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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fundamental information on satisfaction for school food service and dietary habit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Generally, the subjects had a high satisfaction level for 
school food service. The boys had comparatively more satisfactory days for school food service than the girls. The most 
dissatisfactory factors of school food service were the taste and variety of menu for the girls, and the time and place for 
lunch and the service of employee for the boys. The intersexual differences existed with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rregular intake of meals, the reasons to skip meals, and the eating speed. For the boys, the main reason to skip meals 
was due to lack of appetite, and for the girls, it was the weight-control. The boys finished each meal within 5~10 min 
and ate more than the amount the girls eat in general. The main components of breakfast for the subjects were a cooked 
rice, soup, and side dish in 65.9%, and the frequency of skipping breakfast was high with 32.8%, which was once per 
week. The favorite snacks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were cookies and beverages in 29.4%, instant foods in 24.3%, 
and hamburger and pizza in 21.4%. The intake frequency of snacks was once or twice per week in 46.5% of the subjects. 
In addition, the subjects had a very high intake frequency of fastfoods with once or twice per week in 72.7%, and the 
most favorite fastfood was ramen in 57.7%. The subjects in 45.3% took dairy food every day. In conclusi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need nutrition education to improve their eating habit and to increase the frequency of 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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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생활수준

이 향상되고, 가사 노동의 간소화로 인해 현대인들은 잦은 외

식과 불규칙한 식생활, 과도한 열량 섭취 등으로 영양 불균형

이 가속화되고 있다(Kang KM 2009). 이러한 영양 불균형은 여

러 생애주기 중 특히 청소년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소아에서 성인으로의 이행기로서, 이 시기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은 신체 및 정서적 성장에 있어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과중한 학

업과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식생활이 불규칙하여 폭식과 결

식이 많고, 자신이 선택하여 먹는 기호식품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청량음료, 가공식품, 편의식품에 지나친 의존 등 영양섭

취 불균형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하여 남녀 학생 

모두 결식률이 높고, 편의식품 선호로 영양의 불균형을 가져

오며, 동물성 지방 및 단백질의 섭취 편중으로 비만, 불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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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습관이 유발된다. 아동 및 청소년기의 잘못된 식습관은 쉽

게 교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통

해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을 돕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생

활을 실천이 필요하다(Mo 등 1993).
일반적으로 영양섭취는 아침, 점심, 저녁식사와 간식을 통

하여 이루어지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아침식사를 통한 영

양섭취가 효과적인 학업 및 원활한 신체활동에 대단히 중요

한 역할을 한다(Bae AY 2009). 청소년기의 아침식사는 하루

의 일과를 시작하는 기본 에너지원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섭

취 흡수된 포도당은 뇌신경세포 활동의 주 에너지원으로 작

용하여 학업의 스트레스와 신체 활동이 왕성한 청소년들에

게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한다(Gu 등 2000). 아침식사의 중요

성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Nicklas 등(1993)은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vitamin A, B1, B2, B6, B12, D, E, 나이아신 등의 비타

민과 Ca, P, Mg, Fe, Zn 같은 무기질이 권장량의 2/3에도 미치

지 못하며, 전체적인 열량 섭취와 단백질, 탄수화물의 섭취도 

크게 부족한 심각한 영양불균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

고, 따라서 아침식사를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로 보는 연

구자들도 많다(Derelian D 1997; Ju MO 2012).
아침 결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침 결식이 학습능력 저하, 주의 집중력 저하, 학교에서의 

체육활동에 대한 흥미 저하 등 학습 수행능력의 저하를 초래

하고, 정서적인 문제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Kim HJ 2007). 또한 아침식사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전반적

인 식습관과 학업성취도 좋아지며, 좋은 식습관은 건강과 학

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hoe 등 2003). Jeon 
JH(2009)과 Bae AY(2009)의 연구에서는 아침식사와 수능 및 

내신 성적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매일 아침식사를 한 학생

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수능성적뿐만 아니라, 내신 성적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침식사의 결식으로 인하여 

약 18시간의 공복상태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대사활동에 영

향을 주어 집중력이 저하되며, 학습능력의 저하가 일어나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된다(Farley 등 1987). 또한 Ha JS 
(1994)의 연구에 의하면 불규칙한 아침식사를 하는 여대생들

은 영양소 섭취상태가 나쁘고, 얼굴이나 신체 일부의 경련, 
목이나 어깨의 결림과 소화불량을 더 느끼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처럼 규칙적인 아침식사는 인간의 정신 및 신

체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사회성, 적극성, 
흥미 등의 정서적 기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Kim HS 2009). 
이렇게 중요한 아침식사는 학생들의 식행동에 큰 영향을 미

쳐 높은 결식률은 결식에 뒤이은 폭식과 잦은 간식 섭취 등으

로 이어져 악순환이 연속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시켜 국가의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이루기 위해 

2012년 7월 1일 출범되었다. 현재 25여개의 국책기관과 중앙

행정기관이 이전되었고, 계속적으로 이전이 시행되어 세종시

의 자족기능이 강화되어 유입인구 또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스마트 교육을 

기반으로 한 신설학교들이 현재 11개교가 생겼고, 2015년에

는 35개 학교가 새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러한 세종특별자치

시에 대한 거주하는 학생의 분포나 특성과 같은 기초 연구자

료가 부족한 실정에서 여러 방면에 대한 더욱 다각적이고 포

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중학생들을 대상으

로 학교급식 만족도와 아침 결식, 간식 섭취와 관련한 식습관

과의 상관성에 대해 분석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중학생들의 

바람직한 식행동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남녀 학생 

총 500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록식 설문지(self-administering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2013년 6월중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86부를 제외한 411명(남학생 223명, 
여학생 188명)의 자료를 본 연구결과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조사하기 전 설문지 작성법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51문항으로 일반적 사항에 

관한 11문항,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에 관한 21문항, 식습관 

조사에 관한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사항은 조사대상

자의 성별, 신장과 체중을 조사하였으며, 대한비만학회와 아

시아태평양 지역 WHO가 공동 발표한 아시아 비만 분류기준

(WHO Recommended Definition of Obesity 2000)에 의거하여 

BMI 18.5 미만을 저체중, 18.5~23.0을 정상체중, 23.0~24.9를 

과체중, 25.0 이상을 비만으로 기준하여 분류하였다. 조사문

항은 선행연구(Cho SU 2010; Lee OJ 2011; Kim HY 2013)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구

성하였다.

