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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아침식사는 전날 저녁식사 후 오랜 시간 공복으로부터 음

식을 통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으로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

지하게 하므로 성장기 아동들의 학교생활과 건강유지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김숙희 아침식사와 학습수행능력에 대( , 1999).

한 연구에서 아침을 거른 아동은 약 시간 동안 공복상태로18

있게 되고 이런 장기간의 공복은 대사에 영향을 주어 집중력

이 저하되고 학습능력 및 수행도가 감소하며 결식이 오랜 기,

간 지속되면 만성적인 영양불량을 초래하여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 특히 철분이 결핍되어 학습능력에 지대한 역효과를

주며 사회성 명랑함 및 흥미 등의 정서적 기분 변화에도 영, ,

향을 미친다고 한다복혜자 황혜선 이진실( , 2001; , , 1999;

아침식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Soemantri, 1989).

서 연구가 되어 오고 있으며 미국의 영양사회 협회에서는

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가지 건강한 식생활과9-15 10

활동에 대한 지침에서 하루의 일과를 아침식사로 시작하자라‘ ’

는 것을 첫 번째로 꼽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Nutrition

and Dietetics, 1998).

식습관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학습 과정을 통해 습득한

식생활 행동의 체계에 의해 의식적이기 보다 거의 자동적으

로 반복되는 것으로 인간이 후천적으로 형성해 온 생활양식

의 일종으로 어느 집단의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식생

활 내용을 의미한다김석조 식습관은 유아기나 아동기( , 2000).

에 형성되어 그 이후의 식습관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일단

형성된 식습관은 교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처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 하겠다.

아동기의 성장 발육은 왕성하며 심신의 발달이 정점에 도

달하는 시기이고 호르몬의 생산 등이 왕성해져서 체격이 커,

지고 체력이나 운동능력이 발달되어 급속한 신체발육이 진전

된다 이 시기에는 모든 영양소가 축적되고 발육 운동 격심. , ,

한 활동으로 열량소비량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활발한 신체

활동에 의해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보충해 줄 뿐 아니라 발육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과 여러 기능의 균형 있는 발달

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무기질과 비타민 등을 충분히 공급

하여야 한다변점희( , 2000; Nicklas, Bao, Webber & Berenson,

1993).

미국의 경우 세 아동의 세 아동의 정도가10 16%, 15 19%

아침을 거르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칼슘 마그네슘 리보플라, , ,

빈 인산염 철분 비타민 및 등의 무기질이 일일 권, , , A, B6 D

장량의 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체적인 열량 섭취와 단백질2/3 , ,

탄수화물의 섭취도 크게 부족한 심각한 영양불균형이 일어났

다고 보고하였다(Butcher-Powell, Bordi, Borja, Cranage &

Cole, 2003; Nicklas, O'Neil & Myers, 2004; Nicklas T. A.,

우리나라의 경우 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1995). 2001 ‘

조사 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는 사람이 평균 로 그 중’ 21.2% ,

대가 대가 였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의20 45.4%, 10 36.9% ,

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보건복지부43.0% (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아침 결식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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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김숙희 가 변점희 가 등으로 보(1999) 46.0%, (2000) 38.3%

고하고 있다.

초등학교 시기는 성장 발육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영

양소의 요구량이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바람직한 식

습관을 형성시켜 주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초등학생 중. ,

학생 고등학생의 아침식사의 규칙성을 조사한 연구김숙희, ( ,

에 따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실제 아침식사를 규칙적으1999)

로 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해 초등학교 시기에 미리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과 관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침결식에 관한 문헌을 살펴

보면 아침결식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문헌은 거의 없고 대부

분 식생활 전반에 관련된 논문에서 아침결식 실태를 간단하

게 언급하고 있고김소미 김이수 변점희( , 2001; , 1998; , 2000),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분석한 논문강영아 이( , 2000;

난숙 에서 비만아동이 아침 결식률이 높다는 것을 제안, 1997)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논문에서는 단순히 아침결식률이 높.

다고 보고했을 뿐 아동기의 결식률이 높게 된 요인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초등학생들의 최근 주일간의 아침결1

식횟수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아침을 거르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성들이 작용하는지 즉 아침결식과 관련된 인구 사회

학적인 특성을 밝혀내고 더 나아가 아침결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 습관 등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

는데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최근 주일간의 아침결식 실태를 파악한다1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침결식군과 비결식군의 차이를 검∙

정한다.

