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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health promotion and improvement of the 
dietary life in students who receive school lunch support (SLS) by comparative analysis of food service sat-
isfaction, dietary habits, and nutrition intakes according to SL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258 
boys and 233 girls at a middle school in Incheon. The students’ average age was 14.9 years, average height 
was 161.3 cm, and average weight was 52.0 kg. The breakfast eating frequency of the No-SLS (NSLS) group 
wa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at of the SLS group (P＜0.05). The time spent for eating breakfast in the 
SLS group was significantly shorter than that of the NSLS group for boy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
ence in dietary attitudes according to SLS. For satisfaction of the quantity and diversity of the school lunch 
menu in girls, the SLS group had higher satisfaction than the NSLS group. The daily energy intake of the 
SLS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NSLS group in both boys and girls. The majority of dai-
ly nutrients intakes in the SLS group were also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the NSLS group. In sum-
mary, the female students in the SLS group were more satisfied with school lunch service than general 
students. However, SLS students less frequently ate breakfast and showed lower energy and nutrient intake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nutritional status and dietary life of students who receive school lunch 
support, consistent nutrition management and support in school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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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는 현

대가정의 생활수준의 변화를 가져와 식생활이 향상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빈곤 계층의 문제는 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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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하고 있다. 특히 식생활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아

동 ·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식생활이나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영양 섭취는 신체적인 건강 문제뿐만 아니

라 행동상의 문제, 심리 · 정서 ·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Kim 2003).
결식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서 가정 분위기와 학

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집단따돌림을 경

험한 비율이 높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학교생활

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

을 나타낸다고 보고된 바 있다(Park 등 2002). 또한 

결식학생은 식사 빈도가 낮고 식습관이 좋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신체계측치 및 단백질, 열량, 각종 비타

민 등 영양소의 섭취량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Bae 등 2001). 따라서 생존에 필요한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는 가정환경을 가진 아동이 발달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고려

해 볼 때 결식아동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

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1988년 최초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

생들에 대하여 중식지원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

며, 현재 교육복지 및 아동복지정책과 관련된「학교

급식법」및「아동복지법」등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아

동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

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식지원을 받는 결식아동

이 1997년 1만 1천 명 정도였으나,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급증하여 14만 명 수준이 되었고 이후 지속적

으로 늘어나 2008년에는 45만 명에 도달하였다(Jung 
2010).

특히 1997년 가을에 시작된 IMF 국제금융 이후 

대량실업으로 국가 및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

많은 부모의 실직, 이혼, 가출 등으로 가정이 해체

되어 그 여파는 결식아동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들

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성장

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생 서

로간의 위화감 해소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을 위해 학교에서의 무상급식을 보다 활성화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

교급식법을 개정하고 311억의 예산을 확충하여 결식

아동의 중식지원기간을 연 365일로 연장하는 등 저

소득층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에서도 결식아동 신고센터 설치, 긴급생계보호, 한시

적 생활보호, 급식제공 민간단체의 지원확대, 결식

아동상담, 사회복지전문요원, 지역사회복지관의 활용, 
종합대책의 수립 등 결식아동 긴급대책을 제시하고 

있다(Choi & Jung 2007). 현재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은 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의 자녀, 자치단체 석식지원 대상학생, 사
회복지시설 수용학생, 소년소녀가장, 특수교육대상자, 
저소득 한 부모가정 자녀이며 차상위계층에 해당되

는 학생으로 연간 소득금액 및 월 건강보험료 등으

로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저소득자녀, 담임교

사가 상담을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추천한 학

생 순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2000). 

이와 같이 최근 학생 중식지원사업의 실시 및 확

대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 및 평

가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Lee(1999)는 결

식학생 중식지원사업의 평가를 시설 유형별 부모의 

만족도 측면에서 실시했을 때 급식, 담당자, 상호작

용, 지역연계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중식지원 초등학생들은 아침결식률이 높

고 식습관이 나쁘며 영양소 섭취가 열등한 것으로 

보고되어 이들의 영양지원 확대를 요구한 연구(Bae 
등 2001; Park & Choi 2008)가 보고되었다. 이와 같

이 현재의 중식지원사업의 실태, 과정 평가 및 효과 

평가 등 다양한 근거자료를 확보했을 때 보다 효율

적이고 바람직한 사업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특히 현재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들

의 영양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적

절한 영양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2의 급성장기에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식지원 학생과 일반 학생의 

급식 만족도, 식습관 및 영양상태를 비교분석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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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경제수준이 열악한 결식학생을 위해 급식지

원을 통한 식생활개선, 건강증진 및 영양교육 등 

복지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 남녀공학 중학교 한 

개교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남학생 264명(급식지

원학생 131명, 일반학생 133명)과 여학생 246명(급식

지원학생 120명, 일반학생 126명)의 총 510명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남녀 학생의 학년별 대상자 비율

을 유사하게 고려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6월 17
일부터 25일까지 9일 동안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510부로 이 중 응

답이 미비하거나 무성의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나머지 491부(96.2%)를 성별에 따라 급식지원군

(school lunch support, SLS)과 일반군(no school lunch 
support, NSLS)으로 정의하고 분류하여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급식지원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2010 아동복지사업」에 따

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치단체 석식지원 대상

자, 사회복지시설 수용학생, 소년소녀가장, 차상위

계층으로 최저생계비 상위 120% 이내인 가정의 

자녀,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해 담임교사가 추천

한 저소득층 자녀 중 중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로 한정하였으며,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급

식비를 납부하고 있는 일반가정의 학생을 일반군

이라고 정의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 연구(Bae 등 

2001; Jung 2010)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

록 재구성하였으며,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 ․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설문지는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문내

용은 일반사항 및 가족사항 7문항, 식습관 및 식행

동 7문항, 식생활태도 14문항, 학교급식 만족도 9문
항, 영양섭취 상태 조사로 구성하였다. 식생활태도

를 묻는 문항은 총 14개 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5
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한 문항당 5점씩 평가

