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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ssess high school students’ nutrient consumption at the ordinary time 
and to analyze nutrient contents and nutrition consumption of lunch. The questionnaires for self-reported food 
consumption were distributed to 210 students enrolled in a boy’s high school and a girl’s high school located 
in Seoul area. A final response rate was 87.1%, excluding responses that had significant missing data. Data 
of self-reported food consumption and BMI(Body Mass Index)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analysis and 
t-test using SPSS Win(ver. 12.0). To measure the serving size and the waste amount, data were collected for 
three meals in a three day period at each school. A weighed plate method was employed to measure plate 
wastes and consumption of the menus served. Nutrient analyses for the served and consumed menus were 
performed using CAN-PRO. The result of nutrient intake determined by self-reported food consumption 
demonstrated 74.2% of boys and 70.0% of the girls did not meet EAR(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for 
calcium. In addition, the data collection showed that 60.2% boys and 26.7% girls did not consume EAR for 
Vitamin B1. Nutrient analyses of the served and consumed menus at school lunch were compared with 1/3 of 
the Dietary Reference Intakes(DRIs) for this age group. The served menus did not meet 1/3 of the 
Recommended Intake(RI) for calcium, iron, and vitamin B2. In contrast, the menu provided to students 
exceeded almost five times(490%) more than the sodium needed for 1/3 of the Adequate Intake(AI). 
Considering the amount of the students' plate waste, intake of vitamin A and vitamin C were below 1/3 of 
the RI, and calcium, iron, and vitamin B2 intake were also reduced. Students’ sodium consumption still 
exceeded 1/3 of the AI at 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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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대상 및 기간

연구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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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생리적으로 급속한 
성장기에 있는 시기로 신장과 체중의 신체적 성장
과 성호르몬의 작용의 개시로 체조성, 체형의 변화
가 일어나는 성적 성숙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이다
(1,2). 따라서 영양소 필요량이 일생 중 어느 시기보
다 가장 많이 요구되며 적절한 영양관리가 특히 중
요하다(3). 그러나 최근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서구식 생활습관이 도입되면서 청소년의 식습관 및 
식생활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급속히 변
화하고 있다(4,5).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식생활 및 
영양섭취에 관한 연구에서는 영양 불균형, 잦은 결
식, 불규칙한 식사, 열량 위주의 간식, 편식, 편의식 
중심의 형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6,7). 청소
년의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는 칼슘, 티아
민, 리보플라빈 등이 부족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고, 특히 여자 고등학생의 철분 섭취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4).

하루 중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인 고
등학생의 경우 외식과 학교급식 등 가정 외에서의 
식생활 비중이 커지면서 학교급식은 이들의 건강관
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학
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영양적으로 
균형을 이룬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유
지 ․ 증진시키고, 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영양지식과 
식생활 습관을 습득하도록 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
에 기여하고 있다(8-11).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에너지의 경우, 한국
인영양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s : DRIs)의 
에너지필요추정량(Estimated Energy Requirement: 
EER)의 1/3을 제시하고 있고, 비타민 A, 티아민, 리
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은 권장섭취량
(Recommended Intake: RI)의 1/3 수준으로 정하였다
(12,13). 그러나 영양적인 급식이 제공된다 하여도 
실제로 학생들이 제공된 음식을 다 섭취하지 않는
다면 계획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영

양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된다(14). 따라서 학교급식
의 합리적인 영양계획과 평가는 급식계획의 가장 기
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급식
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급
식의 효율성과 수행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
인 잔반량 측정은 피급식자들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
와 이들에게 제공되는 영양의 전반적인 수준에 대하
여 적정성을 살펴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15). 