3. 통계처리
본 조사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

다. 첫째, 응답자의 특성 및 식습관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급식 만족도 평균과 표준편차를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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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별로 식습관의 차

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아침 

결식 횟수와 간식 횟수에 따라 급식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8.0을 활용하

였으며, 유의수준은 α=0.05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 아동의 일반적 신체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군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

인 학생들로 전체 411명 중 남학생 223명(54.3%), 여학생 188
명(45.7%)으로 남학생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평균 

신장과 몸무게는 각각 남학생은 166.5±8.5 cm, 56.9±12.2 kg, 
여학생은 159.9±5.8 cm, 51.3±8.3 kg으로 1998년 대한소아과

학회에서 제정한 한국 소아의 정상 발육치의 15세(남자 166±2.3 
cm, 55±3.1 kg, 여자 160±1.2 cm, 52±3.5 kg)와 비교해 볼 때 

신장은 남녀 모두 비슷하였으나, 체중은 약간 높았다. 체질량

지수는 남학생은 20.4±3.5, 여학생은 20.0±2.8로 나타났으며, 
대한비만학회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WHO가 발표한 비만 기

준(WHO Recommended Definition of Obesity 2000)으로 대상

자를 분류해 보았을 때, 남학생의 경우 저체중 66명(29.6%), 
정상체중 123명(55.2%), 과체중 12명(5.4%), 비만 22명(9.9%)
이었고, 여학생은 저체중 56명(29.8%), 정상체중 110명(58.5%), 
과체중 13명(6.9%), 비만 9명(4.8%)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Moon & Lee 2009)의 저체중 27.6%, 
정상체중 52.2%, 과체중 및 비만 20.2%와 비교해 보면, 남녀 

학생 모두 저체중과 정상체중이 많고, 과체중 및 비만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군의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가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Variable Boys(n=223) Girls(n=188)
Height(cm) 166.5±8.51) 159.9±5.8 ***
Weight(kg)  56.9±12.2  51.3±8.3 ***
BMI3)(kg/m2)  20.4±3.5  20.0±2.8 NS2)

Under weight  66(29.6)  56(29.8)

χ2=4.086
NS

Normal weight 123(55.2) 110(58.5)
Over weight  12(5.4)  13(6.9)
Obesity  22(9.9)   9(4.8)

Total 223(100.0) 188(100.0)
1) Mean±S.D., 2) Not significance, 3) Body mass index
***p<.001

족 수는 4~5명이라는 응답이 남학생의 149명(66.8%), 여학생

의 134명(71.3%)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수가 2~3명이라는 남

학생은 43명(19.3%), 여학생은 28명(14.9%)으로 나타났다. 아
버지의 연령은 41~50세라는 응답이 남학생의 146명(65.6%), 
여학생의 142명(75.5%)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연령이 

51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남학생은 41명(18.4%), 여학생은 27
명(14.4%)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어머니의 연령은 41~50세
라는 응답이 남학생의 133명(59.6%), 여학생의 129명(68.6%)
으로 가장 많았고, 31~40세라는 응답도 남학생의 66명(29.6%), 
여학생의 49명(26.1%)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직업으로는 남학생의 경우, 전업주부와 기타가 

각각 75명(33.6%)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이라는 응답이 40
명(17.9%)을 차지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어머니가 전업주부

인 경우가 65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43명(22.9%), 
전문직과 사무직이 각각 33명(17.6%)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의 직업은 남학생의 경우, 기타가 77명(34.5%)으로 가장 많았

고, 전문직이 63명(28.3%), 자영업이 41명(18.4%), 사무직이 

40명(17.9%)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직업

이 전문직인 경우가 57명(30.3%)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53
명(28.2%), 사무직이 43명(22.9%)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군의 가족 월평균 소득은 250~350만 원이 가장 

많았으며, 남학생은 69명(30.9%), 여학생은 65명(34.6%)의 비

율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가족 월평균 소득이 150~250
만 원, 350~450만 원이 각각 49명(22.0%)으로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가족 월평균 소득이 150~250만 원

이 56명(29.8%), 350~450만 원이 31명(16.5%) 순으로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

으며, 아버지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남학생은 150
명(67.3%), 여학생은 108명(57.4%)으로 나타났고, 대학교 졸

업의 경우는 남학생 49명(22.0%), 여학생 43명(22.9%)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도 고등학교 졸

업인 경우가 남학생은 149명(66.8%), 여학생은 107명(56.9%)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대학교 졸업인 경우는 남

학생 42명(18.8%), 여학생 50명(26.6%)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머니로 조사되어 남학생은 159명(71.3%), 여학생은 148명
(78.7%)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어머니 다음으로는 

할머니가 준비한다는 응답이 남학생 36명(16.1%), 여학생 16
명(8.5%)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충남 연기군 일원, 공주시, 충북 

청원군 일부를 포함하여 출범하여, 현재 1읍 9면 2동으로 이

루어져 있고, 시청은 조치원읍에 위치하고 있다. 세종특별자

치시는 2012년에 시로 승격되었으나, 아직 대부분의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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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family                                                      N(%)

Variable Item Boys
(n=223)

Girls
(n=188)

Total
(n=411)

Number of family

Two to three 43(19.3) 28(14.9) 71(17.3)
χ2=4.086

NS1)Four to five 149(66.8) 134(71.3) 283(68.9)

Over six 31(13.9) 26(13.8) 57(13.9)

Father’s age

31~40 years old 36(16.1) 19(10.1) 55(13.4)
χ2=1.433

NS41~50 years old 146(65.5) 142(75.5) 288(70.1)

Over 51 years old 41(18.4) 27(14.4) 68(16.5)

Mother’s age

Below 30 years old 0( 0.0) 3( 1.6) 3( 0.7)

χ2=5.250
NS

31~40 years old 66(29.6) 49(26.1) 115(28.0)

41~50 years old 133(59.6) 129(68.6) 262(63.7)

Over 51 years old 24(10.8) 7( 3.7) 31( 7.5)

Mother’s 
occupation

Housewife 75(33.6) 65(34.6) 140(34.1)

χ2=14.438
**

Profession 15( 6.7) 33(17.6) 48(11.7)

Office worker 40(17.9) 33(17.6) 73(17.8)

Self-employed 18( 8.1) 14( 7.4) 32( 7.8)

Et cetera 75(33.6) 43(22.9) 118(28.7)

Father’s 
occupation

Housewife 2( 0.9) 0( 0.0) 2( 0.5)

χ2=4.364
NS

Profession 63(28.3) 57(30.3) 120(29.2)

Office worker 40(17.9) 43(22.9) 83(20.2)

