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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frequency of eating out among adolescents seems to be connected to

a high rate of skipping breakfast and be interrelated to various nutritional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dietary habits of breakfast and eating out

and investigate their relationships in male adolescents.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a cross-sectional survey. Dietary habits and eating out

status were surveyed among 510 male students at a high school in Incheon and

compared according to their breakfast skipping and breakfast type.

Results: The percentages of subjects in the breakfast skipping group and breakfast

group were 41.0% and 59.0%, respectively, and the breakfast group comprised a

Korean meal group (74%) and a convenience meal group (26%). In the breakfast skipping

group, the percentage of subjects buying and eating snacks due to hunger was 39.7%.

Reasons for eating breakfast among subjects who ate breakfast were because parents

prepared breakfast (41.9%) and out of habit (31.5%) in the Korean meal group, in

contrast to because parents prepared breakfast (36.7%) and due to hunger (29.1%) in

the convenience meal group (P < 0.001). Breakfast preparer was mother (91.4%) in the

Korean meal group, in contrast to mother (67.1%) and self (20.3%) in the convenience

meal group (P < 0.001). A high proportion of the breakfast group woke up at 07~07:30

or 06:30-07, whereas a high proportion of the breakfast skipping group woke up at

07~07:30 or after 07:30,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breakfast

skipping (P < 0.001). A high proportion of the breakfast group spent 10,000 won

(32.5%) a week eating out while a high proportion of the breakfast skipping group

spent 20,000 won or more (28.2%),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P < 0.01). 

Conclusions: About 40%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skipped breakfast and consumed

snacks as a solution after breakfast skipping. The students who skipped breakfast spent

more money on eating out. These results show that breakfast status may be related to

eating out. Therefore, practical education on food choice and meal preparation along

with regular breakfast instruction is needed in male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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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로 영

양소 요구량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양질의 식사를 통해

적절한 영양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1]. 학동기부터 청소년

기까지 성장하면서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기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

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은 입시경쟁으로 바쁜 일과와 시간 부족으로 인해 식

사를 거르거나 식사보다 군것질을 자주 하거나 올바르지 못

한 식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고, 올바른 식사태도를 갖지 못

할 경우 식생활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2]. 

올바른 식사의 기본 중 하나는 규칙적인 식사패턴을 유지

하는 것이다. 특히 규칙적인 아침식사는 균형 잡힌 생활을 위

한 올바른 식습관의 필수요소이며, 하루를 활력 있게 보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전날 저녁부터 아침까지 오랜 시간 공복상

태에 있던 몸에 열량 및 영양소를 공급해줌으로써 정상 혈당

을 유지시켜주고 급성장기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건강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3]. 청소년기 아침식사는 영양균

형 및 학습 수행 능력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임에

도 불구하고 바쁜 생활로 인해 규칙적인 아침식사 습관의 중

요성이 점차 소홀해지고 있다[4].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

면 한국인의 아침 결식률은 2001년 15.5%에서 2017년

25.8%로 증가하였다[5]. 2005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청

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6]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은 2015년 27.3%에서 2018

년에는 32.5%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령별로도 청

소년기에 해당하는 12~18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32.5%

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도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학생 비율은 중학생이 5.5%, 고등학생이 13.8%로 고

등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고,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시

간이 없어서(58.3%)와 입맛이 없어서(23.5%)라는 응답

이 높았다[7]. 이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아침식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등교시간, 학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

간에 쫓겨 결식률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

급한 실정이다. 

규칙적이고 적절한 아침식사를 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패

스트푸드와 같은 에너지가 높은 음식의 섭취 및 외식의 빈도

가 높아지고 가정에서 식사하는 빈도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는 보고가 있다[8].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과중

한 학업으로 집보다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공

부하면서 집에서 여유 있게 식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패스트푸드를 자주 섭취하고 있

다[9]. 청소년의 외식실태 조사에서 이들의 외식 빈도는 주

1∼2회가 62.7%로 가장 많았고, 주 3∼4회는 6.9%, 주 5

회 이상인 경우는 3.5%로 대다수 청소년들이 주 1회 이상

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특히 중·고등학

생들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외식에 있어 영양보다 맛, 가

격, 편리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열량 및 지방, 나트륨이 과

다하게 함유되어 있는 외식 메뉴를 선택함으로써 고열량·

고지방·고염식이면서 비타민과 무기질은 부족한 영양 불균

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11]. 

잦은 외식으로 입맛에 맞는 식품을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형성된 식습관은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외식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보

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

나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외식 실태에 관한 연구는 조사대상

자의 신장과 체중, 체질량지수에 따른 식행동, 간식섭취, 스

트레스에 따른 외식행동, 외식양상과 아침식단에 대한 기호

도와 같이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12-14]. 청소

년들의 잦은 외식은 높은 아침 결식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영양문제들은 상호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아

침식사와 외식 실태를 동시에 파악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살

펴보는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한편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5]에서 하

루 1회 이상 외식하는 비율은 남자가 41.0%로 여자 23.8%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의 식행동이나 식습관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15-18]되

