The relationship of school breakfast to 
psychosocial and academic functioning: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observations in an inner-city school sample. 
Arch Pediatr Adolesc Med 152:899-907

Nicklas TA, Reger C, Myers L, O’'Neil C. 2000. Breakfast con-
sumption with and without vitamin-mineral supplement use 
favorably impacts daily nutrient intake of ninth-grade stu-
dents. J Adolesc Health 27:314-321

Ottawa Community Research Institute. 2007. School breakfast 
program history. from http://www.ocri.ca/schoolbreakfastpro 
gram/sbp-history.asp).2007.08

Ryu SH, Yeoh YJ, Choo YJ, Yoon JH. 2011. Middle school 
boys’ and their parents on menu types of school breakfast 
in Gyeonggi area.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21:948- 
955

Shemilt I, Shepstone L, Swift L, Reading R, Mugford M, Belderson 
P, Norrris N, Thoburn J, Robinson J. 2004. A national 
evaluation of school breakfast clubs: evidence from a clus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nd and an observational analysis. 
Child Core Health Dev 30:413-427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09. School breakfast 
program. Retrieved June 6, 2009, from http://www.fns.usda. 
gov/cnd/Breakfast/AboutBFast/ProgHistory.htm

Wilson N, Parnell W, Wohlers M, Shirley P. 2006. Eating break-
fast and its impact on children's daily diet. Nutr Diet 63: 
15-20

Yang IS, Yi BS, Park MK, Kim HY, Kim YS, Lee SR. 2008. 
Exploring the alternatives of menu operation by serving type 
for an efficient school breakfast program. Proceeding of 
2008 Korean Dietetic Association.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Seoul. pp.271

Yang IS. 1997. Enhancing the school foodservice management 
through national school breakfast program. J Korean Diet 
Assoc 3:223-238

Yeoh YJ, Yoon JH, Shim JE, Chung SJ. 2008. Factors associated 
with skipping breakfast in Korean children: Analysis of data 
from 2001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Korean J 
Comm Nutr 13:62-68

Yi BS, Yang IS, Park MK, Kim HY, Kim YS, Lee SR. 2010.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school breakfast program 
(SBP) by practiced and unpracticed schools. Korean J Food 
& Nutr 23:588-599

Yi BS, Yang IS. 2006. An exploratory study for identifying 
factors related to breakfast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 J Comm Nutr 11:25-38

Yi BS. 2004. A comparative study on dietary life and recognition 
of diet related factor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 J Diet Assoc 10:364-374

Yi NY, Kwak TK, Lee KE. 2006. Food habits and nutrient 
intakes by self-reported food consumption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Gyeonggi, and Gyeongnam 
area. Korean J Food Culture 21:473-480 

Received 4 December, 2014
Revised 14 December, 2014

Accepted 20 December,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