외국의 경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단계
획 시 활용하기 위한 잔반량 및 잔반으로 인한 영
양 손실, 중학교급식에서 잔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일아 보기 위한 잔반 조사, 초등학교급식에 콩 
첨가 식품을 제공하였을 때의 학생들의 수용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잔반 조사 등의 연구가 다각도로 활
발히 진행되어 왔다(16-18). 국내의 경우에는 초등학
교급식 만족도와 잔반 관계에 관한 연구, 잔반 관리
에 관한 연구, 이밖에 산업체급식소와 대학기숙사 
급식소, 초등학교급식소에서의 잔반량 측정방법이나 
적정분량에 대한 연구가 주로 시행되어 왔을 뿐
(19-24) 잔반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영양부족 실태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고등학교급식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급식 식단의 실제 섭취율이나 식
단의 영양 평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
로 고등학교급식의 잔반량 조사를 통한 학생들의 실
제 영양섭취 조사는 고등학교급식 식단의 영양적 문
제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평소 영양섭취 
평가와 점심급식을 통해 섭취하는 영양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영양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고등학교
급식 식단 계획과 영양관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고등학생의 평소 영양섭취와 점



2. 조사 내용 및 방법

3. 자료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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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식을 통한 영양섭취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2개 고등학교에서 2004년 12월 13일부터 23일
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하여 각 
학교 급식소의 급식 참여 인원, 배식 장소, 각 학년 
별 배식 시간, 배식 ․ 퇴식방법, 잔반량을 관찰하였
고, 영양사, 조리사와 잔반 계측방법에 대하여 협의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위한 방
법과 잔반 측정 기록지를 개발하였다. 잔반 조사는 
식당배식을 실시하고 있는 남자고등학교와 여자고
등학교에서 2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3일간 연속 실
시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평소 영양섭취를 조사하
기 위해서는 2학년 남학생 100명, 2학년 여학생 110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중 각각 93부, 
90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회수율 : 93.0%, 
81.8%).

 

1) 신체 발달 상태 
조사 대상 학교의 학생들의 신체 발달 상태를 조

사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해 성별, 학년, 신장, 몸
무게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BMI(Body Mass 
Index)를 산출하였다. 

2) 학생들의 자가 영양섭취 평가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소 영양섭취 평가를 위해서

는 한국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간이 섭취 
상태 조사법’을 이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25). 이
는 평소 식품 섭취 상태를 15항목의 질문을 통해 
파악한 후, 1일 섭취 열량 및 영양소량을 7가지 식
품군(육류, 유류, 채소류, 과일류, 곡류 ․ 감자 ․ 고구
마, 설탕류, 유지류)의 각 식품군별 영양소 환산계수
(the nutrient converting factors)로 계산하여 영양소 섭
취량을 측정하였다. 

3) 점심급식 잔반 조사를 통한 영양섭취 평가 
모든 학생 개개인의 섭취량을 측정하기는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므로, 섭취량 조사 시 흔히 이용되는 
간접 방법인 집합선택계측방법을 이용하였다(26). 배
식 전 5명의 1회분 식사를 임의로 취하여 식단의 
각 품목별 무게를 측정한 후, 평균을 구하여 각 식
단의 실제 제공량을 결정하였다. 제공 식사량의 일
정한 배분을 위하여 배식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같
은 조리종사원이 같은 메뉴의 배식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식사 후의 1인 평균 잔반량을 계산하기 위
하여 퇴식구에서 남학생 100명(남학교 급식 참여 인
원의 10.6%), 여학생 110명(급식 참여 인원 15.2%)의 
식판을 무작위로 수거하고, 각 식단 품목별로 잔반
을 분리 수거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학생들의 실제 섭취량은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각 메뉴별로 계산되었다. 

1인 평균 섭취량 
= 1인 평균 제공량 - 1인 평균 잔반량

측정된 제공량과 섭취량을 근거로 각 메뉴별 제
공량에 대한 학생들의 실제 섭취율을 계산하였다. 

섭취율(%) = {섭취량(g) / 제공량(g)} × 100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Windows(버전 12.0)를 
이용하여, 기초통계량 및 t-test를 수행하였다. 학생들
의 평소 영양섭취 평가는 각 식품군별 영양소 환산
계수를 이용하여 산출된 영양소 섭취량을 한국인영
양섭취기준 중 평균 필요량(Estimated Average 
Requirements : EAR)을 사용한 평균필요량 cut-point 
방법을 사용하였다(13,27). 

점심급식을 통한 영양섭취 평가를 위해서는 표준 
레시피를 근거로 CAN PRO 전문가용(한국영양학회
부설 영양정보 센터)을 이용하여 각 학교에서 조사
기간 동안 제공한 식단과 실제 학생들이 섭취하는 
식단에 대한 영양성분을 분석하였다. 제공 식단의 
영양평가와 잔반 조사를 통한 학생들의 영양소 섭
취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하였
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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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학교급식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 제시
하였다. 조사 대상 남자 고등학교와 여자 고등학교
에서는 모두 식당배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사 
기간 3일 동안 매일 남자 고등학교에서는 100식, 여
자 고등학교에서는 110식을 수거하여 잔반량을 측정
하였다. 