Self-employed 41(18.4) 35(18.6) 76(18.5)

Et cetera 77(34.5) 53(28.2) 130(31.6)

Monthly income
(10,000 won)

Under 150 28(12.6) 21(11.2) 49(11.9)

χ2=4.086
NS

150≤~<250 49(22.0) 56(29.8) 105(25.5)

250≤~<350 69(30.9) 65(34.6) 134(32.6)

350≤~<450 49(22.0) 31(16.5) 80(19.5)

Over 450 28(12.6) 15( 8.0) 43(10.5)

Father's education 
background

Under middle school 17( 7.6) 23(12.2) 40( 9.7)

χ2=7.536
NS

High school 150(67.3) 108(57.4) 258(62.8)

University 49(22.0) 43(22.9) 92(22.4)

Over graduate school 7( 3.1) 14( 7.4) 21( 5.1)

Mother's education 
background

Under middle school 23(10.3) 19(10.1) 42(10.2)

χ2=5.455
NS

High school 149(66.8) 107(56.9) 256(62.3)

University 42(18.8) 50(26.6) 92(22.4)

Over graduate school 9( 4.0) 12( 6.4) 21( 5.1)

Person who 
prepares breakfast

Mother 159(71.3) 148(78.7) 307(74.7)

χ2=5.527
NS

Grandmother 36(16.1) 16( 8.5) 52(12.7)

Sister 2( 0.9) 2( 1.1) 4( 1.0)

Father 15( 6.7) 12( 6.4) 27( 6.6)

Others 11( 4.9) 10( 5.3) 21( 5.1)
1) Not significance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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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승격 전과 같은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울과 같

은 대도시의 인구통계학적 성격과는 다른 주변 지방시도와 

같은 사회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Choi & Lee(2009)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지역 중학생 조사대상자의 22.9%가 가계 

월수입이 600만 원 이상, 31.8%가 300~500만 원의 월수입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조사

대상자의 가구당 월수입은 450만 원 이상이 10.5%, 150~350
만 원이 58.1%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충남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Kim HJ 2011)의 가구당 월수입 

400만 원 이상 11.5%, 100~300만 원 59.7%와 더 유사한 것으

로 조사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특성은 대도시의 성격이 

아닌 아직 지방시군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버지의 학력에 대한 조사결과도 본 세종특별자치시의 경

우는 고등학교가 62.8%, 대학교가 22.4%이었으며, 서울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Chin KH 2013)에서는 고등학교

가 28.0%, 대학교가 55.9%, 충남소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Bae JE 2012)에서는 고등학교 55.6%, 대학교가 37%로

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아직 서울 등 대도시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보다는 지방시군의 특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은 점차 시로서의 특성을 나

타나는 쪽으로 발전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지방시군과 더 

유사한 사회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3. Satisfaction level of school meal service                                                        N(%)

Variable Item Boys
(n=223)

Girls
(n=188)

Total
(n=411)

Satisfaction 
level for school 

meal service

Very unsatisfied 3( 1.3) 0( 0.0) 3( 0.7)

χ2=3.859
NS1)

Unsatisfied 6( 2.7) 4( 2.1) 10( 2.4)
Normal 46(20.6) 48(25.5) 94(22.9)

Satisfied 106(47.5) 86(45.7) 192(46.7)
Very satisfied 62(27.8) 50(26.6) 112(27.3)

Days/week of 
satisfaction for 

school food 
service

1 day 10( 4.5) 4( 2.1) 14( 3.4)

χ2=9.982
*

2 days 37(16.6) 42(22.3) 79(19.2)
3 days 64(28.7) 67(35.6) 131(31.9)
4 days 66(29.6) 35(18.6) 101(24.6)

5 days 46(20.6) 40(21.3) 86(20.9)

The most 
unsatisfactory 

aspect

Taste of food 16( 7.2) 23(12.2) 39( 9.5)

χ2=14.346
*

Menu 73(32.7) 76(40.4) 149(36.3)
Time and place of taking a meal 40(17.9) 14( 7.4) 54(13.1)
Temperature and food 9( 4.0) 8( 4.3) 17( 4.1)
Hygienic environment 12( 5.4) 14( 7.4) 26( 6.3)

Logic circle is kind 73(32.7) 53(28.2) 126(30.7)
1) Not significance
*p<.05

Table 2의 남녀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 

어머니의 연령비율이 51세 이상이 10.8%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51세 이상인 여학생 어머니의 비율은 약 3.7%에 그쳐 

남학생의 어머니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방 시군구 가정의 남아를 선호하는 양상이 일부 간접

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여학생의 어머니의 

경우는 가사주부의 비율과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어

머니인 비율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할머니가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비율이 여학생에 비

하여 약 2배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남녀 학생의 어머니

의 직업을 보면 가사주부인 비율은 비슷하지만, 직업을 가지

고 있는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 어머니의 연령대가 젊기 때

문에 여학생의 어머니가 전문직을 가지는 비율이 훨씬 높아, 
아침을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급식 만족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학교의 학교급식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급식 만족도는 Table 3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 

411명 중 학교 급식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 또는 ‘불만족’으
로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 9명(4.0%), 여학생 4명(2.1%)으로 

총 13명에 불과하며, ‘만족’하는 학생은 남학생 106명(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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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86명(45.7%)으로 총 192명(46.7%)이었고, ‘매우 만족’
하는 학생은 남학생 62명(27.8%), 여학생 50명(26.6%)으로 총 

112명(27.3%)으로 나타나, 비교적 급식 만족도가 높은 것(74.0%)
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선행연구(Cho SU 2010)에서 학교급식

에 대한 급식 만족도가 ‘보통’ 47.0%, ‘만족’ 21.7%, ‘불만족’ 
14.7%, ‘매우 불만족’ 11.3%, ‘매우 만족’ 5.3% 순으로, 보통

까지를 만족으로 포함하여 74.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급식 만족일수는 일주일에 1일 만족한다

는 응답이 남학생 10명(4.5%), 여학생 4명(2.1%)으로 총 14명
(3.4%), 일주일에 2일 만족하는 학생은 남학생 37명(16.6%), 
여학생 42명(22.3%)으로 총 79명(19.2%), 3일 만족하는 응답

은 남학생 64명(28.7%), 여학생 67명(35.6%)으로 총 131명
(31.9%), 4일 만족하는 응답은 남학생 66명(29.6%), 여학생 35
명(18.6%)으로 총 101명(24.6%), 5일 이상 만족하는 응답은 