생활습관 및 식생활태도에 따른 아침결식군과 비결식군의∙

차이를 검정한다.

용어의 정의
아침결식•

결식이란 끼니를 거른다는 뜻이며이희승 특히 아침‘ ’ ( , 1981)

식사를 거르는 경우를 아침결식이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 ’ .

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아침을 먹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주당 아침결식 횟수가 많을수록 결식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침결식 실태와 관련요인

을 파악하여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나아가 국민건

강에 이바지 하고자 시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학년 아동 명을 대상으6 724

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관련 및.

비만관련 논문을 보면 대상자를 학년으로 하고 있는데 본5,6 ,

연구에서 초등학생 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설문지 내6

용 이해도가 높고 학년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부산, .

시내 개 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각 학교 학년 개 학반의12 6 2

아동을 대상으로 년 월 일에서 일 까지 일 동안2002 12 1 20 20

구조적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담임교사와 직접 면담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담임교사의 지도아래 곧바로 회수하였다 그.

중 부는 응답 내용이 부적합하여 제외시켰으며 최종 부5 724

회수율 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83%) .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아침결식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작성한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 일반

적 특성 생활습관 및 식생활태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생활습, .

관 중 식생활 관련 특성은 강영아 김현아 박현(2000), (2000),

옥 등의 식생활습관 및 태도를 조사한 도구를 기초로(2000)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간호학 교수 1

인 식습관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간호학 박사 인, 1 ,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보건교사 인의 전문가들로부터 타5 1

당도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년 월 동래구 개의 초, 2002 11 2

등학교 개 반 총 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3 120

총 개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본 도구는 일반적 특성 관련27 . 7

문항 생활습관 및 식생활태도와 관련된 명목 또는 서열척도,

문항 및 점 척도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고11 Likert 5 9 , Likert

척도로 구성된 문항은 매우 그렇다 점 그런 편이다9 “ ” 5 , “ ” 4

점 보통이다 점 그렇지 않다 점 거의 아니다 점으, “ ” 3 , “ ” 2 , “ ” 1

로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습관 및 태도

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정적인 습관과 관련관 문항은 분석 시,

역코딩하였다 또한 아침결식의 정도는 최근 일주일간 단 한.

번이라도 결식을 한 횟수부터 점수화하여 최저 점에서 최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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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부여하였다7 .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SPSSWIN 11.0

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아침결식 실태는 빈도 백분,∙

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침결식군과 비결식군의 차이는 χ∙
2

를 실시하였다-test .

생활습관 및 식생활태도에 따른 아침결식군과 비결식군의∙

차이는 χ2 와 를 실시하였다-test t-test .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학생 53.2%,

여학생 였으며 부모의 연령은 세가 가장 많았으46.8% , ‘40-49 ’

며 학력은 부모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어머니, ‘ ’ .

의 직업은 직업 없음이 였으며 가정의 한달 월수입은‘ ’ 46.4% ,

만원이 로 가장 많았고 핵가족이 였다‘101-200 ’ 40.3% , ‘ ’ 80.4%

표< 1>.

아침결식 실태
본 연구 대상 아동의 아침결식 실태는 조사 대상자 명중724

인 명이 주일에 적어도 일 이상 아침식사를 하지48.6% 352 1 1

않는 것으로 답하였으며 회 이상 결식하는 아동 즉 주일에, 3 1

반 이상 아침을 거르는 아동은 로 나타났다 표23.8% < 2>.

표 아침결식 실태< 2> (N=724)
결식여부 아침결식빈도 N (%)

비결식 회0 372(51.4)

결식 회1 118(16.3)

회2 60( 8.3)

회3 42( 5.8)

회4 39( 5.4)

회5 37( 5.1)

회6 33( 4.5)

회7 23( 3.2)

결식소계 352(48.6)

연구 대상 전체 아동의 평균결식 빈도 회주1.47 /※

결식 아동의 평균결식 빈도 회주3.02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침결식군과 비결식군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침결식군과 비결식군의 차이는 성별,

월수입 어머니의 학력 및 아버지의 학력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표< 3>.