하였다. 영양섭취 상태 조사는 24시간 회상법을 통

하여 학생이 급식이 실시되는 평일 하루 동안 먹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간식을 포함한 모든 음식

의 종류와 그에 따른 각각의 식재료 종류 및 분량

을 작성하도록 한 후 CAN-Pro 3.0(한국영양학회)을 

이용하여 영양소섭취량을 분석하였다. 에너지 섭취

를 고려한 영양소 섭취수준을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영양의 질적 지수(Index of Nutritional Quality, 
INQ)를 [1,000 kcal당 영양소 섭취량/1,000 kcal당 특

정 영양소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으로 산출하

여 평가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는 SPSS/Win 
Program(ver. 18.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및 

급식지원 여부에 따른 일반사항과 가족사항, 식습

관, 학교급식에 대한 태도는 χ2-test로 유의성을 검

정하였고, 식생활태도(항상 그렇다-5점, 그렇다-4
점, 보통이다-3점, 아니다-2점, 전혀 아니다-1점), 
학교급식 만족도(매우 만족-5점, 만족-4점, 보통-3
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배식량 및 메뉴

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영양섭취량은 t-test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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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oys

Significance
Girls

Significance
SLS (n=127) NSLS (n=131) Total (n=258) SLS (n=112) NSLS (n=121) Total (n=233)

Grade

1st  54 (42.5)1) 54 (41.2) 108 (41.9)

 N.S3)

42 (37.5) 46 (38.0) 88 (37.8)

N.S2nd 40 (31.5) 43 (32.8)  83 (32.1) 39 (34.8) 40 (33.1) 79 (33.9)

3rd 33 (26.0) 34 (26.0)  67 (26.0) 31 (27.7) 35 (28.9) 66 (28.3)

Age (yrs)   14.8±0.82)  14.9±0.8  14.8±0.8 N.S  14.9±0.8  14.9±0.8  14.9±0.8 N.S

Height (cm) 164.3±8.4 163.0±9.2 163.6±8.8 N.S 158.7±5.8 158.9±4.9 158.8±5.4 N.S

Weight (kg)   53.5±11.5   54.6±11.8   54.0±11.7 N.S  50.0±8.0  49.3±6.7  49.6±7.3 N.S

BMI (kg/m2)  19.7±3.4  20.5±3.6  20.1±3.5 N.S  19.8±2.4  19.5±2.3  19.6±2.4 N.S
1) N (%)
2) Mean±SD
3) Not significant
SLS: school lunch support, NSLS: no school lunch suppor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결 과

1.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학

생 중 학교급식지원을 받는 학생은 127명(49.2%), 일
반학생이 131명(50.8%)이고 여학생 중 학교급식지원을 

받는 학생은 112명(48.1%), 일반학생이 121명(51.9%)
이었다. 남녀 학생의 평균 나이는 14.8세, 14.9세이며 

남학생 중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의 평균 신장과 체

중은 164.3 cm, 53.5 kg, 일반학생은 163.0 cm, 54.6 
kg이고, 여학생 중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의 평균 신

장과 체중은 158.7 cm, 50.0 kg, 일반학생은 158.9 
cm, 49.3 kg으로 지원 여부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2. 부모 및 가족사항 

조사대상자의 부모 및 가족사항은 Table 2와 같

다. 아버지의 학력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하

고 두 집단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나 대

학교 졸업 이상과 중학교 졸업이 급식지원군은 18.5%
와 3.1%, 일반군은 30.6%와 4.5%로 나타나 급식비 

지원 여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어머니의 학력수준도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마찬가

지로 급식비 지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1). 아버지의 직업은 급식지원군은 기타 46.0%, 일
반군은 공무원 및 회사원이 45.6%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P＜0.01), 어머니의 직업은 급식비 지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버지 직업의 경우 급

식지원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기타의 범위에는 보

기에 없는 무직이나 서비스업이 포함되었다. 가족 

수를 묻는 질문에 급식지원군은 4명(41.4%)＞3명
(26.8%)＞5명(19.7%) 순이었으며 일반군은 4명(65.9
%)＞5명(14.7%)＞3명(13.9%) 순으로 나타나 지원 여

부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01). 가족의 

한 달 수입은 급식지원군이 100∼200만원이 33.1%
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하 20.5%, 200∼300만원 

14.6% 순이며 일반군은 200∼300만원이 25.4%, 100
∼200만원 21.8%, 300∼400만원 18.3% 순으로 나타

나 일반군의 경제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3. 식습관 및 식생활태도 

1) 식습관

남녀 중학생의 급식지원 여부에 따른 식습관은 

Table 3과 같다. 아침식사 횟수는 남학생의 경우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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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riteria SLS NSLS Total χ2-test

Fath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graduate    7 ( 3.1)1)  11 ( 4.5)  18 ( 3.8)

17.364**2)

(df=3)
High school graduate  76 (33.5)  79 (32.6) 155 (33.0)

Above university graduate  42 (18.5)  74 (30.6) 116 (24.7)

Don't know 102 (44.9)  78 (32.2) 180 (38.4)

Moth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graduate  12 ( 5.2)  10 ( 4.2)  22 ( 4.7)
14.090**
(df=3)

High school graduate  97 (42.2)  93 (38.8) 190 (40.4)

Above university graduate  25 (10.9)  56 (23.3)  81 (17.2)

Don't know  96 (41.7)  81 (33.8) 177 (37.7)

Father's occupation

Farming, fishery   1 ( 0.4)   0 ( 0.0)   1 ( 0.2)

18.564**
(df=4)

Public official and office worker  79 (33.6) 114 (45.6) 193 (39.8)

Professional jobs  11 ( 4.7)  10 ( 4.0)  21 ( 4.3)

Own business  36 (15.3)  55 (22.0)  91 (18.8)

Others 108 (46.0)  71 (28.4) 179 (36.9)

Mother's occupation

Farming, fishery   1 ( 0.4)   1 ( 0.4)   2 ( 0.4)

7.775
(df=4)