고 있기 때문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하거나 성별을 고려

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성장기 영양관리가 매우 중요한 청소년

들의 높은 아침결식과 잦은 외식문제를 파악하고 이러한 영

양문제의 관련성을 우선 남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하

였다. 이에 인천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을 대상으

로 아침식사 현황, 아침식사 관련 생활 요인과 식습관, 외식

현황을 조사하고 아침 결식상태와 아침식사 유형에 따라 식

습관 및 외식 상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

년들의 바람직한 아침식사 및 외식 지도와 더 나아가 올바른

식생활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 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인천지역 부평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

고등학교의 전교생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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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31일까지 총 18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38부의 설문지 중 답변이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한 510

부(분석율 95%)를 통계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승인번호:KNU_IRB_2018_17)

의 승인을 받아 부모와 학생 동의서를 받은 후 절차에 맞게

진행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19-21]를 참고하

여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작성한 후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여 최종 개발하였다.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연구

자가 조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

의서를 받은 후 학생들이 설문지에 직접 기재한 다음 설문지

를 회수하였다. 설문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아침식

사 관련 생활 요인, 아침식사 현황, 아침식사 관련 식습관, 외

식 상태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일반사항은 학생의 학년, 신

장, 몸무게, 그리고 가정에서 학생의 식생활관리자 역할을 하

는 어머니의 직업, 어머니 나이, 가족구성원 수의 총 6문항

으로 구성하였으며, 아침식사 관련 생활 요인은 취침 시각,

기상 시각, 하루 수면 시간, 집에서 학교까지 등교 소요 시간

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아침식사 현황은 일주일 중 아침

식사 섭취빈도, 아침식사를 하는 이유, 아침식사 유형, 아침

결식 이유, 아침결식 후 배고플 때 어떻게 하는지와 힘든 점

의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아침식사 관련 식습관은 아

침식사 전 배고픔 정도, 아침식사 입맛, 아침식사 양, 아침식

사 동반자, 아침식사 준비자, 아침식사 만족도, 아침식사 개

선 점의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외식 상태에 대하여 알아

보기 위하여 일주일 중 외식 일수, 일주일 용돈, 일주일 용돈

중 외식 사용 비용, 외식 주된 이유, 외식 선택 시 고려사항,

외식 시 주로 이용하는 곳, 외식 섭취 장소의 총 7문항을 구

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침식사 횟수에 따라 매일, 주 5회

이상, 주 3∼4회 응답자는 ‘비결식군’으로, 주 1∼2회 및 안

먹는다는 응답자를 ‘결식군’으로 분류하였으며, 비결식군만

아침식사 현황에 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비결식군’은 아침식

사 유형에 따라  밥/국/반찬 응답자를 ‘한식군’으로, 그밖에

빵/떡류, 시리얼/우유, 과일류, 미숫가루/선식 응답자를 ‘간

편식군’으로 분류하였다.

3. 통계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모든 자료의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0(IBM Corporation,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아침식사 현황, 아침식

사 관련 생활 요인과 식습관, 외식 상태를 파악하고 아침 결

식과 아침식사 유형에 따른 외식 실태 차이를 통해 이들 간

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χ2-test,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성 검정은

P < 0.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학년은 1학년 165명(32.4%), 2학년 174명(34.1%), 3학

년 171명(33.5%)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신장은 170~

175 cm 203명(39.8%), 175~180 cm 119명(23.3%),

180 cm 이상 85명(16.7%) 순이었으며, 체중은 60 kg 미

만 148명(29.0%), 60~65 kg 111명(21.8%), 65~70

kg 64명(12.5%) 순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학생은

375명(73.5%)이었으며, 어머니 연령은 49세 이하 397명

(77.8%), 50세 이상 113명(22.2%) 순이었고, 가족원 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Classification
Frequency 

(n)

Percentage 

(%)

Grade 1st 165 32.4

2nd 174 34.1

3rd 171 33.5

Height (cm) < 165 32 6.3

165 ~ < 170 71 13.9

170 ~ < 175 203 39.8

175 ~ < 180 119 23.3

 180 85 16.7

Weight (kg) < 60 148 29.0

60 ~ < 65 111 21.8

65 ~ < 70 64 12.5

70 ~ < 75 60 11.8

75 ~ < 80 47 9.2

80 ~ < 85 31 6.1

85 ~ < 90 16 3.1

 90 33 6.5

Mother’s job Yes 375 73.5

None 135 26.5

Mother’s age 

(years)

 49 397 77.8

 50 113 22.2

Number of 

family 

members 

 3 85 16.7

4~5 403 79.0

 6 22 4.3

Breakfast type Korean meal 222 43.5

Convenience meal 79 15.5

Skipping meal 209 41.0

Total 510 100.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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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5명 403명(79.0%), 3명 이하 85명(16.7%) 순이

었다. 아침식사 형태는 한식 222명(43.5%), 간편식 79명

(15.5%), 결식 209명(41.0%)으로 나타났다. 