성별의 경우 여아의 가 아침결식을 하는데 비해 남아53.1%

의 아침결식률은 로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아침결44.7%

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χ
2 월수입 만=4.8 p<.05). 300

원 미만의 집단에서는 비결식군이 결식군이 였50.9%, 49.1%

고 월수입 만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비결식군이 결, 300 56.7%,

식군이 로 월수입 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아침 결식43.3% 300

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았다(χ2 어머니의=3.9, p<.05).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N=724)
특 성 구 분 N %

성 별 남 385 53.2

여 339 46.8

가정형편 아주 넉넉하다 14 2.0

넉넉하다 134 18.6

보통이다 536 74.6

가난하다 34 4.7

아주 가난하다 1 0.1

가 족 수명( ) 2 13 1.8

3 71 9.9

4 443 61.4

5 153 21.2

6≥ 41 5.7

부모 연 령
<40

부 모 부 모
67 240 9.3 33.2

40-49 615 478 84.9 66.0

50≥ 42 6 5.8 0.8

부모 학 력
초졸

부 모 부 모
5 10 0.7 1.4

중졸 45 74 6.3 10.3

고졸 335 433 47.3 60.2

대졸 280 187 39.5 26.0

대학원졸 44 15 6.2 2.1

부모 직 업
무

부 모 부 모
8 333 1.1 46.4

전 문 직 143 65 20.1 9.1

사 무 직 139 43 19.6 6.0

생 산 직 66 61 9.3 8.5

노 무 직 34 11 4.8 1.5

자 영 업 249 123 35.1 17.1

기 타 71 82 10.0 11.4

월수입만원( ) 100≤ 85 11.8

101200 289 40.3

201300 197 27.4

301400 87 12.1

401≥ 60 8.4

가 족 형 태 확대가족 141 19.6

핵가족 577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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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서 아침결식률이 로 높게‘ ’ 52.4%

나타났고 중학교 졸업 이하이거나 대학교 졸업 이상에서는, ‘ ’ ‘ ’

비결식 아동군의 비율이 결식아동군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χ
2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하의 집단에서는 결식=6.7, p<.05). ‘ ’

군이 인 반면 대졸이상인 집단에서는 비결식군이51.8% ,

로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의 아침결식률이55.2%

낮았다(χ2 따라서 남아 보다 여아가 월수입=3.5, p<.05). , 300

만원 이상보다는 만원 미만이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보다300 ,

중졸이하이거나 대졸 이상이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 보다,

는 고졸 이하의 집단에서 아침결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형제유무 어머니의 연령과 직업유무 및. ,

가족형태 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생활습관 및 식생활태도에 따른 아침결식군과
비결식군의 차이
생활습관 및 식생활태도에 따른 아침결식군과 비결식군의

차이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대부분의 생활습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표 아< 4, 5>.

침식사의 내용에 따른 결식 비결식 아동군의 차이는 밥 국, ‘ , ,

반찬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집단은 비결식 아동군이 결식 아’

동군에 비해 로 좀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54.4% ,

침식사내용이 밥 국 반찬이 아닌 집단에서는 결식 아동군‘ , , ’

이 로 비결식 아동군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73.1%

있었다(χ2 아침식사의 영향에 대해서는 비결식군=20.0, p<.01).

의 경우 의욕을 준다와 영양의 균형을 이룬다의 응답률이‘ ’ ‘ ’

와 였으며 결식군은 심리적 만족과 영향 없음52.6% 55.6% , ‘ ’ ‘ ’

의 응답률이 와 로 높게 나타나 두 집단이 아침식59.5% 65.2%

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
2

아침 기상시간 또한 아침결식에 영향을 미친=17.6, p<.01).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 이전에 일어나는 집단의 가 비‘7 ’ 58.5%

결식군인데 비해 시 이후에 일어나는 집단의 가 결식‘8 ’ 78.1%

군에 포함되어 있었다 아침식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살.

펴보면 분 이내에 아침식사를 하는 집단의 가 결식‘10 ’ 55.6%

아동군이며 분 이상 식사하는 집단의 가 비결식군으, ‘20 ’ 62.8%

로 나타났다(χ2 가족이 식사를 함께 하는 횟수=11.79, p<.01).