Public official and office worker  53 (22.8)  71 (29.0) 124 (26.0)

Professional jobs   9 ( 3.9)  19 ( 7.8)  28 ( 5.9)

Own business  27 (11.6)  32 (13.1)  59 (12.4)

Others 142 (61.2) 122 (49.8) 264 (55.3)

Total family member
 who lived together 

Two  14 ( 5.9)   6 ( 2.4)  20 ( 4.1)

31.633***
(df=4)

Three  64 (26.8)  35 (13.9)  99 (20.2)

Four  99 (41.4) 166 (65.9) 265 (54.0)

Five  47 (19.7)  37 (14.7)  84 (17.1)

Over six  15 ( 6.3)   8 ( 3.2)  23 ( 4.7)

Monthly income (Won)

≤1,000,000  49 (20.5)  18 ( 7.1)  67 (13.6)

74.0187***
(df=5)

1,000,000∼2,000,000  79 (33.1)  55 (21.8) 134 (27.3)

2,000,000∼3,000,000  35 (14.6)  64 (25.4)  99 (20.2)

3,000,000∼4,000,000   8 ( 3.3)  46 (18.3)  54 (11.0)

≥4,000,000   7 ( 2.9)  31 (12.3)  38 ( 7.7)

Don't know  61 (25.5)  38 (15.1)  99 (20.2)
1) N (%)
2) **P＜0.01, ***P＜0.001
SLS: school lunch support, NSLS: no school lunch support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parents and family.

식지원군이 매일 먹는다(48.8%)＞1주에 1∼2번(15.7%) 
＞1주에 5∼6번(13.4%), 일반군은 매일 먹는다(55.0%) 
＞1주에 5∼6번(22.1%)＞1주에 3∼4번(10.7%) 순으로 

나타났다(P＜0.05). 여학생의 경우 급식지원군이 매일 
먹는다(33.9%)＞1주에 3∼4번(21.4%)＞먹지 않는다

(21.4%), 일반군이 매일 먹는다(40.5%)＞1주에 3∼4번
(20.7%)＞1주에 5∼6번(19.8%) 순으로 나타났다(P＜ 

0.05).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급식

비 지원 여부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아침 

식사시간으로는 남학생의 경우 ‘10∼20분’이라고 응

답한 학생이 급식지원군과 일반군 각각 63.8%, 55.7%, 
‘10분 이내’로 응답한 학생이 31.5%, 29.8%로 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의 식사시간이 더 빠른 것으로 나

타났다(P＜0.05). 여학생의 경우에는 ‘10분∼20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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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riteria
Boys

χ2-test
Girls

χ2-testSLS
(n=127)

NSLS
(n=131)

SLS
(n=112)

NSLS
(n=121)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Every day  62 (48.8)1) 72 (55.0)

10.638*2)

(df=4)

38 (33.9) 49 (40.5)

13.118*
(df=4)

5∼6 times/week 17 (13.4) 29 (22.1) 12 (10.7) 24 (19.8)
3∼4 times/week 16 (12.6) 14 (10.7) 24 (21.4) 25 (20.7)

1∼2 times/week 20 (15.7)  7 ( 5.3) 14 (12.5) 15 (12.4)
Never 12 ( 9.4)  9 ( 6.9) 24 (21.4)  8 ( 6.6)

Reason of
 skipping meals

No enough time 35 (42.2) 30 (41.7)

8.648
(df=5)

44 (57.1) 32 (42.1)

6.806
(df=5)

No appetite 24 (28.9) 26 (36.1) 12 (15.6) 21 (27.6)
Habitually 15 (18.1)  3 ( 4.2) 15 (19.5) 14 (18.4)
Indigestion  2 ( 2.4)  4 ( 5.6)  3 ( 3.9)  4 ( 5.3)

Nobody sets the table  3 ( 3.6)  4 ( 5.6)  2 ( 2.6)  5 ( 6.6)
Others  4 ( 4.8)  5 ( 6.9)  1 ( 1.3)  0 ( 0.0)

Time spent for
 eating breakfast

Shorter 10 minutes 40 (31.5) 39 (29.8)
7.128*
(df=2)

27 (24.1) 24 (19.8)
0.713
(df=2)10∼20 minutes 81 (63.8) 73 (55.7) 69 (61.6) 77 (63.6)

20∼30 minutes  6 ( 4.7) 19 (14.5) 16 (14.3) 20 (16.5)

Type of breakfast

Korean food 97 (76.4) 107 (81.7)

3.013
(df=4)

85 (75.9) 98 (81.0)

1.159
(df=4)

Bread, cereal, milk, juice 19 (15.0) 17 (13.0) 20 (17.9) 18 (14.9)
Raw grains or powder of roast grain  2 ( 1.6)  3 ( 2.3)  1 ( 0.9)  1 ( 0.8)
Fruits or vegetables  1 ( 0.8)  1 ( 0.8)  2 ( 1.8)  1 ( 0.8)

Others  8 ( 6.3)  3 ( 2.3)  4 ( 3.6)  3 ( 2.5)

Monthly expenditure
 for snack (Won)

Under 10,000 76 (59.8) 72 (55.0)

3.025
(df=3)

80 (71.4) 70 (57.9)

5.57
(df=3)

10,000∼20,000 38 (29.9) 47 (35.9) 26 (23.2) 40 (33.1)

20,000∼30,000  8 ( 6.3)  4 ( 3.1)  3 ( 2.7)  8 ( 6.6)
Over 30,000  5 ( 3.9)  8 ( 6.1)  3 ( 2.7)  3 ( 2.5)

Frequency of eating
 snack instead of
 meal

Don't eat 31 (24.4) 40 (30.5)

5.152
(df=4)

23 (20.5) 21 (17.4)

2.772
(df=4)

1∼2 times/week 64 (50.4) 68 (51.9) 51 (45.5) 62 (51.2)
3∼4 times/week 26 (20.5) 15 (11.5) 25 (22.3) 24 (19.8)
5∼6 times/week  1 ( 0.8)  3 ( 2.3)  4 ( 3.6)  8 ( 6.6)