2. 아침결식 상태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209명의 아침결식 상태를 분석한 결

과는 Fig. 1과 같다. 아침결식 이유(A)는 습관적으로가 82

명(39.2%)으로 가장 높았으며 잠을 더 자기 위해서 74명

(35.4%), 입맛이 없어서 48명(23.0%) 순이었다. 아침 결

식 후 배고플 때 해결방법(B)은 간식을 사 먹는다는 학생이

83명(39.7%), 점심까지 기다린다가 64명(30.6%), 배고

프지 않다가 38명(18.2%) 순으로 나타났다. 아침결식 후

힘든 점(C)은 없다가 115명(55.0%)으로 가장 높았으며,

군것질을 많이 하게 된다 38명(18.2%), 배가 고프고 어지

럽다 22명(10.5%), 기운이 없어서 움직이기 싫다 18명

(8.6%) 순이었다. 

3. 아침식사 관련 식습관

아침식사를 하는 301명에 있어 아침식사 유형에 따라 식

습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아침식사 이유는 한

식군의 경우 부모님이 챙겨 주셔서(41.9%)와 습관적으로

(31.5%)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간편식군의 경우 부모님이

챙겨 주셔서(36.7%)와 배가 고파서(29.1%)라는 응답이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아침식사 전 배

고픔 인식은 보통이다가 217명(72.1%)으로 가장 높고 전

혀 배고프지 않다 53명(17.6%), 많이 배고프다 31명

(10.3%) 순이었으며, 아침식사 입맛은 보통이다 203명

(67.4%), 매우 좋다 49명(16.3%), 좋지 않다 49명

(16.3%) 순이었고, 아침식사 양은 적당히 먹는다 200명

(66.4%), 적게 먹는다 96명(31.9%) 순으로 모두 식사유

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침식사를 함

께 하는 사람은 혼자라는 응답이 147명(48.8%)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가족구성원 모두 56명(18.6%), 아버지 또는

어머니 53명(17.6%), 형제 또는 자매 45명(15.0%) 순이

었으며, 아침식사 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아

침식사 준비자는 한식군의 경우 어머니(91.4%)가 월등히

높은 반면, 간편식군의 경우에는 어머니(67.1%)와 스스로

(20.3%)라는 응답을 보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아침식사 만족도는 만족한다 171명(56.8%), 보

통이다 124명(41.2%) 순이었으며, 아침식사에 개선사항

은 없다 177명(58.8%), 소화 잘 되는 음식 준비 35명

(11.6%), 맛있는 음식과 기상시간이 각각 30명(10.0%)으

로 나타났으며, 모두 식사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4. 아침식사의 결식 유무와 식사유형별 생활습관

아침식사의 결식 유무와 식사유형별 생활습관을 분석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취침 시각은 새벽 12시~1시가 213

명(41.8%), 새벽 1시 이후 184명(36.1%), 밤 11시~12

시 94명(18.4%) 순이었으며, 아침식사의 결식 유무 및 유

Fig. 1. Status of breakfast skipping among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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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reakfast-related eating habits according to breakfast type of the subjects

Variable Classification

Breakfast type
χ²

 (P)
Korean food

 (n=222)

Convenience food

 (n=79)

Total

 (n=301)

Reason for having 

breakfast

For improving health and learning 26 (11.7) 8 (10.1) 34 (11.3) 21.362

(< 0.001)1)Habitually 70 (31.5) 15 (19.0) 85 (28.2)

Hungry 33 (14.9) 23 (29.1) 56 (18.6)

Because parents prepare it 93 (41.9) 29 (36.7) 122 (40.5)

Other 0 (90.0) 4 (95.1) 4 (91.3)

Perception of hunger 

before having 

breakfast

Very hungry 21 (99.5) 10 (12.7) 31 (10.3) 94.255

(< 0.119)1)Moderate 167 (75.2) 50 (63.3) 217 (72.1)

Not hungry at all 34 (15.3) 19 (24.1) 53 (17.6)

Appetite in breakfast Very good 38 (17.1) 11 (13.9) 49 (16.3) 92.304

(< 0.316)1)Moderate 152 (68.5) 51 (64.6) 203 (67.4)

Not good 32 (14.4) 17 (21.5) 49 (16.3)

Amount of breakfast Eat much 2 (90.9) 3 (93.8) 5 (91.7) 95.273

(< 0.062)1)Eat moderately 154 (69.4) 46 (58.2) 200 (66.4)

Eat little or almost none 66 (29.7) 30 (34.0) 96 (31.9)

Persons who have 

breakfast together

All family members 41 (18.5) 15 (19.0) 56 (18.6) 96.115

(< 0.106)1)Father or mother 46 (20.7) 7 (98.9) 53 (17.6)

Brothers and sisters 33 (14.9) 12 (15.2) 45 (15.0)

Alone 102 (45.9) 45 (57.0) 147 (48.8)

Who prepares 

breakfast

Mother 203 (91.4) 53 (67.1) 256 (85.0) 32.697

(< 0.001)1)Father 6 (92.7) 6 (97.6) 12 (94.0)

Myself 6 (92.7) 16 (20.3) 22 (97.3)

Grandmother and grandfather 7 (93.2) 4 (95.1) 11 (93.7)

Breakfast satisfaction Satisfied 132 (59.5) 39 (49.4) 171 (56.8) 93.621

(< 0.131)1)Moderate 87 (39.2) 37 (46.8) 124 (41.2)

Dissatisfied 3 (91.4) 3 (93.8) 6 (92.0)

Things to improve in 

breakfast

Delicious food 19 (98.6) 11 (13.9) 30 (10.0) 98.126

(< 0.087)1)Meal time 18 (98.1) 11 (13.9) 29 (99.6)

Preparing digestible food 29 (13.1) 6 (97.6) 35 (11.6)

Time to get up 19 (98.6) 11 (13.9) 30 (10.0)

None 137 (61.7) 40 (50.6) 177 (58.8)

n (%), P values determined by χ²-test, 1) Fisher’s exact test.