응답 학생들의 체질량 지수는 Table 2에 제시하였
다. 학생들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남학생 173.9cm, 
68.3kg, 여학생 161.6cm, 52.7kg으로 나타났다. 학생
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계산한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 BMI)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22.6, 
20.2로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정상 체중 범
위에 속하였고, 남학생의 체질량 지수가 여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2004년 교육부에
서 발표한 학생들의 신체검사 결과를 기초로 한 체
질량 지수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가각 22.2, 21.4로 
조사되어 본 조사 대상 학생들의 체질량 지수 결과
와 유사하였다(28). 

대한비만학회의 한국인 비만 기준에 따른 체질량 
지수의 분포를 살펴보면(Table 3), 정상 체중의 범위
에 있는 남학생은 43.3%, 여학생은 60.8%로 나타났
고, 과체중군의 비율을 보면, 남학생이 11.1%, 여학
생이 12.2%로 나타났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30.0%, 2.7%가 비만군에 포함되었다. 

학생들의 영양섭취 평가는 ‘간이 섭취 상태 조사
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영양
소의 섭취량을 산출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2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ting school food service programs
School type Serving place No. of lunch 

meals served/day
No. of plates 
sampled/day

Boy’s high 
school Dining hall 940 100

Girl’s high 
school Dining hall 723 110

Table 2. The average of height, weight and BMI of high school students Mean±SD
Junior from

boy's school(n=93)
Junior from

girl's school(n=90) F-value

Height(cm) 173.9± 5.7 161.6±4.7  0.18***

Weight(kg)    68.3±12.0 52.7±6.6 27.66***
aBMI  22.6± 4.1 20.2±2.2 25.90***

aBMI = Weight(kg)/Height(m)2

***p<0.001

Table 3. The BMI of high school students %(N)
aBMI Junior from boy's 

school(n=90)
Junior from girl's 

school(n=74)
Under weight

(less than 18.5) 15.6(14) 24.3(18)

Normal weight
(more than 18.5-less than 23) 43.3(39) 60.8(45)

Over weight
(more than 23-less than 25) 11.1(10) 12.2( 9)

Obese 
(more than 25) 30.0(27)  2.7( 2)

Total 100.0(90) 100.0(74)

aBMI = Weight(kg)/Height(m)2

또한 학생들의 영양섭취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한국인 영양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s : 
DRIs) 중 평균필요량(EAR)을 사용한 평균필요량 
cut-point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영양결핍 비율
을 산출하였다(Table 5). 그러나 철분과 열량의 영양
평가는 평균 필요량 cut-point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
므로 cut-point 방법으로의 영양평가에서 철분과 에
너지는 제외하였다.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남학생 1761.4kcal/일, 여학
생 1703.1kcal/일로 나타났다. ‘간이 섭취 상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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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utrient contents by self-reported food consumption
Mean±SD

Nutrient Boy’s school
(N=93)

Girl’s school 
(N=90)

Energy(㎉) 1761.4±516.3 1703.1±367.1

Protein(g)   69.4±20.3(15.8)a   63.7±17.2(15.0)a

Fat(g)   43.8±11.8(22.4)a   42.6±10.0(22.5)a

Carbohydrate(g)  272.5±93.7(61.9)a  266.2±59.0(62.5)a

Calcium(㎎)  716.3±229.2  650.9±208.4

Phosphorus(㎎) 1047.4±305.7  964.2±264.4

Iron(㎎)   16.5±5.7   15.4±5.0

Vit. A(R.E.) 1372.5±630.1 1297.4±553.2

Thiamin(㎎)    1.1±0.3    1.0±0.3

Riboflavin(㎎)    1.6±0.5    1.5±0.5

Niacin(㎎)   16.6±5.3   15.4±4.5

Vit. C(㎎)  156.1±74.0  152.6±67.6

( )a : % Energy

Table 5. Rate of undernutrition students
%(N)

Nutrient Boy’s school
(N=93)