Every day  5 ( 3.9)  5 ( 3.8)  9 ( 8.0)  6 ( 5.0)

Kind of snacks 

Drinking and ice cream 59 (46.5) 55 (42.0)

1.096
(df=4)

53 (47.3) 50 (41.3)

3.256
(df=4)

Kinds of junk foods  2 ( 1.6)  2 ( 1.5)  3 ( 2.7)  2 ( 1.7)

Snacks in supermarkets 20 (15.7) 25 (19.1) 21 (18.8) 26 (21.5)
Skewer or fried foods 16 (12.6) 20 (15.3) 16 (14.3) 13 (10.7)
Hardly ever eat 30 (23.6) 29 (22.1) 19 (17.0) 30 (24.8)

1) N (%) 
2) *P＜0.05
SLS: school lunch support, NSLS: no school lunch support

Table 3. Dietary habits of the subjects.

라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61.6%, 63.6%, ‘10분 이내’
로 응답한 학생이 24.1%, 19.8%로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의 식사시간이 일반군보다 약간 더 빠른 것으

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아침식사 

유형은 남학생 79.1%, 여학생 78.5%가 밥과 국, 반

찬을 포함한 한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급식비 

지원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 달 간

식비용은 전체학생 중 ‘1만원 이하’가 60.7%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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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ary attitude
Boys

Significance
Girls

SignificanceSLS
(n=127)

NSLS
(n=131)

Total
(n=258)

SLS
(n=112)

NSLS
(n=121)

Total
(n=233)

I don't eat anything that I don't like  2.7±1.11) 2.8±1.1 2.8±1.1  N.S2) 3.1±1.3 2.8±1.1 3.0±1.2 N.S

I enjoy eating some food that is good for
 health 3.3±0.9 3.5±0.9 3.4±0.9 N.S 2.7±0.9 3.0±0.9 2.9±0.9 *3)

I try to change my wrong eating habit 3.5±0.9 3.7±0.9 3.6±0.9 N.S 3.1±0.9 3.3±0.9 3.2±0.9 N.S

I try to eat some food that I haven't eaten
 before 3.7±0.9 3.7±0.9 3.7±0.9 N.S 3.2±1.1 3.3±1.1 3.3±1.1 N.S

I try to have all foods evenly in the
 mealtime 3.8±0.9 3.7±1.0 3.8±0.9 N.S 3.5±1.0 3.5±1.0 3.5±1.0 N.S

I think about the nutritious value first when
 I choose foodstuff 3.0±0.9 3.0±1.1 3.0±1.0 N.S 2.6±0.8 2.8±0.9 2.7±0.8 N.S

As long as I am satisfied with a meal
 habit, I need not change it at all 3.5±1.0 3.5±1.0 3.5±1.0 N.S 3.3±0.9 3.2±0.9 3.3±0.9 N.S

I think about the five basic food groups
 when I have a meal 2.8±1.1 3.0±1.0 2.9±1.1 N.S 2.5±0.8 2.5±0.9 2.5±0.8 N.S

I try to eat a cup of milk everyday 3.4±1.3 3.6±1.3 3.5±1.3 N.S 2.7±1.2 3.1±1.3 2.9±1.3 *

Whenever I have some foodstuff, I am
 grateful to what I eat 3.4±0.9 3.6±1.0 3.5±1.0 * 3.2±0.9 3.2±0.9 3.2±0.9 N.S

I do well a rearrangement after finishing
 the meal 3.9±1.0 3.9±0.9 3.9±0.9 N.S 3.9±0.8 3.8±0.9 3.8±0.9 N.S

I wash my hands cleanly with soap before
 eating 3.6±1.0 3.6±1.0 3.6±1.0 N.S 3.5±1.0 3.3±1.0 3.4±1.0 N.S

After using the toilet I wash my hands
 cleanly 4.3±0.7 4.3±0.9 4.3±0.8 N.S 4.2±0.8 4.3±0.6 4.3±0.7 N.S

I brush my teeth after eating 3.8±0.9 3.9±1.0 3.9±0.9 N.S 3.8±0.9 3.8±0.8 3.8±0.9 N.S

Total score 3.5±0.4 3.6±0.4 3.5±0.4 N.S 3.2±0.4 3.3±0.4 3.3±0.4 N.S
1) Mean±SD
2) Not significant
3) *P＜0.05
SLS: school lunch support, NSLS: no school lunch support

Table 4. Dietary attitude of the subjects.

많았고 ‘1만원∼2만원’ 30.8%, ‘2만원∼3만원’ 4.7%, 
‘3만원 이상’ 3.9%로 나타났고 급식비 지원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군것질을 하는 횟수와 

종류는 급식비 지원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2) 식생활태도

급식비 지원 여부에 따른 식생활태도는 Table 4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급식지원군과 일반군의 평균 

식습관 점수는 5점 만점에 각각 3.5점, 3.6점, 여학생

의 경우 3.2점, 3.3점으로 지원 여부 간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다.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다’가, 
여학생의 경우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즐겨 먹는

다’와 ‘매일 우유를 마시려고 노력한다’가 급식지원

군보다 일반군이 유의하게 높았다(각 P＜0.05).