남학생 46명(20.6%), 여학생 40명(21.3%)으로 총 86명(20.9%)
으로 조사되어, 3일 이상 만족하는 학생의 비중이 77.4%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연구자에 따라 다른 조

사결과를 보여, Park YK(2006)은 급식만족일수가 주 1~2회가 

52.2%, Yong HY(2002)는 1~2회가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본 조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Table 4. Satisfaction level of school meal service

Factor Variable Boys
(n=223)

Girls
(n=188)

Total
(n=411) t value p value

Satisfaction of school meal  4.10±0.881) 3.97±0.83 4.03±0.85 1.531 0.127

Menu

The taste of food 4.23±0.84 3.94±0.80 4.09±0.82 3.563 <0.001
Freshness of ingredients 4.26±0.70 4.10±0.69 4.18±0.67 2.324 0.021

The nutritional balance of the food 4.35±0.65 4.14±0.75 4.25±0.70 3.041 0.003
Proper temperature of food 4.26±0.71 4.15±0.73 4.21±0.72 1.545 0.123
The amount of food 4.07±0.92 3.86±0.94 3.97±0.93 2.283 0.023
The diversity if the menu 4.09±0.92 3.87±0.90 3.98±0.91 2.439 0.015
Provide preferred menu 4.01±0.88 3.80±0.82 3.91±0.85 2.486 0.013
Servings of dessert 3.71±1.05 3.55±1.02 3.63±1.04 1.559 0.120

Hygienic 
environment

Food hygiene 4.34±0.75 4.17±0.75 4.26±0.75 2.289 0.023
Spoon, tray, cup hygiene 4.27±0.77 4.08±0.81 4.28±0.79 2.434 0.015
Table hygiene 4.13±0.93 3.89±0.92 4.01±0.93 2.619 0.009
Restaurant interior 4.10±0.83 3.99±0.84 4.06±0.84 1.331 0.184
Restaurant inside the cooling, heating 4.17±0.88 4.01±0.83 4.09±0.86 1.884 0.060

Service

Employees of the dress 4.37±0.82 4.35±0.70 4.36±0.76 0.263 0.793

Kind of employees 4.07±1.16 4.09±1.00 0.48±1.03 －0.185 0.853
Promptness of food distribution 4.15±0.95 4.09±0.85 4.12±0.90 0.669 0.504
Complaints of students 3.93±1.08 3.94±0.91 3.94±1.00 －0.100 0.920
Nutrition education or information 4.21±0.98 4.16±0.76 4.185±0.87 0.570 0.569

1) Mean±S.D.

학교급식에 있어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음식 메뉴’라
고 응답한 학생이 남학생 73명(32.7%), 여학생 76명(40.4%)으
로 총 149명(36.3%)으로 조사되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조리원의 친절도 등 기타’(30.7%)가 남학생 73명(32.7%), 여
학생 53명(28.2%)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식사

시간 및 장소’(13.1%), ‘음식의 맛’(9.5%), ‘위생’(6.3%), ‘음식 

온도’(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선행

연구(Jung WJ 2008)에서 학교급식에서 불만스러운 부분이 

‘식단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본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급식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으며, 급식 만족일수와 불만족스러운 점은 성

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급식 만족일수는 

남자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식에 있어 불만족스

러운 점으로 여학생은 ‘음식의 맛’이나 ‘메뉴’를 선택한 비율

이 비교적 높았으며, 남학생은 ‘식사시간 및 장소’, ‘조리원의 

친절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조사대상자의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및 항목

별 급식 만족도 점수는 Table 4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학교급

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조사를 위하여, ‘매우 불만족’은 

1점, ‘보통’은 3점, ‘매우 만족’은 5점으로 산정하여 만족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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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계산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급식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3점대 후반에서 4점대를 

보여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로, 음식

의 맛, 식재료 신선도, 음식의 영양적 균형, 음식의 양, 메뉴의 

다양성, 선호메뉴 제공, 식품의 위생관리, 수저, 식판, 컵, 위
생, 테이블 위생 등의 항목에서 남학생의 급식만족도가 더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5). 

Table 5. Dietary habits of subjects                                                                     N(%)

Variable Item Boys
(n=223)

Girls
(n=188)

Total
(n=411)

Do you have a 
meal regularly

Very regular 66( 29.6) 41( 21.8) 107( 26.0)

χ2=4.801
NS1)

Slightly regular 96( 43.0) 88( 46.8) 184( 44.8)
Slightly irregular 50( 22.4) 53( 28.2) 103( 25.1)
Very irregular 11(  4.9) 6(  3.2) 17(  4.1)

One day the meal 
which goes 

without a meal

Breakfast 188( 84.3) 129( 68.6) 317( 77.1)
χ2=14.310

***Lunch 8(  3.6) 12(  6.4) 20(  4.9)

Dinner 27( 12.1) 47( 25.0) 74( 18.0)

Reason of 
skipping meal

No appetite 108( 48.4) 69( 36.7) 177( 43.1)

χ2=13.587
*

Not enough time 90( 40.4) 79( 42.0) 169( 41.1)
Weight control 6(  2.7) 19( 10.1) 25(  6.1)
Not a food which like 11(  4.9) 11(  5.9) 22(  5.4)
Digestion did not 4(  1.8) 6(  3.2) 10(  2.4)

Not prepared breakfast 4(  1.8) 4(  2.1) 8(  1.9)

Meal rate

5 minutes below 10 minutes 56( 25.1) 29( 15.4) 85( 20.7)

χ2=9.267
*

10 minutes below 20 minutes 130( 58.3) 111( 59.0) 241( 58.6)
20 minutes below 30 minutes 35( 15.7) 43( 22.9) 78( 19.0)
Above 30 minutes 2(  0.9) 5(  2.7) 7(  1.7)

Food season

Very salty 10(  4.5) 1(  0.5) 11(  2.7)

χ2=7.511
NS

Salty 60( 26.9) 51( 27.1) 111( 27.0)
Normal 142( 63.7) 121( 64.4) 263( 64.0)
Not salty 10(  4.5) 14(  7.4) 24(  5.8)
Very not salty 1(  0.4) 1(  0.5) 2(  0.5)

Food intake
Overeat 24( 10.8) 21( 11.2) 45( 10.9)

χ2=.180
NSEat in moderation 189( 84.8) 157( 83.5) 346( 84.2)

Eat little 10(  4.5) 10(  5.3) 20(  4.9)

The side dish left 
frequently

Meats 4(  1.8) 3(  1.6) 7(  1.7)