Table 3. Lifestyle according to breakfast skipping and type among the subjects

Variable Classification

Breakfast skipping

χ²

 (P)

Breakfast type

χ²

 (P)
Skipping

 (n=209)

Eating

 (n=301)

Total

 (n=510)

Korean 

food

 (n=222)

Convenience 

food  

(n=79)

Total

 (n=301)

Time to go 

to bed

< 11pm 11 (85.3) 8 (82.7) 19 (83.7) 84.923

 (< 0.177)1)
6 (82.7) 2 (82.5) 8 (82.7) 6.210

 (0.102)1)11pm ~ < 12am 32 (15.3) 62 (20.6) 94 (18.4) 40 (18.0) 22 (27.8) 62 (20.6)

12am ~ < 1am 85 (40.7) 128 (42.5) 213 (41.8) 92 (41.4) 36 (45.6) 128 (42.5)

 1am 81 (38.8) 103 (34.2) 184 (36.1) 84 (37.8) 19 (24.1) 103 (34.2)

Time to get 

up

< 6am 4 (81.9) 6 (82.0) 10 (82.0) 20.580

 (< 0.001)1)
4 (81.8) 2 (82.5) 6 (82.0) 5.723

 (0.221)1)6am ~ < 6:30am 14 (86.7) 40 (13.3) 54 (10.6) 34 (15.3) 6 (87.6) 40 (13.3)

6:30am ~ < 7am 44 (21.1) 74 (24.6) 118 (23.1) 55 (24.8) 19 (24.1) 74 (24.6)

7am ~ < 7:30am 101 (48.3) 154 (51.2) 255 (50.0) 113 (50.9) 41 (51.9) 154 (51.2)

 7:30am 46 (22.0) 27 (89.0) 73 (14.3) 16 (87.2) 11 (13.9) 27 (89.0)

Sleeping 

hours

3 ~ < 4 7 (83.3) 13 (84.3) 20 (83.9) 88.379

 (< 0.137)1)
9 (84.1) 4 (85.1) 13 (84.3) 7.934

 (0.160)1)4 ~ < 5 38 (18.2) 33 (11.0) 71 (13.9) 26 (11.7) 7 (88.9) 33 (11.0)

5 ~ < 6 53 (25.4) 100 (33.2) 153 (30.0) 82 (36.9) 18 (22.8) 100 (33.2)

6 ~ < 7 80 (38.3) 111 (36.9) 191 (37.5) 77 (34.7) 34 (43.0) 111 (36.9)

7 ~ < 8 26 (12.4) 40 (13.3) 66 (12.9) 26 (11.7) 14 (17.7) 40 (13.3)

 8 5 (82.4) 4 (81.3) 9 (81.8) 2 (80.9) 2 (82.5) 4 (81.3)

Time for 

going to 

school

< 30 minutes 128 (61.2) 170 (56.5) 298 (58.4) 81.155

 (< 0.557)1)
128 (57.7) 42 (53.2) 170 (56.5) 2.621

(0.326)1)30 minutes ~ < 1 hour 78 (37.3) 126 (41.9) 204 (40.0) 89 (40.1) 37 (46.8) 126 (41.9)

 1 hour 3 (81.4) 5 (81.7) 8 (81.6) 5 (82.3) 0 (80.0) 5 (81.7)

n (%), P values determined by χ²-test, 1) Fisher’s exact tes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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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ating out habits according to breakfast skipping and type among the subjects

Variable Classification

Breakfast skipping
χ²

 (P)

Breakfast type
χ²

 (P)
Skipping

 (n=209)

Eating

 (n=301)

Total

 (n=510)

Korean food

 (n=222)

Convenience 

food  (n=79)

Total

 (n=301)

Number of 

days of 

eating out 

a week

None 35 (916.7) 55 (918.3) 90 (917.6) 90.882

 (0.927)

45 (920.3) 10 (912.7) 55 (918.3) 7.924

 (0.094)1 ~ 2 118 (956.5) 175 (958.1) 293 (957.5) 133 (959.9) 42 (953.2) 175 (958.1)

3 ~ 4 36 (917.2) 47 (915.6) 83 (916.3) 28 (912.6) 19 (924.1) 47 (915.6)

5 ~ 6 15 (997.2) 17 (995.6) 32 (996.3) 11 (995.0) 6 (997.6) 17 (995.6)

Every day 5 (992.4) 7 (992.3) 12 (992.4) 5 (992.3) 2 (992.5) 7 (992.3)

Total 209 (100.0) 301 (100.0) 510 (100.0) 222 (100.0) 79 (100.0) 301 (100.0)

Weekly 

allowance 

(Won)

None 28 (916.1) 40 (916.3) 68 (916.2) 98.238

 (0.083)