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 배식량과 메뉴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급식비 지원 여부에 따른 배식량과 메뉴 다양성

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만족한다’ 5점에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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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Boys

Significance
Girls

SignificanceSLS
(n=127)

NSLS
(n=131)

Total
(n=258)

SLS
(n=112)

NSLS
(n=121)

Total
(n=233)

Quantity

Rice  4.0±0.81) 3.9±0.9 3.9±0.9  N.S2) 3.6±0.8 3.7±0.8 3.7±0.8 N.S

Soups 3.4±0.9 3.5±1.0 3.5±0.9 N.S 3.4±0.8 3.2±0.8 3.3±0.8 N.S

Main dishes 3.5±1.0 3.3±1.1 3.4±1.1 N.S 3.3±0.9 3.1±0.8 3.2±0.8 N.S

Side dishes 3.4±0.9 3.3±1.0 3.4±0.9 N.S 3.3±0.8 3.1±0.8 3.2±0.8  *3)

Kimchi 3.5±1.1 3.6±1.0 3.5±1.0 N.S 3.3±0.9 3.4±0.9 3.3±0.9 N.S

Desserts 3.5±1.2 3.6±1.3 3.5±1.3 N.S 3.6±1.0 3.3±1.1 3.4±1.1 *

Total 3.6±0.7 3.5±0.7 3.6±0.7 N.S 3.4±0.7 3.3±0.6 3.3±0.6 N.S

Variety

Rice 3.8±0.9 3.7±0.9 3.7±0.9 N.S 3.5±0.9 3.4±0.8 3.5±0.8 N.S

Soups 3.6±0.8 3.5±0.9 3.6±0.9 N.S 3.4±0.9 3.1±0.8 3.3±0.9 **

Main dishes 3.7±1.0 3.6±1.0 3.6±1.0 N.S 3.3±0.9 3.0±0.8 3.1±0.9 *

Side dishes 3.5±1.0 3.4±1.0 3.5±1.0 N.S 3.3±0.9 2.9±0.8 3.1±0.9 **

Kimchi 3.4±1.0 3.5±1.1 3.4±1.0 N.S 3.4±0.8 3.1±0.8 3.2±0.8 *

Desserts 3.7±1.1 3.7±1.2 3.7±1.1 N.S 3.6±1.0 3.3±1.0 3.4±1.0 *

Total 3.6±0.7 3.6±0.7 3.6±0.7 N.S 3.4±0.8 3.1±0.6 3.3±0.7 **
1) Mean±SD
2) Not significant
3) *P＜0.05, **P＜0.01
SLS: school lunch support, NSLS: no school lunch support

Table 5. Subject's satisfaction with quantity and variety of menus served at school.

불만족한다’ 1점의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배식량 만족도는 남학생의 경우 지원 여

부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학

생의 경우 부찬, 후식의 배식량 만족도가 급식지원

군이 일반군보다 높게 나타났다(각 P＜0.05). 메뉴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는 남학생의 경우 급식지원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

우 밥 종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급식지원

군이 일반군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메뉴의 다양성

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급식 만족도

급식비 지원 여부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를 ‘매
우 만족한다’ 5점에서 ‘매우 불만족한다’ 1점의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급식비대비 

식단 만족도는 지원 여부에 따라 남학생의 경우 급

식지원군 3.2점, 일반군 3.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각각 3.1점, 2.6점으로 급식지

원군이 일반군보다 높았다(P＜0.001). 음식의 맛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경우 급식지원군 3.4점, 일반군 

3.3점으로 지원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여학생

은 급식지원군 3.0점, 일반군 2.7점으로 유의적 차이

를 보였다(P＜0.01). 식재료의 위생상태, 조리과정의 

위생상태, 식판 · 수저의 위생상태를 묻는 질문에 

남학생의 경우 지원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여
학생의 경우 식재료의 위생상태를 묻는 항목은 유

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조리과정의 위생상태를 묻는 

질문에 급식지원군이 3.0점, 일반군이 2.7점으로 유

의적 차이를 나타내었고(P＜0.01) 식판 · 수저의 위

생상태를 묻는 질문에도 각각 2.8점, 2.5점으로 급식

지원군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유의적 차이를 나

타내었다(P＜0.05). 음식의 온도에 대한 만족도는 급

식지원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영

양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남학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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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oys

Significance
Girls

SignificanceSLS
(n=127)

NSLS
(n=131)

Total
(n=258)

SLS
(n=112)

NSLS
(n=121)

Total
(n=233)

How much are you satisfied with the contents
 of meal considering the price of school meals?  3.2±0.91) 3.1±0.9 3.1±0.9  N.S2) 3.1±0.7 2.6±0.8 2.8±0.8  ***3)

What do you think about the taste of school
 meals? 3.4±0.9 3.3±0.9 3.3±0.9 N.S 3.0±0.7 2.7±0.8 2.9±0.8 **

What do you think about the hygienic condition
 of food ingredients? 3.2±0.9 3.4±0.9 3.3±0.9 N.S 2.8±0.9 2.6±0.9 2.7±0.9 N.S

What do you think about the hygienic condition
 of cooking process? 3.3±0.9 3.5±0.8 3.4±0.8 N.S 3.0±0.8 2.7±0.7 2.8±0.8 **

What do you think about the hygienic condition
 of spoons and chopsticks on meal plates? 3.0±0.9 3.1±1.1 3.0±1.0 N.S 2.8±0.9 2.5±0.9 2.6±0.9 *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ood temperature? 3.6±0.8 3.6±0.8 3.6±0.8 N.S 3.3±0.8 3.2±0.8 3.3±0.8 N.S

What do you think about the information
 offered on nutritions? 3.6±0.8 3.5±0.8 3.6±0.8 N.S 3.3±0.6 3.1±0.7 3.2±0.7 **

Mean score 3.3±0.6 3.4±0.6 3.3±0.6 N.S 3.1±0.6 2.8±0.5 2.9±0.6 ***
1) Mean±SD
2) Not significant
3) *P＜0.05, **P＜0.01, ***P＜0.001
SLS: school lunch support, NSLS: no school lunch support

Table 6. Subject's satisfaction with school meal service.

급식지원 여부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여학생의 

경우 급식지원군이 일반군보다 높게 나타났다(P
＜0.01). 학교급식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남학생의 

경우 급식지원군이 3.3점으로 일반군의 3.4점과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각각 3.1점, 2.8
점으로 급식지원군이 일반군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

다(P＜0.001).