χ2=3.563
NS

Fried dish 14(  6.3) 17(  9.0) 31(  7.5)
Herb and season 153( 68.6) 123( 65.4) 276( 67.2)
Fishes 45( 20.2) 43( 22.9) 88( 21.4)
Fruits 7(  3.1) 2(  1.1) 9(  2.2)

Total 223(100.0) 188(100.0) 411(100.0)
1) Not significance
*p<.05, ***p<.001

3. 식습관

1) 전반적인 식습관
세종특별자치시 일부 중학교 조사대상 학생이 가지고 있

는 전반적인 식습관은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일상식사

의 규칙적인 섭취 여부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매우 규칙적’
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 66명(29.6%), 여학생 41명(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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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총 107명(26.0%)으로 조사되었고, ‘비교적 규칙적’이라

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 96명(43.0%), 여학생 88명(46.8%)으
로 총 184명(44.8%)으로 나타나, 전체 조사대상군의 70% 이
상이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비교

적 불규칙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 50명(22.4%), 여학

생 53명(28.2%)으로 총 103명(25.1%)이었고, ‘매우 불규칙’하
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 11명(4.9%), 여학생 6명(3.2%)으로 

매우 적은 분포를 보였다.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아
침식사’가 남학생 188명(84.3%), 여학생 129명(68.6%), 총 317
명(77.1%)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남학생 

27명(12.1%), 여학생 47명(25.0%)인 ‘저녁식사’(전체 18.0%), 
남학생 8명(3.6%), 여학생 12명(6.4%)인 ‘점심식사’(전체 4.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Son DM 2010)
의 아침 결식률이 70.1%라고 응답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식사를 거르는 이유로는 ‘입맛이 없어서’가 남학생 108명

(48.4%), 여학생 69명(36.7%)으로 총 177명(43.1%)이었고, ‘시
간이 없어서’가 남학생 90명(40.4%), 여학생 79명(42.0%), 총 

169명으로 41.1%를 차지하였다. ‘다이어트(체중조절)’ 때문

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 6명(2.7%), 여학생 19명(10.1%)
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고, 이를 위

해서 일부러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서’라는 응답의 비율은 남학생은 11명(4.9%), 여
학생은 11명(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소 식사 속도는 

‘10~20분 사이’를 소요한다는 응답이 남학생은 130명(58.3%), 
여학생은 111명(59.0%)으로 총 과반 이상(58.6%)으로 나타났

고, ‘5~10분 사이’(20.7%)도 남학생 56명(25.1%), 여학생 29명
(15.4%)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20~30분 사이’는 남학

생 35명(15.7%), 여학생 43명(22.9%)으로 전제적으로 19.0%
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Seo MH(2009)가 보고한 

10~15분의 식사시간 비율 50.3%, 5~10분의 식사시간 비율 

27.1%와 유사하였다. 음식의 간은 ‘보통’으로 먹는 학생이 남

학생 142명(63.7%), 여학생 121명(64.4%), 총 263명(64.0%)으
로 가장 높았으며, 싱겁게 먹는 학생보다는 짜게 먹는 학생

(매우 짜다: 27.0%, 짜다: 2.7%)이 비교적 많았다. 식사량을 묻

는 설문에 대해서는 ‘적당히’ 먹는 학생이 남학생 189명(84.8%), 
여학생 157명(83.5%), 총 84.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과식을 하는 학생은 남학생 24명(10.8%), 여학생 21명(11.2%), 
총 45명(10.9%), 소식을 하는 학생은 남학생 10명(4.5%), 여학

생 10명(5.3%), 총 20명(4.9%)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항목을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불규칙

한 식사, 식사를 안 하는 이유, 식사 속도의 항목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주로 불규칙한 식사는 남녀 모두 아침식사

의 경우가 많았지만, 남학생이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높

았고, 여학생은 저녁을 안 먹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식사

를 거르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는 남자는 ‘입맛이 없어서 

안 한다’는 의견이 여자에 비해 많이 나왔으며, 여자는 ‘다이

어트를 위해 안 한다’는 학생이 10% 이상으로 남학생보다 높

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또한 식사 속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5~10분 안에 식사를 마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아, 여학생보다 

비교적 빨리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로 

남기는 반찬으로는 ‘나물류 및 무침류’(67.2%)가 남학생 153
명(68.6%), 여학생 123명(65.4%)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여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고기류’(1.7%) 
및 ‘과일류’(2.2%)는 비교적 학생들이 잘 남기지 않는 반찬으

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을 제외하고 남자는 다른 

반찬, 채소 및 감자류를 가장 많이 남긴다고 한 Kim YJ(2000)
의 보고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육류 및 

생선류, 다른 반찬을 더 많이 남긴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

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2) 아침 식습관
세종특별자치시 일부 중학교 조사대상 학생이 가지고 있

는 아침 식습관은 Table 6과 같다. 아침에 주로 먹는 것은 ‘밥, 
국, 반찬’이 남학생 147명(65.9%), 여학생 124명(66.0%)으로 

총 271명,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리얼 등 간편식

(12.9%), 빵과 우유(10.2%) 등을 섭취하는 조사대상자의 비율

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유 또는 두유만 섭취

한다’는 4.6%, ‘과일 및 주스’는 4.1%, ‘우유, 선식’ 2.2% 순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Park KM(2009)이 보고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침식사 형태로 한식을 먹

는다고 대답한 학생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아침을 거른 후 배고플 때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설문에는 ‘물이나 우유를 마신다’는 학생이 남

학생 80명(35.9%), 여학생 66명(35.1%), 총 146명(35.5%)으로 

가장 높았으며, ‘점심시간까지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참는다’
는 학생이 남학생 57명(25.6%), 여학생 67명(35.6%), 총 124명
(30.2%), ‘군것질을 한다’는 학생이 남학생 76명(34.1%), 여학

생 67명(35.6%), 총 122명(29.7%)으로 조사되었다. Son DM 
(2010)의 연구에서도 아침 결식을 하였을 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참는다’는 응답이 50.3%로 조사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하였다. 
아침 결식 횟수는 주 1회가 남학생 65명(29.1%), 여학생 70

명(37.2%), 총 135명(32.8%)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 2회가 남

학생 53명(23.8%), 여학생 33명(17.6%), 총 86명(20.9%), 주 3
회가 남학생 42명(18.8%), 여학생 20명(10.6%) 총 62명(15.1%), 
주 4회가 남학생 15명(6.7%), 여학생 18명(9.6%), 총 33명(8.0%), 
주 5회 이상이 남학생 48명(21.5%), 여학생이 47명(25.0%),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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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ating habits of subjects for breakfast                                                          N(%)