29 (916.4) 11 (915.9) 40 (916.3) 5.890

 (0.208)< 10,000 10 (995.7) 24 (999.8) 34 (998.1) 19 (910.7) 5 (997.2) 24 (999.8)

10,000 ~ 20,000 47 (927.0) 81 (932.9) 128 (930.5) 61 (934.5) 20 (929.0) 81 (932.9)

20,000 ~ 30,000 31 (917.8) 47 (919.1) 78 (918.6) 36 (920.3) 11 (915.9) 47 (919.1)

 30,000 58 (933.3) 54 (922.0) 112 (926.7) 32 (918.1) 22 (931.9) 54 (922.0)

Total 174 (100.0) 246 (100.0) 420 (100.0) 177 (100.0) 69 (100.0) 246 (100.0)

Expenses used 

for eating 

out a week 

(Won)

None 26 (914.9) 43 (917.5) 69 (916.4) 17.324

 (0.002)

35 (919.8) 8 (911.6) 43 (917.5) 6.313

 (0.177)5,000 23 (913.2) 48 (919.5) 71 (916.9) 36 (920.3) 12 (917.4) 48 (919.5)

10,000 39 (922.4) 80 (932.5) 119 (928.3) 55 (31.1) 25 (936.2) 80 (932.5)

15,000 37 (921.3) 39 (915.9) 76 (918.1) 30 (916.9) 9 (913.0) 39 (915.9)

 20,000 49 (928.2) 36 (914.6) 85 (920.2) 21 (911.9) 15 (921.7) 36 (914.6)

Total 174 (100.0) 246 (100.0) 420 (100.0) 177 (100.0) 69 (100.0) 246 (100.0)

Reason for 

eating out

Habitually 12 (996.9) 14 (995.7) 26 (996.2) 93.172

 (0.673)

9 (995.1) 5 (997.2) 14 (995.7) 1.381

 (0.926)For nutrition 7 (994.0) 9 (993.7) 16 (993.8) 6 (993.4) 3 (994.3) 9 (993.7)

For hunger 91 (952.3) 139 (956.5) 230 (954.8) 100 (956.5) 39 (956.5) 139 (956.5)

To relieve stress 11 (996.3) 13 (995.3) 24 (995.7) 10 (995.6) 3 (994.3) 13 (995.3)

Because friends eat 25 (914.4) 24 (999.8) 49 (911.7) 19 (910.7) 5 (997.2) 24 (999.8)

Other 28 (916.1) 47 (919.1) 75 (917.9) 33 (918.6) 14 (920.3) 47 (919.1)

Total 174 (100.0) 246 (100.0) 420 (100.0) 177 (100.0) 69 (100.0) 246 (100.0)

Considering 

factors when 

choosing to 

eat out

Convenience of food intake 13 (997.5) 13 (995.3) 26 (996.2) 93.142

 (0.678)

11 (996.2) 2 (992.9) 13 (995.3) 2.466

 (0.782)Taste of food 68 (939.1) 96 (939.0) 164 (939.0) 66 (937.3) 30 (943.5) 96 (939.0)

Easy accessibility to purchase 24 (913.8) 28 (911.4) 52 (912.4) 20 (911.3) 8 (911.6) 28 (911.4)

Favorite menu 53 (930.5) 85 (934.6) 138 (932.9) 64 (936.2) 21 (930.4) 85 (34.6)

Shortening time of consumption 6 (993.4) 5 (992.0) 11 (992.6) 3 (991.7) 2 (992.9) 5 (992.0)

Other 10 (995.7) 19 (997.7) 29 (996.9) 13 (997.3) 6 (998.7) 19 (997.7)

Total 174 (100.0) 246 (100.0) 420 (100.0) 177 (100.0) 69 (100.0) 246 (100.0)

Place to use 

when eating 

out

Chinese restaurant 12 (996.9) 8 (993.3) 20 (994.8) 13.844

 (0.086)

5 (992.8) 3 (994.3) 8 (993.3) 6.441

(0.598)Fast-food restaurant 46 (926.4) 60 (924.4) 106 (925.2) 43 (924.3) 17 (924.6) 60 (924.4)

Snack bar 27 (915.5) 30 (912.2) 57 (913.6) 23 (913.0) 7 (910.1) 30 (912.2)

Convenience store 35 (920.1) 58 (923.6) 93 (922.1) 40 (922.6) 18 (926.1) 58 (923.6)

Cafeteria 15 (998.6) 28 (911.4) 43 (910.2) 19 (910.7) 9 (913.0) 28 (911.4)

Street carts 3 (991.7) 3 (991.2) 6 (991.4) 3 (991.7) 0 (990.0) 3 (991.2)

Western style restaurant 4 (992.3) 20 (998.1) 24 (995.7) 17 (999.6) 3 (994.3) 20 (998.1)

Korean restaurant 24 (913.8) 23 (999.3) 47 (911.2) 18 (910.2) 5 (997.2) 23 (999.3)

Japanese restaurant 8 (994.6) 16 (996.5) 24 (995.7) 9 (995.1) 7 (910.1) 16 (996.5)

Total 174 (100.0) 246 (100.0) 420 (100.0) 177 (100.0) 69 (100.0) 246 (100.0)