5. 영양섭취상태

학교급식비 지원 여부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1일 

영양소 섭취량은 Table 7과 같다. 에너지 섭취량은 

남학생의 경우 급식지원군이 1592.6 kcal로 일반군 

1821.5 kcal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01). 여학생의 
경우에도 급식지원군이 1510.7 kcal로 일반군 1718.7 
kcal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01). 영양소 섭취량은 
남학생의 경우 단백질, 당질, 식이섬유, 칼슘, 인, 동
물성 철, 나트륨, 칼륨,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2,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E, 콜레스테롤, 여학생의 

경우에는 단백질, 당질, 식이섬유, 칼슘, 동물성 철, 
나트륨, 칼륨, 비타민 A, 비타민 B2, 엽산, 비타민 E, 
콜레스테롤에 있어 급식지원군이 일반군보다 유의

하게 낮아 전체적으로 급식지원군의 영양소 섭취가 

일반군보다 낮았다. 조사대상자의 에너지 섭취를 고

려한 영양소 섭취수준을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INQ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남학생과 여

학생 모두 급식지원군의 비타민 A의 INQ는 일반군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비타

민 B1과 니아신, 여학생의 경우 단백질, 아연, 비타

민 B1, 니아신, 비타민 C의 INQ가 급식지원군이 일

반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급식지원에 따른 급식 만족도, 식

습관 및 영양섭취상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급식지

원의 영양평가와 그에 따른 결식아동에 대한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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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
Boys

Signifi-
cance

Girls
Signifi-
canceSLS

(n=127)
NSLS

(n=131)
Total

(n=258)
SLS

(n=112)
NSLS

(n=121)
Total

(n=233)

Energy (kcal)  1592.6±466.31) 1821.5±464.0 1708.8±478.2  ***2) 1510.7±412.1 1718.7±431.1 1618.7±433.9 ***

Plant protein (g) 24.8±8.0  29.6±14.0  27.3±11.6 *** 23.4±9.0 27.0±9.1 25.3±9.2 *

Animal protein (g)  40.4±19.4  42.9±17.7  41.6±18.5  N.S3)  37.3±16.4  38.3±15.0  37.8±15.6 N.S

Plant fat (g)  16.0±11.0  19.8±16.1  17.9±13.9 *  17.5±11.3  21.5±16.1  19.5±14.1 N.S

Animal fat (g)  30.6±23.6  31.5±20.5  31.1±22.0 N.S  31.9±22.9  27.2±15.6  29.4±19.5 N.S

Carbohydrate (g) 226.7±65.1 265.9±63.0 246.6±66.8 *** 208.6±64.8 255.0±60.4 232.7±66.6 ***

Crude fiber (g) 12.6±4.0 14.9±5.0 13.8±4.7 *** 12.8±4.0 14.7±4.8 13.8±4.5 **

Plant Ca (mg) 155.2±59.6  178.9±113.0 167.2±91.3 * 154.2±72.5 172.8±81.3 163.9±77.6 N.S

Animal Ca (mg)  183.3±172.9  233.3±190.9  208.6±183.6 *  191.0±151.9  246.2±189.6  219.7±174.4 *

P (mg)  853.2±260.7  963.1±313.9  909.0±293.6 *  835.4±244.1  893.2±278.2  865.4±263.4 N.S

Plant Fe (mg)  6.5±4.4  7.0±2.8  6.8±3.7 N.S  6.0±3.5  6.6±2.3  6.3±2.9 N.S

Animal Fe (mg)  3.3±2.0  4.6±1.9  3.9±2.1 ***  3.1±1.7  4.0±1.9  3.6±1.9 ***

Na (mg)  3612.0±1129.1  4278.1±1216.5  3950.2±1218.5 ***  3473.1±1300.0  4129.4±1191.0  3813.9±1284.6 ***

K (mg) 1847.8±683.8 2071.1±668.5 1961.2±684.0 **  1792.9±58.1. 2094.9±812.4 1949.8±725.1 ***

Z (mg)  7.7±3.1  8.5±2.6  8.1±2.9 *  7.3±3.1  7.5±2.1  7.4±2.6 N.S

Vitamin A (μgRE)  554.2±269.6  702.4±234.4 629.5±262. ***  484.6±243.1  666.4±296.3  579.0±286.3 ***

Vitamin B1 (mg)  1.3±0.7  1.3±0.6  1.3±0.7 N.S  1.2±0.6  1.2±0.6  1.2±0.6 N.S

Vitamin B2 (mg)  1.0±0.5  1.2±0.4  1.1±0.5 *  1.0±0.4  1.2±0.5  1.1±0.5 ***

Vitamin B6 (mg)  2.0±0.7  2.3±0.7  2.1±0.7 ***  1.9±1.0  2.1±0.8  2.0±0.9 N.S

Niacin (mg) 15.3±7.5  15.6±7.7 15.5±7.6 N.S 14.9±5.9  14.8±7.1 14.8±6.6 N.S

Vitamin C (mg) 57.4±6.6   60.2±39.0  58.9±37.8 N.S  62.2±34.7   65.0±39.2  63.6±37.0 N.S

Folate (μg) 162.0±60.1 183.5±4.8 172.9±68.7 * 152.4±53.0  183.1±79.0 168.3±69.4 ***

Vitamin E (mg) 10.1±5.7  12.1±6.8 11.1±6.3 ** 10.6±5.1  12.8±7.2 11.8±6.4 **

Cholesterol (mg)  416.5±257.8   586.4±225.2  502.8±255.9 ***  360.2±251.7   516.2±241.3  441.2±257.9 ***
1) Mean±SD
2) *P＜0.05, **P＜0.01, ***P＜0.001
3) Not significant
SLS: school lunch support, NSLS: no school lunch support

Table 7. Daily nutrient intake of the subjects.