Girl’s school 
(N=90)

Protein 9.7( 9) 4.4( 4)

Calcium 74.2(69) 70.0(63)

Phosphorus 15.1(14) 4.4( 4)

Vit. A 10.8(10) 3.3( 3)

Thiamin 60.2(56) 26.7(24)

Riboflavin 35.5(33) 10.0( 9)

Niacin 21.5(20) 8.9( 8)

Vit. C 12.9(12) 11.1(10)

법’으로 조사한 Yang(4)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1860.6kcal/일, 여학생이 1581.1kcal/일로 조사되어 본 
연구의 조사대상의 남학생이 더 낮은 에너지를 섭
취하고 있었고, 여학생은 더 높은 에너지를 섭취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섭취 에너지 구성 비
율인 당질 : 단백질 : 지질의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권장하는 열량 구성
비 55~70% : 7~20% : 15~30%에 적절한 수준을 보

여주었다(13). 
학생들의 영양결핍 비율을 산출한 결과, 단백질은 

남학생 9.7%, 여학생 4.4%가 부족한 섭취를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칼슘의 경우에는 남학생 74.2%, 
여학생 70.0%가 부족한 섭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칼슘 섭취에 대해 평균필요량
에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비율을 조사한 다른 연
구에서도 남학생 70.2%, 여학생 71.0%가 칼슘을 부
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결과를 보였다(29). Lee(30)와 
Kang(31)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칼슘 섭취량이 권장
량에 미달된 것으로 조사되어 칼슘이 청소년에 시
기에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임을 알 수 있었다. 티아
민은 남학생 60.2%, 여학생 26.7%가 부족하게 섭취
하고 있었고 리보플라빈의 경우에는 남학생 35.5%, 
여학생 10.0%가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나이아신 경우는 남학생, 여학생의 각각 
21.5%, 8.9%가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다. 

한국인영양섭취기준의 평균필요량에 부족하게 섭
취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25% 이상인 영양소로는 남
학생은 칼슘, 티아민, 리보플라빈이었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칼슘과 티아민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0% 
이상의 학생이 부족한 섭취를 하고 있는 영양소로
는 남학생은 칼슘과 티아민, 여학생은 칼슘에 문제
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1) 점심급식의 제공량과 잔반량 
자료조사 기간 동안 학생들 잔반률을 살펴보면

(Table 6), 남학교의 경우에는 평균 26.8%, 여학교는 
29.1%의 잔반율을 나타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영
양과 학생들이 실제 섭취하는 영양에는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학교와 여학교의 3일간 
조사에서 모두 20% 이상의 잔반율을 보였다. 이는 
초등학교 급식과 고등학교 도시락 급식에서 15% 미
만의 잔반율이 발생한다는 결과에 비해 높은 수치
였다(32,33). 가장 낮은 잔반률을 보인 메뉴는 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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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an amounts served and wasted at high school
School Day Menu items Gram served Gram wasted % Wasted % Consumeda

Boy's
School

1
(n=100)

Steamed rice with barley 275.1 40.0 14.5 85.5

Zucchini miso soup 191.0 102.0 53.4 46.6

Stir-fired pork 143.0 34.0 23.8 76.2

Fried dumpling 52.0 1.1  9.0 91.0

Potatoes broiled in soy sauce 41.4 16.0 38.6 61.4

Chinese Cabbage kimchi 52.0 22 42.3 57.7

Mean 30.3 69.7

2
(n=100)

Steamed rice 257.8 63.0 24.4 75.6

Fried fish cake soup 221.0 92.0 41.6 58.4

Chicken and potato broiled with soy sauce 144.1 20.0 14.0 86.0

japche 138.0 19.0 13.8 86.2

Chinese Cabbage kimchi 41.3 15.0 36.3 63.7

Mean 26.0 74.0

3
(n=100)

Steamed rice 295.0 50.0 16.9 83.1

Seolungtang 332.0 96.0 28.9 71.1

Ddeokbocgi with soy sauce 144.0 42.3 29.4 70.6

Fired sweet potato with syrup 72.0 6.0 8.3 91.7

Radish kimchi 65.3 22.0 33.7 66.3

Mean 23.4 76.6

Mean for 3 days 26.8 73.2

Girl's
School

1
(n=110)