에 따른 결식 아동군과 비결식 아동군의 차이를 살펴보면 식

사를 함께 하는 횟수가 회 이상인 경우는 비결식군에서 많‘2 ’

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회 이하인 경우는 결식군에서 더, ‘1 ’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χ2
=30.5, p<.001).

그 밖에 점 척도의 점수로 나타낸 생활습관과 관련Likert 5

된 대부분의 문항이 유의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p<.001

차이를 나타내었다 규칙적인 생활여부 규칙적인 식사가 건. ,

강요인인지에 대한 인식 아침식사의 중요성 식사 때 부모님, ,

의 강요가 있는지 아침식사를 함께 모여서 하는지 식사 분, ,

위기가 화목한지 저녁 간식을 먹는지 등의 항목에서 비결식,

아동군이 결식아동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식생활습

관이 아침결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침결식과 비결식군의 차이 검정< 3> (N=724)
구 분

특 성

비결식군 결식군
χ2 p

n=372 (%) n=352 (%)

성 별 남 213 (55.3) 172 (44.7) 4.8 <.05

여 159 (46.9) 180 (53.1)

월수입 만원 미만300 335 (50.9) 323 (49.1) 3.9 <.05

만원 이상300 34 (56.7) 26 (43.3)

형제 유무 무 40 (51.3) 38 (48.7) .0 NS

유 332 (51.5) 313 (48.5)

모 연령 세 미만40 120 (50.4) 118 (49.6) .1 NS

세 이상40 250 (51.0) 234 (49.0)

모 학력 중졸이하 47 (56.0) 37 (44.0) 6.7 <.05

고졸 206 (47.6) 227 (52.4)

대졸이상 117 (57.9) 85 (42.1)

부 학력 고졸이하 190 (48.2) 204 (51.8) 3.5 <.05

대졸 이상 179 (55.2) 145 (44.8)

모 직업 무 179 (53.8) 154 (46.2) 1.4 NS

유 189 (49.1) 196 (50.9)

가족 형태 확대 가족 67 (47.5) 74 (52.5) 1.0 NS

핵 가 족 304 (52.7) 273 (47.3)

무응답은 제외함 NS: non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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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영양은 생존을 위하여 단순히 음식을 섭취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성장발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

고 지적능력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영

양소의 섭취와 규칙적인 식습관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올바른 식습관은 바람직한 성격과.

학습능력의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

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침결식 실태와 관련요인을 알아보

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아침 결식률은 로 김소미 의48.6% , (2001)

변점희 의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44.0%, (2000) 38.3% .

는 타 논문에서는 아침결식 횟수가 주당 회 이하인 경우1-2

는 규칙적인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로 분류한 반면 본 조사에

서는 아침결식 횟수가 회 이상인 경우도 모두 결식률에 포1

함시켰기 때문에 다른 보고에 비해 결식률이 높게 나타난 것

으로 생각된다 아침결식에 관련된 논문이 거의 없는 실정이.

기 때문에 논문마다 아침결식의 정의가 다르며 주 몇 회 이,

상의 결식을 아침결식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

도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아침결식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아침결식의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서 아침결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

별 월수입 어머니 학력 아버지 학력 등으로 나타났다 변점, , , .

희 김석조 이방자 등의 연구에서도 여학생(2000), (2000), (2000)

이 남학생보다 아침식사를 더 많이 거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

부분의 연구에서 성별의 영향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아침을 결식하면 저혈당 증세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릴 뿐

아니라 지능검사에서도 아침을 먹은 아동에 비하여 점수가

떨어졌다는 보고이기완 명춘옥 박영심 남혜원 김은경( , , , , ,

표 생활습관 및 식생활태도에 따른 아침결식군과 비결식군의 차이 검정< 4> (N=724)
구 분

특 성

비결식군 결식군
χ2 p

n=372 (%) n=352 (%)

아침식사내용 밥 국 반찬, , 351 (54.4) 294 (45.6) 20.0 <.001

그 외 및 기타 21 (26.9) 57 (73.1)

아침식사영향 의욕을 줌 160 (52.6) 144 (47.4) 12.0 <.01

영양의 균형 168 (55.6) 134 (44.4)