활개선, 건강증진 및 영양교육 등 복지정책에 활용

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영양섭취기준 설정을 위한 체위 

기준치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2∼14세의 경우 남

학생은 158.8 cm와 50.5 kg, 여학생은 155.9 cm와 

47.5 kg이다(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 이와 

비교 시 본 조사에 참여한 남학생은 신장 4.8 cm, 체
중 3.5 kg, 여학생은 신장 2.9 cm, 체중 2.1 kg이 높

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급식지원 여부에 따른 대

상자 간 신장과 체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현재 학교급식에서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 선정 

기준이 가정환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를 근거로 한 본 연구의 급식지원 학생의 부모와 

가정 요인은 일반학생과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부모

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 가족 수 및 수입 항목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식지원 대상학생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식지원을 받는 학생 중 70%가 

결손가정임을 나타내고 있고(Sung 2001), 이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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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
Boys

Significance
Girls

SignificanceSLS
(n=127)

NSLS
(n=131)

Total
(n=258)

SLS
(n=112)

NSLS
(n=121)

Total
(n=233)

Protein  2.0±0.31) 1.9±0.3 1.9±0.3  N.S2) 1.8±0.3 1.7±0.3 1.7±0.3 **

Ca 0.5±0.2 0.5±0.2 0.5±0.2 N.S 0.5±0.2 0.5±0.2 0.5±0.2 N.S

P 1.3±0.3 1.3±0.2 1.3±0.2 N.S 1.2±0.3 1.2±0.2 1.2±0.2 N.S

Fe 1.3±0.5 1.3±0.3 1.3±0.4 N.S 1.0±0.4 1.0±0.2 1.0±0.3 N.S

Na 3.9±1.0 4.0±0.9 3.9±0.9 N.S 3.1±0.9 3.3±0.8 3.2±0.8 N.S

K 4.0±1.3 4.0±1.1 4.0±1.2 N.S 3.7±0.9 3.7±1.2 3.7±1.0 N.S

Zn 1.5±0.3 1.4±0.2 1.4±0.3 N.S 1.4±0.4 1.3±0.2 1.3±0.3 **

Vitamin A 1.2±0.5 1.4±0.5 1.3±0.5  **3) 1.0±0.4 1.2±0.4 1.1±0.4 ***

Vitamin B1 1.6±0.7 1.4±0.5 1.5±0.7 * 1.6±0.8 1.4±0.5 1.5±0.6 *

Vitamin B2 1.1±0.3 1.1±0.3 1.1±0.3 N.S 1.1±0.3 1.1±0.3 1.1±0.3 N.S

Vitamin B6 2.1±0.5 2.2±0.7 2.1±0.6 N.S 1.8±0.7 1.8±0.6 1.8±0.7 N.S

Niacin 1.5±.05 1.4±0.6 1.4±0.6 ** 1.5±.05 1.3±0.4 1.4±0.5 ***

Vitamin C 0.9±0.7 0.8±0.5 0.9±0.6 N.S 1.0±0.6 0.8±0.5 0.9±0.6 *

Folate 0.7±0.2 0.7±0.2 0.7±0.2 N.S 0.6±0.2 0.6±0.2 0.6±0.2 N.S

Vitamin E 1.5±0.7 1.6±0.8 1.6±0.8 N.S 1.4±0.5 1.5±0.7 1.4±0.6 N.S
1) Mean±SD
2) Not significant
3) *P＜0.05, **P＜0.01, ***P＜0.001
SLS: school lunch support, NSLS: no school lunch support

Table 8. Index of nutritional quality in the subjects.

미혼가구의 증가에 따른 한 부모 가구의 경제적 자

립이나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등의 지원정책에 초

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Choi & Jung 2007). 
2010 아동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상위 120% 이내

로써 2010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63천원일 때 

월평균 가구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635
천원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사대상자 중 이 
기준에 해당하는 200만원 이하 소득에 해당하는 급

식지원 학생은 53.6%로 높은 비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
tion 2010)에 의하면 12∼18세 청소년의 아침결식률

은 남자 29.1%, 여자 26.3%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아침결식률은 조사일 전 

2일 연속 결식했을 때로 평가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조사대상자들의 결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남녀학생 모두 급식지원군이 일반군보다 유의하

게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Bae 등 2001; Jung 2010). 아침결식 이외의 식습관 

중 남학생에서 급식지원군의 아침식사 시간이 일반

군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를 정

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식사속도가 빠르면 대

뇌의 포만 중추가 포만감을 감지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여 섭취량이 많아져 비만의 위험도가 증

가된다는 연구(Yu 등 2007)를 고려할 때 급식지원군

의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으로 평가되며 향후 즐

겁고 여유 있는 식사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도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식생활태도는 급식비 지원 여부에 따라 

남녀학생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남학생의 

경우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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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다’와 ‘매일 우유를 마시려고 노력한다’에서 급

식지원군이 일반군보다 낮은 식태도를 보였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Bae 등(2001)의 연구에서 

중식지원 학생의 식습관이 일반학생보다 유의하게 

나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Park & 
Choi(2008)는 결식아동 대상 급식지원은 영양적인 

지원이 되더라도 근본적인 영양교육이 병행되지 않

는다면 결식아동의 영양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

다고 강조하였다.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실시할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급식지원 학생의 일부 식행동 

및 식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영양지도가 병행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된다.
급식지원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평가에서 특히, 

급식지원을 받는 여학생의 급식메뉴의 배식량과 다

양성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전반적인 급식만족도도 

일반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

는 급식지원 학생의 가정환경이 어렵고 그로 인해 

가정에서의 식사가 부실해서 영양교사인 전문가에 

의해 관리되는 식사 및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

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급식만족도는 급식지원에 따른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급식의 전반적인 만족

도 점수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만족하는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

해서는 Ku 등(2001)이 제안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음식에 대한 기호를 식단에 반영하고,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한 다양한 조리법이 활용되어져야 하며 또

한 다양한 음식 섭취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정

기적이고 지속적인 영양교육을 통해 강조되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급식지원에 따른 영양섭취상태를 평가했을 때, 1

일 에너지 섭취량은 남학생의 경우 급식지원군이 

1592.6 kcal로 일반군 1821.5 kcal보다 유의하게 낮았

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급식지원군이 1510.7 kcal로 

일반군 1718.7 kcal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그밖에 다

양한 영양소 섭취량도 급식지원군이 일반군보다 유

의하게 낮았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Bae 등
(2001)의 연구에서 급식지원군의 에너지 섭취량은 