Steamed rice 196.0 12.3 6.3 93.7

Kimchi stew with tuna 177.0 80.9 45.7 54.3

Pork jjim 113.0 47.7 42.2 57.8

Seaweed muchim 41.0 11.4 27.8 72.2

Radish kimchi 40.7 16.8 41.3 58.7

Mean 32.7 67.3

2
(n=110)

Steamed wild rice 200.0 16.5 8.2 91.8

Cabbage miso soup 194.0 106.4 54.8 45.2

Stir-fried rice cake and squid 150.0 38.6 25.7 74.3

Sesame leaves muchim 18.6 3.0 16.1 83.9

Radish kimchi 49.2 20.5 41.7 58.3

Mean 29.3 70.7

3
(n=110)

Egg drop soup 148.0 50.5 34.1 65.9

Rice with seafood black sauce 364.0 75.5 20.7 79.3

Fried dumpling 64.0 14.0 21.9 78.1

Pickled radish 61.3 12.5 20.4 79.6

Mean 24.3 75.7

Mean for 3 days 29.1 70.9
a Consumption(%) = [consumed amount(g)/serving size(g)] × 100 
    consumed amount(g) = gram served - gram wa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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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nergy and nutrient contents of lunches served and consumed at high school lunch Mean±SD
Nutrient

Boy’s high school Girl’s high school

Amount Served Amount Consumed Amount Served Amount Consumed

Energy(㎉) 1179.4±30.4 933.2±22.1 850.2±73.1 669.0±32.8

Protein(g)   44.7±14.1 (15.2%)a  34.6±11.5 (14.9%)a  38.3±8.7 (18.2)a  27.4±4.7 (16.6)a

Fat(g)   25.9±10.2 (19.8%)a  20.3±7.7 (19.7%)a  19.9±11.3 (21.2)a  13.7±8.1 (18.6)a

Carbohydrate(g)  190.4±35.1 (64.9%)a 151.7±28.3 (65.4%)a 127.8±8.6 (60.6)a 107.4±11.0 (64.8)a

Calcium(㎎)  180.5±66.0 122.3±35.6 165.6±31.6 110.2±20.7

Phosphorus(㎎)  588.2±152.8 449.5±113.0 524.9±117.0 378.7±76.1

Iron(㎎)    5.4±1.5   4.0±1.0   4.4±0.7   3.2±0.7

Sodium(g)    2.9±0.9   2.0±0.5   2.0±0.7   1.4±0.7

Potassium(g)    1.3±0.2   1.0±0.9   1.2±0.4   0.8±0.2

Vit. A(R.E.)  300.8±89.5 228.7±84.6 301.8±153.8 217.0±130.1

Thiamin(㎎)    0.7±0.3   0.6±0.3   0.6±0.4   0.4±0.2

Riboflavin(㎎)    0.4±0.2   0.3±0.1   0.3±0.1   0.2±0.1

Niacin(㎎)   12.0±4.7   9.4±4.3   8.0±3.5   5.6±1.9

Vit. C(㎎)   39.8±6.9  29.1±5.4  37.1±12.7  24.6±7.0

Fiber(g)    2.6±0.7   1.9±0.4   2.4±0.7   1.6±0.4

Cholesterol(㎎)   36.7±34.1  26.6±25.9 159.4±121.7 113.7±92.1

( )a : % Energy

교에서 제공한 쌀밥, 설렁탕, 간장 떡볶이, 고구마 
맛탕, 깍두기 메뉴로 잔반률은 23.4%를 보였고 가장 
높은 잔반률을 보인 메뉴는 여학교에서 제공한 쌀
밥, 참치김치찌개, 돈육찜, 해초무침, 깍두기로 
32.7%의 잔반률을 나타냈다. 