Variable Item Boys
(n=223)

Girls
(n=188)

Total
(n=411)

Breakfast type

Rice and soup 147( 65.9) 124( 66.0) 271( 65.9)

χ2=4.010
NS1)

Bread and milk 25( 11.2) 17(  9.0) 42( 10.2)
Milk or powder cereal 4(  1.8) 5(  2.7) 9(  2.2)
Fruit and juice 12(  5.4) 5(  2.7) 17(  4.1)
Cereals or convenience food 27( 12.1) 26( 13.8) 53( 12.9)
Milk or soy 8(  3.6) 11(  5.9) 19(  4.6)

Behavior after 
going without 

a meal

Drink the water or the milk 80( 35.9) 66( 35.1) 146( 35.5)

χ2=6.646
NS

Eat between meals on his way to school 76( 34.1) 46( 24.5) 122( 29.7)
Wait for lunch time without eating anything 57( 25.6) 67( 35.6) 124( 30.2)
Et cetera 10(  4.5) 9(  4.8) 19(  4.6)

Frequency of 
skipping 

breakfast in a 
week

1 time 65( 29.1) 70( 37.2) 135( 32.8)

χ2=10.018
*

2 times 53( 23.8) 33( 17.6) 86( 20.9)

3 times 42( 18.8) 20( 10.6) 62( 15.1)
4 times 15(  6.7) 18(  9.6) 33(  8.0)
More than 5 times 48( 21.5) 47( 25.0) 95( 23.1)

Behavior after 
going without 

a meal

Can't concentrate in class 55( 24.7) 56( 29.8) 111( 27.0)

χ2=2.355
NS

Don't want to move because of exhaustion 79( 35.4) 69( 36.7) 148( 36.0)
Feel hungry and dizzy 47( 21.1) 31( 16.5) 78( 19.0)

Have a snack and overeat 42( 18.8) 32( 17.0) 74( 18.0)

The person 
breakfast 
together

Alone 87( 39.0) 57( 30.3) 144( 35.0)

χ2=7.436
NS

Sibling 28( 12.6) 36( 19.1) 64( 15.6)
Father 11(  4.9) 10(  5.3) 21(  5.1)
Mother 17(  7.6) 16(  8.5) 33(  8.0)
Family together 73( 32.7) 67( 35.6) 140( 34.1)

Grandmother or grandfather 7(  3.1) 2(  1.1) 9(  2.2)
Total 223(100.0) 188(100.0) 411(100.0)

1) Not significance
*p<.05

95명(23.1%)으로 조사되었다. 아침식사 결식시의 오전 신체

상태에 관한 설문에 대해서는 ‘기운이 없어 움직이기 싫다’
는 응답이 남학생 79명(35.4%), 여학생 69명(36.7%), 총 148명
(36.0%)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수업에 집중하기 어

렵다’가 남학생 55명(24.7%), 여학생 56명(29.8%), 총 111명
(27.0%), ‘배가 고프고 어지럽다’(19.0%), ‘간식과 다음 식사

를 많이 먹게 된다’(18.0%)의 순으로 나타났다. Son DM(2010)
도 아침을 결식하였을 경우,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응답한 비율이 38.8%인 것으로 보고하여 본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아침식사를 할 경우, 혼자 먹

는 학생이 남학생 87명(39.0%), 여학생 57명(30.0%), 총 144명
(35.0%)로 가장 높았으나, 온 가족이 함께 먹는 학생도 34.1%

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반면, 형제들끼리만 먹는 학생은 

15.6%, 어머니와 먹는 학생은 8.0%, 아버지와 먹는 학생은 

5.1%,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먹는 학생의 비율은 2.2%로 

조사되었다. 각 항목의 성별에 의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아
침 결식횟수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녀 모두 주 

1회가 가장 많았지만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비교적 높

았으며, 주 2~3회는 남학생이, 주 4~5회는 여학생이 비율이 

높았다. 

3) 간식 식습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간식 식습관을 Table 7에 나타내

었다. 조사대상자의 자주 먹는 간식으로는 ‘과자, 음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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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24.3%), ‘햄버거 또는 피자’ 
(21.4%), ‘빵 류’(14.8%), ‘분식’(9.2%), ‘과일’(0.7%) 순으로 조

사되었다. Song YM(2007)은 학생들이 가장 즐겨 먹는 간식이 

과자류, 사탕, 초콜릿 류가 28.8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였으며, 간식 시 즐겨 마시는 음료는 탄산음료(33.07%)
라고 보고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31.4%가 과자와 음료수, 22.9%가 인스턴트 식품, 21.1%
가 햄버거 또는 피자, 14.3%가 빵 류, 9.0%가 분식, 1.3%가 

과일을 간식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과자와 음료수 27.1%, 인스턴트 간식 26.1%, 햄버거 

또는 피자 21.8%, 빵 류 15.4%, 분식 9.6%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식을 섭취하는 시간은 ‘점심 식사 전’(37.5%), ‘저녁 식사 

후’(31.1%), ‘저녁 식사 전’(26.5%)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잠
자기 전’(3.9%), ‘아침 식사 전’(1.0%)에 먹는 학생의 비율은 

비교적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Cho EA 2010)에서 

고등학생은 오전(등교 길/급식 전), 하교 후(오후)에 주로 간식

을 섭취한다는 결과와 유사하며, 중고등학생의 일반적인 간

식 섭취 시간에 관한 식습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간식 섭취 때문에 식사 거르는 횟수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

Table 7. Eating habits of subjects for snack                                                            N(%)

Variable Item Boys
(n=223)

Girls
(n=188)

Total
(n=411)

What kind of 
snacks do you 

eat often

Hamburger or  Pizza 47( 21.1) 41( 21.8) 88( 21.4)

χ2=3.732
NS1)

Instant and fast food 51( 22.9) 49( 26.1) 100( 24.3)
Food made from flour 20(  9.0) 18(  9.6) 38(  9.2)
Snack, drink 70( 31.4) 51( 27.1) 121( 29.4)
Bread 32( 14.3) 29( 15.4) 61( 14.8)
Fruit 3(  1.3) 0(  0.0) 3(  0.7)

When do you eat 
snacks

Before breakfast 3(  1.3) 1(  0.5) 4(  1.0)

χ2=8.576
NS

Before lunch 93( 41.7) 61( 32.4) 154( 37.5)
Before dinner 47( 21.1) 62( 33.0) 109( 26.5)
After dinner 71( 31.8) 57( 30.3) 128( 31.1)
Before a sleep 9(  4.0) 7(  3.7) 16(  3.9)