심리적 만족 17 (40.5) 25 (59.5)

영향 없음 24 (34.8) 45 (65.2)

기상 시간 시 이전7 110 (58.5) 78 (41.5) 17.6 <.001

시에서 시7 8 254 (50.7) 247 (49.3)

시 이후8 7 (21.9) 25 (78.1)

아침식사에 걸리는
시간

분 이내10 115 (44.4) 144 (55.6) 11.8 <.01

분에서 분10 20 197 (55.2) 160 (44.8)

분 이상20 59 (62.8) 35 (37.2)

함께 식사하는 횟수 회3 20 (62.5) 12 (37.5) 29.5 <.001

회2 118 (67.4) 57 (32.6)

회1 98 (47.6) 108 (52.4)

없 다 26 (40.0) 39 (60.0)

항상 다르다 106 (44.0) 135 (56.0)

표 생활습관에 따른 아침결식군과 비결식군의 차이 검정< 5> (N=724)
구 분

특 성

비결식군(n=372) 결식군(n=352)
t p

M±SD M±SD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지 3.0± .7 2.7± .8 6.1 <.001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 요인인지 1.9± .8 1.6± .7 4.8 <.001

아침식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2.0± .9 1.5± .7 9.3 <.001

부모님의 강요로 식사할 때가 있는지 3.8±1.2 3.2±1.2 7.6 <.001

아침식사를 함께 모여서 하는지 3.6±1.3 2.9±1.1 7.3 <.001

식사분위기가 화목한지 2.3± .8 2.0± .8 5.4 <.001

날씬해지려고 식사량을 줄여본 적이 있는지 4.1±1.2 3.9±1.1 1.6 NS

식사 않을 때 부모가 야단치는지 2.9±1.3 2.5±1.2 4.1 <.001

저녁 간식을 먹는지 3.4±1.3 3.1±1.1 3.6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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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안할 때 생리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학년 여학생1995) 5-6

들에게 특히 아침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조할 필요

가 있겠다 월수입도 아침결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

고되고 있는데 이방자 의 연구에서 생활정도가 상인, (2000) ‘ ’

경우가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변점희. (2000)

는 아버지의 교육정도가 어머니의 교육정도보다 더 아동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교육정도가 높은 경우 아침결식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아버지,

의 교육정도는 그 가정의 월수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가족형태의 아침결식 영향에 관해서는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방자 의 연구에서는(2000)

직업이 있는 경우에 아침식사를 매일 하는 비율이 직업이 없

는 경우보다 높았다고 하였으나 이원희 의 보고에서는, (1988)

그와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었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

업유무는 아침결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방자 의 조사에서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가 매일 아침식(2000)

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형태와

아침결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습관 및 식생활태도는 대부분의 항목이 아침결식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의 내용에서 밥 국 반. ‘ , ,

찬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집단이 아침 결식률이 낮았는데 이’

는 이방자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2000) .

서 자신만의 독특한 학습법을 개발하여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본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력 테스트에

서 자신의 학생들을 년 연속 위를 차지하게 해서 언론의10 1

주목을 받고 있는 가게야마 히데오 는 체력과 학력의 기(2004)

본이 되는 것이 식생활이며 아침에 밥 국이나 찌개 및 반찬,

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빵이나 우유를 먹는 것 보다 성적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아침식사의 영향에 대한 아동들의 인. ‘ ’

식으로 하루 활동에 의욕을 준다거나 영양의 균형을 이룬다‘ ’ ‘ ’

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비결식 아동군에 더 많은 분포를 보이

는 것은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결식을 하

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침 기상시간이 시 이전인, ‘7 ’

집단의 결식률이 시 이후인 집단의 결식률보다 현저하게‘8 ’

낮은 것은 아침기상시간이 아침결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게야마 히데오 는 그의. (2004)

저서에서 아침식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늦게 자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

들고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의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침밥을 먹지 않는

이유가 시간이 없다 입맛이 없다 차려주지‘ (24.0%)’ ‘ (24.0%)’ ‘

않는다 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학년 아동의(29%)’ . 5·6

식생활 행동을 연구한 변점희 의 보고서에서도 아침결식(2000)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식욕이 없어서 로 나타‘ (43.3%)’, ‘ (32.4%)’

났다 따라서 아침결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

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생활습관은 아동들에게만 교육을 시켜서 실천할 수 있는 부

분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모교육을 함께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아침결식에 영향.