학교급식에서의 잔반은 재정적 손실, 환경오염의 
문제 뿐 아니라 영양사가 제공한 균형 있는 식단의 
영양 섭취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며, 잔반
량은 학생들의 식품, 음식, 조리법 등에 대한 기호
도 뿐 아니라 배식량의 과다나 부족과도 밀접한 관
련을 가지고 있다(10,23,34,35). 따라서 표준조리법에 
의한 음식 1인 분량의 조절은 비용뿐 아니라, 급식
의 영양품질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2) 점심급식 제공 식단의 영양평가 
학생들에게 제공된 점심 급식식단의 영양성분 분

석결과는 Table 7에 나타나 있다. 고등학생에게 실
제 제공된 점심식사 식단의 영양평가를 위해 한국

인영양섭취기준과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을 활용
하였다(12,13). 에너지는 대상 학생들의 필요추정량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 EER)을 산출하여 
그 산출량의 1/3수준과 비교했고, 학교급식 영양관
리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나트륨과 칼륨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충분섭취량(Adequate Intake : AI)의 
1/3과 비교하였다.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C, 티
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 인, 철은 학교급
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권장섭취량과 비교하였으며, 학교
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국인영양섭취기준의 1/3과 
같다(12). 

고등학생의 한 끼 당 평균 영영소 제공량을 산출
하여 학교급식영양기준과 비교하였다(Table 8). 남학
생과 여학생의 에너지필요추정량은(EER)은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를 바탕으로 한국인영
양섭취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산법에 따라 산출
하였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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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energy and nutrients of served and consumed menus

Nutrient

Boy’s high school Girl’s high school Average

% 1/3 of the DRIs % 1/3 of the DRIs % 1/3 of the DRIs

served nutrients consumed nutrients served nutrients consumed nutrients served nutrients consumed nutrients

Energya 122.5 97.0 128.0 100.7 125.3 98.9

Proteinb 223.5 173.0 255.3 182.7 239.4 177.9

Calciumb 54.2 36.7 55.2 36.7 54.7 36.7

Phosphorusb 176.5 134.9 196.8 142.0 186.7 138.5

Ironb 101.3 75.0 82.6 60.0 92.0 67.5

Sodiumc 580.0 400.0 400.0 280.0 490.0 340.0

Potassiumc 82.8 63.7 76.4 50.9 79.6 57.3

Vit. Ab 106.2 80.7 129.5 93.1 117.9 86.9

Thiaminb 149.0 127.7 181.8 121.2 165.4 124.5

Riboflavinb 66.7 50.0 75.0 50.0 70.9 50.0

Niacinb 200.0 156.7 186.0 130.2 193.0 143.5

Vit. Cb 108.4 79.3 111.4 73.8 109.9 76.6
a Compared with 1/3 EER for the boys and girls
b Compared with 1/3 RI (Foodservice nutrition management standards) for 15-19 year-old Koreans
c Compared with 1/3 AI (Foodservice nutrition management standards) for 15-19 year-old Koreans 

남학생 : 88.5 - 61.9 x 연령 + PA [26.7 x 체중(kg) 
+ 903 x 신장(m)] + 25(성장에너지)kcal/일

여학생 : 135.3 - 30.8 x 연령 + PA [ 10 x 체중(kg) 
+ 934 x 신장(m) ] + 25(성장에너지)kcal/일

PA = 4단계 신체활동 수준별(비활동적, 저활동적, 
활동적, 매우 활동적) 계수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수준은 보충학습, 야
간학습, 학원수강 등 대학 입시준비와 관련하여 대
부분의 시간을 활용하면서 신체활동량이 상대적으
로 부족하여 저활동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에너지필요추정량은 저활동적 신체활동 수준
(PA=1.16)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남학생은 키 
173.9cm, 체중 68.3kg, 여학생은 키 161.6cm, 체중 
52.7kg을 적용하였다(13). 조사대상 학생들의 에너지
필요추정량은 남학생 2887.1kcal/일, 여학생 
1992.4kcal/일로 산출되었다. 제공 식단을 에너지필요
추정량(EER)의 1/3 수준과 비교한 결과, 남학생은 
122.5%, 여학생은 128.0%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단백질은 남학생의 경우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권장섭취량과 비교하여 보면, 223.5%, 여학생은 
255.3%를 제공하였고 칼슘의 경우에는 남학생과 여
학생 각각 54.2%, 55.2%의 제공에 불과하였다. 철의 
경우에는 남학생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제공되었
으나 여학생들에게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권장
섭취량과 비교하여 82.6% 제공하고 있었다. 리보플
라빈의 경우에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권장섭취량
과 비교하여 보면, 남학생 66.7%, 여학생 75.0%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인영양섭취기준 충분섭취량
(AI)의 1/3 수준과 비교한 나트륨과 칼륨의 제공량을 
살펴보면, 나트륨의 경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580.0%, 400.0%를 제공받았고 칼륨은 각각 82.8%, 
76.4%를 제공받았다. 에너지가 부족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칼슘, 철, 리보
플라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트륨은 1/3 충
분섭취량의 무려 5배에 가까운 양을 제공하고 있었
다. 제공된 식단의 당질 : 단백질 : 지질의 열량 기
여 비율은 남학교의 경우 64.9 : 15.2 : 19.8이었고, 
여학교의 경우 60.6 : 18.2 : 21.2로 나타났다.