Do you skip 
meal due to 

eating the snack 
a lot

Almost everyday 5(  2.2) 7(  3.7) 12(  2.9)

χ2=2.899
NS

3~4 times a weeks 16(  7.2) 12(  6.4) 28(  6.8)
1~2 times a weeks 56( 25.1) 36( 19.1) 92( 22.4)
Almost not 146( 65.5) 133( 70.7) 279( 67.9)

What is the 
number of eating 

the snack

Almost everyday 36( 16.1) 29( 15.4) 65( 15.8)

χ2=1.095
NS

3~4 times a weeks 71( 31.8) 56( 29.8) 127( 30.9)
1~2 times a weeks 99( 44.4) 92( 48.9) 191( 46.5)

Almost not 17(  7.6) 11(  5.9) 28(  6.8)
Total 223(100.0) 188(100.0) 411(100.0)

1) Not significance

는 ‘거의 없음’(67.9%)이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1~2일’ 
(22.4%), ‘일주일에 3~4일’(6.8%), ‘거의 매일’(2.9%)의 순으로 

나타나, 간식 때문에 식사를 거르는 학생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Cho EA(2010)가 보고한 

간식 섭취 때문에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응답

이 49.3%, ‘일주일에 1~2일 거른다’는 응답은 31.3%, ‘거의 매

일 거른다’는 응답은 11.3%, ‘일주일에 3~4일 거른다’는 8.0%
로, 본 연구결과의 간식 섭취로 인해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간식 섭취 횟수로는 ‘일주일에 1~2일’ 정도 먹는 학생이 46.5%
로 과반에 가까웠으며, ‘일주일에 3~4일’은 30.9%, ‘거의 매

일’은 15.8%, 먹지 않는 학생은 6.8%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

른 간식 섭취빈도는 남학생의 경우는 주당 1~2일이 44.4%, 
주당 3~4일이 31.8%, 거의 매일이 16.1%, 거의 안함이 7.6%
로 조사되었고, 여학생은 주당 1~2일이 48.9%, 주당 3~4일이 

29.8%, 거의 매일이 15.4%, 거의 안함이 5.9% 순으로 성별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패스트푸드 및 유제품에 관한 식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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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패스트푸드 및 유제품 섭취에 관한 식습관

은 Table 8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패스트푸드 섭취횟수는 ‘일
주일에 1~2일’ 섭취하는 학생이 72.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섭취하지 않는다’는 학생은 12.9%, ‘일주일에 

3~4일’ 섭취하는 학생은 12.2%, ‘거의 매일’ 섭취하는 학생도 

2.2%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학생들이 주로 섭취하

는 패스트푸드는 ‘라면’(57.7%)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후라이드 치킨’(24.3%), ‘햄버거’(8.3%), ‘피자’(5.1%), 
‘샌드위치’(4.6%)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

사(Cho 등 2005)에서는 평균적으로 치킨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 햄버거, 라면, 피자, 만두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Park 
MH(2008)의 연구에서도 치킨이 가장 간식 선호도를 보였고, 
피자, 햄버거, 감자튀김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군의 유제품 섭취빈도는 ‘거의 매일 섭취한다’ 
(45.3%)는 응답이 과반에 가깝게 조사되었으며, ‘일주일에 

3~4일’(24.3%), ‘일주일에 1~2일’(21.4%), ‘먹지 않는다’(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Kim HJ 2009)의 연구에서 

주 7회 이상, 즉 거의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40.89%로 조사되

었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유제품 섭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

에 따른 패스트푸드와 유제품의 섭취정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패스트푸드 이용횟수와 유제품 섭취빈도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의 섭취빈도가 여학생보다 비교

적 높았다. 

Table 8. Eating habits of subjects for fastfood and dairy products                                         N(%)

Variable Item Boys
(n=223)

Girls
(n=188)

Total
(n=411)

Do you often eat 
fast food

Almost everyday 8(  3.6) 1(  0.5) 9(  2.2)

χ2=16.958
***

3~4 times a weeks 34( 15.2) 16(  8.5) 50( 12.2)
1~2 times a weeks 163( 73.1) 136( 72.3) 299( 72.7)

Almost not 18(  8.1) 35( 18.6) 53( 12.9)

What kind of fast 
food do you eat 

often

Hamburger 23( 10.3) 11(  5.9) 34(  8.3)

χ2=8.405
NS1)

Fried chicken 57( 25.6) 43( 22.9) 100( 24.3)
Pizza 6(  2.7) 15(  8.0) 21(  5.1)
Sandwich 10(  4.5) 9(  4.8) 19(  4.6)
Ramen 127( 57.0) 110( 58.5) 237( 57.7)

Do you often take 
dairy products such 
as milk and yogurt

Almost everyday 113( 50.7) 73( 38.8) 186( 45.3)

χ2=17.383
***

3~4 times a weeks 61( 27.4) 39( 20.7) 100( 24.3)
1~2 times a weeks 37( 16.6) 51( 27.1) 88( 21.4)
Almost not 12(  5.4) 25( 13.3) 37(  9.0)

Total 223(100.0) 188(100.0) 411(100.0)
1) Not significance
***p<.00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 만족도와 아침식사 여부 조사, 간식 섭취빈도 조사를 통

해 중학생의 바람직한 식행동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는 중학생으로 전체 411명 중 남학생 223명

(54.3%), 여학생 188명(45.7%)이었고, 남학생의 비율이 조금 

더 많았다. 평균 신장과 몸무게는 남학생 166.5±8.5 cm, 56.9± 
12.2 kg, 여학생 159.9±5.8 cm, 51.3±8.3 kg으로 나타났다. 체
질량지수는 남학생 20.4, 여학생 20.0이었으며, 남녀 학생 모

두 저체중과 정상체중이 많고, 과체중 및 비만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 수는 4~5명이 모두 가장 많았고, 아버지, 어머니의 

연령은 41~50세라는 응답이 남녀 학생 모두 가장 많았다. 어
머니의 직업으로는 전업주부가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직

업은 남학생의 경우는 기타가 77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의 경우는 전문직이 57명(30.3%)으로 가장 많았다. 가
족의 월평균 소득은 250~350만 원이 가장 많아, 남학생 69명
(30.9%), 여학생 65명(34.6%)의 비율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집에서 식

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머니로 응답한 비율이 남녀 학생 모

두 가장 많았다.
3. 조사대상자의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일부 중학교의 학교