Time of eating 

out

Between breakfast and lunch 18 (910.3) 24 (999.8) 42 (910.0) 95.976

 (0.113)

15 (998.5) 9 (913.0) 27 (999.8) 2.631

 (0.452)Between lunch and dinner 93 (953.4) 159 (964.6) 252 (960.0) 119 (967.2) 40 (958.0) 159 (964.6)

After dinner 47 (927.0) 47 (919.1) 94 (922.4) 31 (917.5) 16 (923.2) 47 (919.1)

Other 16 (999.2) 16 (996.5) 32 (997.6) 12 (996.8) 4 (995.8) 16 (996.5)

Total 174 (100.0) 246 (100.0) 420 (100.0) 177 (100.0) 69 (100.0) 246 (100.0)

Persons who 

eats out with

Family 47 (927.0) 72 (929.3) 119 (928.3) 90.293

 (0.864)

52 (929.4) 20 (929.0) 72 (929.3) 0.635

 (0.728)Friend 107 (961.5) 148 (960.2) 255 (960.7) 108 (961.0) 40 (958.0) 148 (960.2)

Alone 20 (911.5) 26 (910.6) 46 (911.0) 17 (999.6) 9 (913.0) 26 (910.6)

Total 174 (100.0) 246 (100.0) 420 (100.0) 177 (100.0) 69 (100.0) 246 (100.0)

n (%), P values determined by χ²-te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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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기상 시각은 비결식군의

경우 오전 7시~7시 30분(51.2%)이나 오전 6시 30분~7

시(24.6%)에 기상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결식군은 오전 7

시~7시 30분(48.3%)이나 오전 7시 30분 이후(22.0%)

에 기상하는 비율이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하루 수면 시간은 6~7시간이 191명(37.5%),

5~6시간 153명(30.0%), 4~5시간 71명(13.9%) 순이었

으며, 등교 시 소요시간은 30분 미만이 298명(58.4%), 30

분~1시간이 204명(40.0%) 순으로 모두 아침식사의 결식

유무나 식사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5. 아침식사의 결식 유무와 식사유형별 외식 상태

아침식사 결식 유무와 식사유형별 외식 상태는 Table 4

와 같다. 일주일 중 외식 일수는 1~2일이 293명(57.5%)

으로 가장 높고, 하지 않음 90명(17.6%), 3~4일 83명

(16.3%) 순이었으며, 아침식사 결식 유무나 식사유형에 따

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외식을 하는 420명을 대상으

로 일주일 용돈을 분석한 결과 10,000~20,000원 128명

(30.5%), 30,000원 이상 112명(26.7%), 20,000~

30,000원 78명(18.6%)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침식사 결

식 유무나 식사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일주

일 용돈 중 외식에 사용하는 비용은 비결식군의 경우 10,000

원(32.5%), 5,000원(19.5%) 순으로 높은 반면, 결식군의

경우 20,000원 이상(28.2%), 10,000원(22.4%) 순으로

높아 아침식사 결식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외식의 주된 이유는 배고파서 230명(54.8%), 친

구가 먹으니까 49명(11.7%), 습관적으로 26명(6.2%) 순

이었고, 외식 선택 시 고려사항은 음식의 맛 164명(39.0%),

좋아하는 메뉴 138명(32.9%), 쉽게 구입 가능한 접근성

52명(12.4%)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아침식사 결식 유무

및 식사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외식 시 주

로 이용하는 곳은 패스트푸드점 106명(25.2%), 편의점 93

명(22.1%), 분식집 57명(13.6%) 순이었고, 외식 시간은

점심과 저녁사이 252명(60.0%), 저녁식사 후 94명

(22.4%), 아침과 점심 사이 42명(10.0%) 순이었으며, 외

식을 함께 하는 사람은 친구(60.7%), 가족(28.3%) 순으로

모두 아침식사 결식 유무 및 식사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다. 

—————————————————————————

고 찰
—————————————————————————

본 연구에서는 영양관리의 중요성이 큰 급성장기에 있는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상태를 파악한 후 아침

결식상태와 아침식사 유형에 따라 이들의 식습관 및 외식 상

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 조사 고등학생의 41.0%

가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침결식 후 해

결방법으로 간식을 사먹고, 결식군은 비결식군 보다 더 많은

용돈을 외식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아침 결식률은 2001

년 15.5%, 2010년 21.8%, 2017년 2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본 연구대상자가 속한 12~18세의

아침 결식률은 2017년 35.4%로 20~29세의 52.0% 다음

으로 높았다[5].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도 고등학생의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은 2015년 27.3%, 2016년

27.8%, 2017년 30.5%, 2018년에는 32.5%로 점차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연령별로도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2~18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32.5%로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본 연구에서 남자 고등학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41.0%로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된 결과보다 높았

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남학생이고 거주지역이 인

천의 도시권이며,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73.5%로

높았다는 요인 등과 관련되어 다소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결식하는 이유는 습관적으로가 82명

(39.2%)으로 가장 높아 특별한 이유 없이도 습관적으로 아

침결식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규칙

적인 식사 습관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아침식

사를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아침 결식 후 배고플 때 해결방법으로 간식을 사 먹

는다는 학생이 39.7%로 가장 높았으며, 아침결식 후 힘든

점은 군것질을 많이 하게 된다가 18.2%로 높게 나타났다.