고등학교급식 식단의 영양 평가에 관한 다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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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칼슘, 리보플라빈이 부족하게 제공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영양소는 과잉제공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6). 고등학교 도시락 급식
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
빈, 비타민 C가 부족하게 제공되고 있었다(33). 따라
서 학교급식 식단의 계획 시 부족되고 있는 무기질
과 비타민의 효과적인 공급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또한 열량과 단백질 등의 과잉공급, 특히 
나트륨의 과잉제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점심급식을 통한 학생들의 실제 섭취영양 평가
잔반으로 손실된 영양소를 제외하고 학생들이 점

심급식을 통해 실제 섭취한 영양성분 분석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한 끼 당 
평균 영영소 섭취량을 산출하여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과 비교하였다(Table 8). 에너지의 경우 산출한 
한국인영양섭취기준 에너지필요추정량(EER)의 1/3 
수준과 비교하였는데, 남학생은 97.0%, 여학생은 
100.7%로 나타나 평균 98.9%를 실제 섭취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단백질은 남학생의 경우 학교급식 영
양관리기준 권장섭취량과 비교하여 173.0%, 여학생
은 182.7%를 제공하여 평균적으로 177.9를 실제 섭
취하고 있었다. 칼슘의 경우에는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권장섭취량과 비교했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36.7%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
은 청소년기의 골격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영양
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 ․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거의 모든 영양평가에서 칼슘 양이 가장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로 지적되었다(4,29,30,37,38). 
인과 철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각각 학교급식 영
영관리기준 권장섭취량의 138.5%, 67.5%를 제공하고 
있었고, 비타민 A 86.9%, 티아민 124.5%, 리보플라
빈 50.0%, 나이아신 143.5%, 비타민 C는 76.6%를 섭
취하고 있었다. 한국인영양섭취기준 충분섭취량(AI)
의 1/3 수준과 비교한 나트륨과 칼륨의 섭취량을 살
펴보면, 나트륨은 340.0%, 칼륨은 57.3%를 섭취하고 

있었다. 실제 섭취한 영양의 당질 : 단백질 : 지질의 
에너지 기여 비율은 남학교의 경우 65.4 ; 14.9 : 
19.7이었고, 여학교의 경우 64.8 : 16.6 : 18.6으로 나
타났다.

급식 제공 시부터 부족했던 칼슘, 철, 리보플라빈
은 잔반으로 인한 영양소 손실로 인하여 더욱 심한 
섭취부족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비타민 A, 비타민 C
는 제공 당시에는 권장섭취량 이상이 제공되었음에
도 잔반으로 인해 실제 섭취는 부족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국민영양조사의 13-19세 영양소별 영양섭취
기준에 대한 평균 섭취비율을 살펴보면, 에너지는 
필요추정량(EER)의 94.7%, 단백질은 권장섭취량(RI)
의 154.9%, 칼슘 55.4%, 인 135.8%, 철 84.8%, 비타
민 A 95.7%, 티아민 126.8%, 리보플라빈 89.8%, 나
이아신 112.0%, 비타민 C 89.6%이었다(39). 충분섭취
량(AI)과 비교한 나트륨과 칼륨은 각각 329.2%, 
55.6%로 나타나, 수치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 급식을 
통해 학생들이 섭취한 영양소 섭취 비율과 매우 유
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39).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고등학생들의 평소 영양
섭취와 점심급식을 통해 섭취하는 영양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영양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고등학교
급식 식단 작성과 영양관리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
이었다. 서울 지역의 남자고등학교와 여자고등학교 
급식소에서 각각 3일간 집합선택계측방법으로 실제 
급식 제공량과 학생들의 섭취량을 조사하여 영양분
석을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신체발달 사항과 자가 
영양평가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세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가 영양 섭취 평가 결과, 칼슘 섭취에 대해서
는 남학생 74.2%, 여학생 70.0%가 부족하게 섭취 
하고 있었다. 티아민의 경우에는 남학생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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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26.7%가 부족한 섭취를 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리보플라빈은 남학생 35.5%, 여학생 10.0%
가 부족한 섭취를 하고 있었다. 8개 영양소에 대
해 25% 이상의 학생이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는 남학생 3개(칼슘, 티아민, 리보플라빈) 
영양소, 여학생 2개(칼슘, 티아민) 영양소였다. 