을 미치는데 하루에 회 이상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2

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비결식 아동이 더 많았다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면 어머니가 식단을 더 많이 신경 쓰게 되고

또 식사는 여럿이 함께 먹으면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결식하

는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규칙적인 생활여부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요인인지,

에 대한 인식 아침식사의 중요성 식사 때 부모님의 강요가, ,

있는지 식사분위기가 화목한지 저녁 간식을 먹는지 등의 항, ,

목에서 비결식 아동군이 결식아동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

타낸 것을 보면 초등학생의 아침결식과 관련된 요인에 식생

활 습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식생활 습관은 가정에서,

형성되므로 아동만을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아동의 식생활

습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를 함께 교육대상에 포

함시켜야 할 것이다.

아침식사는 오전 중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고 내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촉진시키므로 아동의 신체성장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집중력과 관련된 학습효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변점희 본 연구를 토대로 아침결식과 관련된( , 2000).

요인들을 살펴보면 아동 자신과 관련된 변인들도 있지만 대

부분 가정환경요인이나 생활습관과 관련된 요인들이 많이 있

었다 따라서 아침결식률을 줄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기 위해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특히 어머니를 대상

으로 한 교육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습관이나 가치관은 한 번 형성되고 나면 고치기 어렵기 때문

에 습관이 형성되기 전인 아동기부터 아침식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아동의 건강.

은 미래의 국민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건강관리는 문

제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간

호사는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

침식사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

써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아침결식 실태와 아침결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초등학생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

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년 월. 200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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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서 일 까지 초등학교 학년 아동 명에게 연구자가20 6 724

문헌과 기존의 도구를 토대로 개발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프로그램을. SPSSWIN 11.0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 , , χ
2 및 등으-test t-test

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본 연구 대상 아동의 아침결식률은 였으며 아침결식48.6% ,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월수입, ,

어머니의 학력 및 아버지의 학력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차이가 있었다 여자아동의 가 아침결식을 하였으며. 53.1% ,

월수입 만원 이상의 집단과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의300

집단에서 아침결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대부분의 생활습관들이 아침결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아침식사를 밥 국 반찬으로 하는 집단 아침식사, ‘ , , ’ ,

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집단 아침 기상시간이 시, 7

이전인 집단 아침식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분 이상인, 20

집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횟수가 회 이상인 집단 등에, 2

서 아침결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그 밖의 식생.

활 습관 점수가 높은 군이 아침결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초등학생의 아침결식을 감

소시키고 아침식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아침식사의 중요성

및 결식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바람직한 생활습관

및 식생활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아동만을,

교육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족모두 혹은 가족의 생활습

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또한 교육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바람직한 생활습관 형.

성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학교보건에서 아동의 건강관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보건교사 응시자격에 아동간호 경험을 기본조건으로 한다면

보다 질적인 아동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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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o contribute to children health improvement by finding out the actual

state of breakfast and related features of skipping breakfast.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724 childre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real numbers,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cross tabulation,

χ
2
-test and t-test using the SPSS WIN 10.0. Result: The rate of the children's skipping breakfast recorded 48.6%.

Related Factors to skipping breakfast were sex, income, mother's education level and father's education level. 53.1%

of girls skipped breakfast. In case of the group their family's income was over 3 million won/month andtheir

father graduated college, the rate of skipping breakfast was low significantly. In groups having breast with rice,

soup and side dishes, getting up before 7 A.M. and having good eating habit, the rate of skipping breakfast was

low significantly.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induce a desirable breakfast habit by health education about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breakfast. Therefore, it is supposed that parents should pay attention to their children

to form the right eating habits and encourage them not to skip breakfast.

Key words : Skipping breakfast, Eating habit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u, Hyeon-Ok

Department of Nursing, Pusan Nation University

207-702, LG metrocity, Yongho-dong, Namgu, Busan 608-784, Korea

Tel: +82-51-612-7755 C.P: 011-9958-8643 E-mail: enfanju@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