Jo & Kim[22]은 중·고생 청소년들이 외식을 하는 이유로

끼니해결이 52.6%로 가장 높았다고 보고함으로써 청소년

들의 아침식사 결식은 외식습관과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 

본 연구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대상자는 59.0%였다. 이들

을 한식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한식군(73.8%)과 빵, 떡, 시

리얼, 과일류 등으로 간단하게 하는 간편식군(26.2%)으로

분류하여 아침식사 관련 식습관을 비교하였다. 아침식사를

하는 이유는 한식군의 경우 부모님이 챙겨주셔서 또는 습관

적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간편식군의 경우

에는 부모님이 챙겨주셔서 또는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는 비

율이 높았다. 또한 아침식사 준비자는 한식군의 경우 어머니

(91.4%)가 월등히 높은 반면, 간편식군의 경우에는 어머니

(67.1%)와 스스로(20.3%)라는 응답을 보여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청소년의 아침식사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람

은 부모님이라는 보고[23]가 있지만, 청소년들은 등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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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유가 없고 부모들은 출근과 아침식사 준비로 바쁘기 때

문에 아침식사를 온전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간단한 식사로

대체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 동반 아침식사에

따른 아동의 식사 다양성을 평가한 Yeon & Bae[24]는 남

학생의 아침 결식률이 가족 동반 아침식사군 7.6%, 혼자 아

침식사군 10.3%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아동들의 결식률

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가족식사는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한

다는 의미처럼 단순히 식사를 함께 하는 행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에 필요한 식품의 구입 및 저장, 음식의 준

비, 상차리기, 먹기, 뒷정리 등을 함께 하면서 많은 식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단순히 자녀에게 식

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특히, 부

모는 자녀가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많

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학령기 아동과 어머니의

아침결식 상관관계를 연구한 Lee 등[25]의 연구에서 밥,

국, 반찬으로 구성된 한식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아동이 기타

종류로 아침식사를 하는 아동보다 결식빈도가 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여부에 따른 쌀 음식 섭취 형태를 분

석한 Choi 등[26]의 연구에서 쌀은 콜레스테롤 저하 및 비

만과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소화

가 잘 되기 때문에 시간 없을 때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간단

한 아침식사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의 규칙적이고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온전한 아침식사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들의 아침식사에 대한 요구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청

소년 맞춤식 아침 메뉴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아침식사의 결식 유무와 식사유형에 따른 생

활습관을 분석했을 때 취침 시각, 수면 시간, 등교 소요시간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기상 시각은 비결식군이 결식군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의

규칙적 아침식사를 위한 수면 관련 요인을 분석한 Cho &

Hwong[27]은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늦게 일어나는 경우보

다 규칙적인 아침식사의 교차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9

시 등교정책이 아침식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Kim &

Kim[8]의 연구에서 9시 등교정책 전에는 남학생의 38.7%

가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답하였으나 9시 등교정책 후에

는 44.6%로 증가하였다. 또한 아침결식 이유는 9시 등교정

책 전에 아침식사 시간 부족이 50.5%로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등교시간이 촉박하지 않

을 경우 아침식사를 보다 여유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

석할 수 있으며, 아침식사를 실천하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

어나는 생활습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지역 초

등학생의 아침 결식과 식사관련 요인에 대한 Chung 등[28]

의 연구에서 7~8시에 기상하는 학생이 A학교 80.1%, B학

교 67.2%였으며, 11시 이전 취침하는 학생이 A학교

51.5%, B학교 24.6%로 A학교가 B학교에 비해 기상시간

과 취침시간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주일 5회 이상

아침 결식한 아동은 B학교가 86.2%로 A학교 74.7%보다

높게 나타나 학생들의 아침 결식은 수면습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아침 기상 시각은 취침 시각이나 수면 시

간과 연계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침식사와 수면 관련 요인을

보다 종합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외식 경향을 분석한 Jo & Kim[22]의 연구에서

일주일 단위 외식 빈도는 주 1~2회가 62.7%로 가장 높았

고, 3~4회 6.9%, 5회 이상 3.5%로 나타나서 본 연구와 유

사하였다. 본 연구의 남자 고등학생들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외식하는 비율은 82.4% 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아침식

사 결식 유무와 식사유형에 따른 외식상태를 살펴보았다. 중

학생의 식품 구매행동 실태를 조사한 Oh 등[29]의 연구에

서 한 달 용돈은 1~3만원이 47.0%로 가장 많았으며, 용돈

중 식품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30%로 가장 높아서

배고픔이나 갈증 해소를 목적으로 하교 후 집 근처 가게를 주

로 이용하여 과자류와 빙과류를 구매하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결식군의 용돈은 비결식군과 유의한 차이

가 없었지만 결식군이 더 많은 용돈을 외식에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에 따른 대학생의 식습관 및 외식형태

를 분석한 Jin 등[30]의 연구에서 외식 목적은 친구·동료

와 어울리기 위해서가 36.8%로 가장 높았으며 단순한 끼니

해결이 28.5%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남자 고등학

생들이 외식을 하는 주된 이유는 배고파서가 230명(54.8%)