나정아․이제혁․김명희 한국식품영양학회지380

급식 만족도는 조사대상 총 411명 중 ‘매우 불만족’하거나 ‘불
만족’하는 학생은 13명에 불과하며, ‘만족’하는 학생은 192명
(46.7%), ‘매우 만족’하는 학생은 112명(27.3%)로 나타나, 비
교적 급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식의 불

만족스러운 점은 ‘음식 메뉴’로 응답한 수가 149명(36.3%)으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조리원의 친절도 등 기타’(30.7%)
가 높게 나타났다. 급식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으며, 급식을 만족한 날의 수와 불만족스러운 점은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급식을 만족한 날의 수는 남학

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급식의 불만족스러운 점으로 

여학생은 음식의 맛이나 메뉴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

았으며, 남학생은 식사시간 및 장소, 조리원의 친절도라는 응

답이 비교적 많았다. 
4.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항목별 급식 만족도 

점수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3점대 후반에서 4점대의 높

은 만족도를 보였다. 음식의 맛, 식재료 신선도, 음식의 영양

적 균형, 음식의 양, 메뉴의 다양성, 선호메뉴 제공, 식품의 

위생관리, 수저, 식판, 컵, 위생, 테이블 위생의 항목에서 모두 

남학생의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5. 조사대상자의 규칙적인 식사 여부는 ‘매우 규칙적’라고 

응답한 학생이 26.0%, ‘비교적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4.8%로 나타나, 조사대상군의 70% 이상이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때는 ‘아
침식사’의 경우가 7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식사를 거

르는 이유는 ‘입맛이 없어서’(43.1%)와 ‘시간이 없어서’(41.1%)
가 대부분이었다. 식사 속도는 ‘10~20분 사이’가 과반 이상

(58.6%)으로 나타났으며, 음식의 간은 ‘보통’으로 먹는 학생

이 263명(64.0%)으로 가장 높았으며, 싱겁게 먹는 학생보다

는 짜게 먹는 학생(매우 짜다: 27.0%, 짜다: 2.7%)이 비교적 

많았다. 식사량은 ‘적당히 먹는’ 학생이 8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조사항목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주로 불

규칙한 식사, 식사를 안 하는 이유, 식사 속도의 항목에서 남

녀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로 불규칙한 식사는 남녀 모

두 아침식사가 많았지만, 남학생이 아침을 거르는 비율이 높

았고, 여학생은 저녁을 거르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식사를 

거르는 이유는 남자는 ‘입맛이 없어서 안 한다’는 의견이 여

자에 비해 많이 나왔으며, 여자는 ‘다이어트를 위해 안 한다’
는 학생이 10% 이상으로 남학생보다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

다. 식사 속도는 남자가 5~10분 만에 끝내는 학생이 비교적 

많아, 여자보다 비교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6. 아침에 주로 섭취하는 식사 형태는 ‘밥, 국, 반찬’이 65.9%

로 가장 많았으며, 시리얼 등 간편식(12.9%), 빵과 우유(10.2%) 
등이 비교적 많았다. 아침을 거른 후 배고플 때는 ‘물이나 우

유를 마신다’는 학생이 35.5%로 가장 많았고, 아침 결식 횟수

는 주 1회가 32.8%로 가장 많았으며, 아침 식사 걸러 불편한 

점은 ‘기운이 없어 움직이기 싫다’는 의견이 36.0%로 가장 많

았다. 아침식사를 ‘혼자’ 먹는 학생이 35.0%로 가장 많았으

며, ‘온 가족이 함께’ 먹는 학생도 34.1%로 비슷한 비율을 보

였다. 
7. 조사대상 중학생이 자주 섭취하는 간식으로는 ‘과자, 음

료수’(29.4%),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24.3%), ‘햄버거 또는 

피자’(21.4%), ‘빵류’(14.8%), ‘분식’(9.2%), ‘과일’(0.7%) 순으

로 조사되었다. 간식 섭취시간은 ‘점심 식사 전’(37.5%), ‘저
녁 식사 후’(31.1%), ‘저녁 식사 전’(26.5%) 등의 순으로 조사

되었으며, 간식 때문에 식사 거르는 빈도는 ‘거의 없음’(67.9%)
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간식 때문에 식사를 거르는 학생은 많

이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식 섭취횟수는 ‘일주일에 1~2
일’ 정도 먹는 학생이 46.5%로 과반에 가까웠으며, ‘일주일에 

3~4일’은 30.9%로 나타났다.  
8. 패스트푸드 섭취빈도는 ‘일주일에 1~2일’ 섭취하는 학

생이 72.7%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주로 먹는 패

스트푸드로는 ‘라면’(57.7%)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

으로 ‘후라이드 치킨’(24.3%), ‘햄버거’(8.3%), ‘피자’(5.1%), ‘샌
드위치’(4.6%) 순으로 조사되었다. 유제품의 섭취빈도는 ‘거
의 매일 섭취한다’(45.3%)는 비율이 과반에 가깝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로 남기는 반찬은 ‘나물류 및 무침류’(67.2%)가 

매우 높은 비중을 보여,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반찬인 것으

로 판단되었으며, ‘고기류’(1.7%) 및 ‘과일류’(2.2%)는 비교적 

학생들이 잘 남기지 않는 반찬으로 조사되었다. 
9. 아침 결식 빈도와 간식 빈도에 따라 급식만족도에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한 결과, p값이 모두 0.05보다 크게 나타나, 아침 결식 

빈도와 간식 빈도에 따라서 급식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아침 결식에 따른 간식 섭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간식 섭취 시기, 자주 먹는 간

식, 간식 횟수 모두 아침 결식 횟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주 5회 이상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은 ‘점심식사 전’에 간식을 섭취하는 학생이 53.7%로 높

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 1회 이하인 

경우는 ‘점식식사 전’에 간식을 섭취하는 학생이 23.7%의 낮

은 비율을 보여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간식 횟

수’가 거의 매일인 학생의 비율이 ‘주 5회’ 결식하는 학생군

에서 오히려 가장 낮게, ‘주 3회’ 결식하는 학생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 5회 이상’ 결식하는 학생은 결식

이 적응되어 배고픔을 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되

며, 아침 결식 여부가 불규칙한 학생이 ‘간식 횟수’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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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학생의 아침 결식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아침식사의 중요성과 결식으로 인한 해로

움을 교육 및 홍보하여 아침식사를 장려하고, 올바른 식습관

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재차 인지하여 학생들에게 영양적이면서도 기호도도 높은 

메뉴의 개발을 통해 균형 있는 영양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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