2. 점심급식의 잔반량을 조사한 결과는 모든 식단에
서 20% 이상의 잔반률을 보였다. 가장 낮은 잔반
률을 보인 메뉴는 남학교에서 제공한 쌀밥, 설렁
탕, 간장 떡볶이, 고구마 맛탕, 깍두기 메뉴로 잔
반률은 23.4%였고 가장 높은 잔반률을 보인 메
뉴는 여학교에서 제공한 쌀밥, 참치김치찌개, 돈
육찜, 해초무침, 깍두기로 32.7%의 잔반률을 나
타냈다. 

3. 점심급식 제공 식단의 영양평가 결과를 보면, 에
너지는 한국인영양섭취기준 필요추정량(EER) 1/3
의 수준과 비교하여 125.3%를 제공하고 있었다. 
학교급식 영영관리기준 권장섭취량과 비교한 단
백질은 239.4%를 제공하였으며, 칼슘 54.7%, 인 
186.7%, 철 92.0%, 비타민 A 117.9%, 티아민 
165.4%, 리보플라빈 70.9%, 나이아신 193.0%, 비
타민 C 109.9%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인영양섭
취기준 충분섭취량(AI)의 1/3 수준과 비교한 나트
륨과 칼륨은 각각 490.0%, 79.6%를 제공하였다. 
제공 급식식단의 가장 큰 문제는 칼슘, 철, 리보
플라빈의 부족과 열량, 단백질, 나트륨의 과잉제
공이었다. 

4. 점심 급식 잔반 조사를 통한 학생들의 실제 영양
섭취 평가결과, 에너지는 한국인영양섭취기준 필
요추정량(EER)의 1/3 수준과 비교하여 98.9%를 
섭취하고 있었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권장섭
취량과 비교한 단백질은 177.9%를 섭취하고 있
고, 칼슘 36.7%, 인 138.5%, 철 67.5%, 비타민 A 
86.9%, 티아민 124.5%, 리보플라빈 50.0%, 나이아
신 143.5%, 비타민 C 76.6%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인영양섭취기준 충분섭취량(AI)의 1/3수준과 
비교한 나트륨과 칼륨은 각각 340.0%, 57.3%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 제공 시부
터 부족했던 칼슘, 철, 리보플라빈은 잔반으로 인
한 영양소 손실로 인하여 섭취부족은 더욱 초래
되었으며, 비타민 A, 비타민 C는 제공 당시에는 
권장섭취량 이상이 제공되었음에도 잔반으로 인
해 실제 섭취는 부족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생들의 자가 영양
섭취 평가에서 부족 섭취되고 있는 영양소가 발견
되었고 학생들의 점심급식을 통한 학생들의 영양섭
취 또한 영양소 별로 과잉과 부족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의 평소 영양섭취에서 
부족한 영양소로 지적되었던 칼슘과 리보플라빈은 
점심급식의 제공 시점에서도 부족하게 제공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급식식단 계획 단계에서 이러한 
영양적인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학생들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의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영
양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급식식단 
계획 시 제공량과 영양평가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급식 섭취율과 급식 선호 ․ 만족 조사를 통한 급식 
효율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학기 별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량에 대한 적절
성 평가, 학생들이 급식을 남기는 이유 등을 조사하
고 학생들이 급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관심
을 증대시키도록 한다. 

둘째, 학교급식의 잔반률을 낮추고 학생들이 필요
한 영양을 적절하게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
단 작성 시 학생들의 기호도 조사를 통한 대체식품
이용, 식단 개선, 새로운 조리법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생들의 식습관 형태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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