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들은 사

회생활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목적으로 외식을

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청소년들은 결식이나 정규식사가 충

분하지 못하면 배가 고파서 외식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울산지역 중학생의 식습관 및 간식섭취 실태를 조사

한 Jo & Kim[10]은 간식식품 종류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

한 결과 1일 간식비용이 많아질수록 라면, 아이스크림, 초콜

릿, 탄산음료, 감자튀김, 햄버거, 커피 등의 섭취가 증가하였

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식 시 주로 이용하는 곳은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분식집 순으로 높은 결과를 보여 결

식으로 인해 정규식사를 하지 못하면 부족한 식사를 간식이

나 외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며, 또한 외식비용이 충분치 못한

청소년들은 영양적이지 못한 식품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에 부

적절한 외식으로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고 열량이 높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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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섭취가 이루어진다면 체중 증가 및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

므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외식 지도는 물론 이들의

결식을 줄이고 정규식사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의한 횡단연구로써 남자 고등학생의

아침식사와 외식 상태를 평가하고 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를 전국적으로 표집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

에서 임의 선정하였으며, 조사 항목이 설문조사에 의해 주관

적으로 평가되었고 도출한 관련성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남자 고등학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고 아침식사 결식 후 해결방법으로 간식을 사먹

고, 결식 학생이 더 많은 용돈을 외식에 사용한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남자 고등학생들

의 식사지도와 향후 보다 많은 대상자를 포함한 체계적인 종

단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인천에 남자 고등학생 510명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현황, 아침식사 관련 생활 요인과 식습관, 외식 상

태를 조사하고 아침 결식상태와 아침식사 유형에 따라 식습

관 및 외식 상태를 비교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아침

식사 및 외식 지도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식생활 교육의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는 1학년(32.4%), 2학년(34.1%), 3학년

(33.5%)이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신장은 170~175 cm가

39.8%로 가장 높았으며, 체중은 60 kg 미만이 29.0%로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비율이 73.5%

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침식사 상태는 한식군 43.5%, 결식

군 41.0%, 간편식군 15.5%로 나타났다.

2.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학생들의 경우 아침결식 이유는

습관적으로(39.2%)가, 아침결식 후 배고플 때 해결방법은

간식을 사 먹는다(39.7%)가, 아침결식 후 힘든 점은 없다

(55.0%)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3.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들에서 아침식사 이유는 한식군의

경우 부모님이 챙겨주셔서(41.9%)와 습관적으로(31.5%)

이라는 비율이 높은 반면, 간편식군의 경우 부모님이 챙겨주

셔서(36.7%)와 배가 고파서(29.1%)라는 응답이 높아 아

침식사 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아침식사를 준비해주는 분은 한식군의 경우 91.4%가 어머

니인 반면, 간편식군의 경우 어머니(67.1%)와 본인(20.3%)

이라는 응답이 높아 아침식사 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P < 0.001).

4. 아침식사의 결식 유무와 식사유형에 따른 생활습관을

분석했을 때 평균 취침 시각은 새벽 12시~1시가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상 시각은 오전 7시~7시 30분이

50.0%로 높았다. 특히 비결식군은 오전 7시~7시 30분이

나 오전 6시 30분~7시에 기상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결식

군은 오전 7시~7시 30분이나 오전 7시 30분 이후에 기상

하는 비율이 높아 결식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6~7시간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등교 시 소요시간은 30분 이하가 58.4%로

가장 높았다.

5. 아침식사 결식 유무와 식사유형에 따른 외식 상태를 분

석했을 때 일주일 중 외식 일수는 1~2일이 57.5%로 가장

높았으며, 일주일 용돈 중 외식에 사용하는 비용은 10,000

원(28.3%), 20,000원 이상(20.2%) 순으로 나타났다. 특

히 비결식군의 경우 일주일에 10,000원(32.5%)을 외식에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결식군의 경우 일주일에 20,000

원 이상(28.2%)을 외식에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아 비결식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외식의 주된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54.8%으로 가장 높았으며, 외식 선택 시 고

려사항은 음식의 맛(39.0%), 좋아하는 메뉴(32.9%), 쉽게

구입 가능한 접근성(12.4%) 순으로 나타났다. 외식 선택 시

주로 이용하는 곳은 패스트푸드점(25.2%), 편의점(22.1%),

분식집(1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식 시간은 점심과 저

녁 사이(60.0%), 저녁식사 후(22.4%) 이었고, 외식을 함

께 하는 사람은 친구(60.7%), 가족(28.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남자 고등학생의 41.0%가 아침

식사를 결식하며, 아침식사 결식 후 해결방법으로 간식을 사

먹고, 결식군은 비결식군보다 더 많은 용돈을 외식에 사용하

였다. 이와 같이 아침식사 결식은 외식과 관련성을 보임으로

써 하루의 식사가 이루어지는 가정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아

침식사를 실천하고, 학교에서는 영양 및 식사 지도에 외식이

나 식품구매에 대비한 올바른 식품선택 및 식사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강화하며, 학생들의 아침결식과 외식 문제

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마련과 지역사

회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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