섭취기준의 87.2%를 보여 일반군의 98.3%보다 유의

하게 낮았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같았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들의 에너지 섭취량은 필요추정량과 

비교할 때 다른 연구들보다 다소 낮았는데, 이는 부

모의 학력과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영양소 섭취상태

가 좋았다는 연구(Han 등 1999)를 고려할 때 본 조

사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선행연구 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Park 등
(2008)의 연구에서도 학기 중과 방학 중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영양소 섭취량은 중식지원 어린이가 

일반 어린이에 비해 적었다고 보고하여 급식지원 

학생의 영양섭취량이 일반학생보다 낮았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Park 등(2008)
의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가정에서의 아침

이나 저녁식사의 부재 또는 부실한 식사로부터 발

생하는 영양섭취부족을 학교급식을 통한 중식의 지

원만으로 완전히 보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매끼 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지도, 중식지원을 확

대한 식사지원,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방학 

중의 식사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소득 학생에 

대한 영양지원이 체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에

너지 섭취가 일반 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았기 때문

에 에너지 섭취를 고려한 영양소 섭취수준을 질적

으로 평가한 영양소별 INQ를 살펴보았을 때 비타민 

A를 제외한 단백질, 아연, 비타민 B1, 니아신, 비타

민 C 등의 INQ가 급식비지원군보다 일반군에서 유

의하게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급식비지원 학생

들의 영양관리는 결식이나 식사량 부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

며, 일반 학생들에게도 미량 영양소의 섭취 강화를 

위한 영양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다양한 영양소 중 특히 칼슘은 급식지원군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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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모두 권장섭취량의 50% 이하의 낮은 섭취량을 

보여 성장기의 신체적 발달이 왕성한 시기에 필요

한 칼슘을 부족하지 않게 섭취할 수 있도록 칼슘 

섭취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에 따르면 우리나라 칼슘 섭취량은 고소득층의 경우 

65∼71% 수준이었으며, 성장기 어린이는 455.1 mg
으로 권장섭취량의 47.6%의 낮은 섭취를 보여 취약

한 영양소로 평가되었다. Stevens & Nelson(2011)은 

영국에서 2001년부터 학교급식을 위한 영양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도 특히 저소득층 어린이의 영양섭취

가 영양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식품군 중심의 영양기준이 식품 및 영양소 중심의 

영양기준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영양섭취 

평가를 통해 학교급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 또한 학교급식, 학교급식지원, 도시락 지참 학생

을 대상으로 영양섭취상태를 평가했을 때 도시락 지참 

학생들이 나트륨, 포화지방산, 당류 섭취 면에서 건강

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학생들은 칼슘 섭취가 부족

하고 경제수준이 취약한 급식지원 학생의 전반적인 

영양소 섭취량이 일반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점심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

이 공통적으로 섭취하므로 점심식사보다는 아침과 

저녁식사를 통한 영양소 섭취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급식지원 학생들의 

영양섭취 상태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교의 점심식사 지원뿐만 아니라 결식에 방치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식사지원 및 영양지원이 확대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여

부에 따라 급식만족도 및 식습관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영양 섭취상태에 대해 비교 분석하여 학교 내 

급식지원 여부에 따른 성장기 청소년의 영양실태를 

파악하고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에 대한 식생활개선

과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

였다.
1. 본 조사에 참여한 남녀 학생의 평균 나이는 14.8

세, 14.9세이며 남학생 중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

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164.3 cm, 53.5 kg, 일반

학생은 163.0 cm, 54.6 kg이었고, 여학생 중 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158.7 
cm, 50.0 kg, 일반학생은 158.9 cm, 49.3 kg으로 

지원 여부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2. 급식비 지원 여부에 따른 아침식사 빈도는 남녀

학생 모두 매일 먹는다는 비율이 급식지원군보다 

일반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각 P＜0.05). 아침식

사 시간은 남학생에서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이 

일반군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P＜0.05).
3. 급식비 지원 여부에 따른 전체 식생활태도는 남

녀학생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세부 항목

에서 남학생의 경우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감사

하는 마음으로 먹는다’가, 여학생의 경우에는 ‘건
강에 좋은 음식을 즐겨 먹는다’와 ‘매일 우유를 

마시려고 노력한다’가 급식지원군보다 일반군이 

유의하게 높았다(각 P＜0.05). 
4. 학교급식에서 배식량에 대한 만족도는 남학생의 

경우 지원 여부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 부찬, 후식의 배식량 만

족도가 급식지원군이 일반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 P＜0.05). 메뉴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는 남학

생의 경우 급식지원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 밥 종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급식지원군이 일반군보다 높은 점

수를 보여 메뉴의 다양성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급식비 지원 여부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는 남

학생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

나 여학생은 급식비대비 식단 만족도, 음식의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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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과정의 위생상태, 식판 ․ 수저의 위생상태, 영
양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급식지원

군이 일반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학교급식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남학생의 경우 급식지원군이 

3.3점으로 일반군의 3.4점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나 여학생의 경우 각각 3.1점, 2.8점으로 급식

지원군이 일반군보다 높았다(P＜0.001).
6. 학교급식비 지원 여부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1일 

에너지 섭취량은 남학생의 경우 급식지원군이 

1592.6 kcal로 일반군 1821.5 kcal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01). 여학생의 경우에도 급식지원군

이 1510.7 kcal로 일반군 1718.7 kcal보다 유의하

게 낮았다(P＜0.001). 영양소 섭취량은 남학생의 

경우 단백질, 당질, 식이섬유, 칼슘, 인, 동물성 

철, 나트륨, 칼륨,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2, 비
타민 B6, 엽산, 비타민 E, 콜레스테롤, 여학생의 

경우에는 단백질, 당질, 식이섬유, 칼슘, 동물성 

철, 나트륨, 칼륨, 비타민 A, 비타민 B2, 엽산, 비
타민 E, 콜레스테롤에 있어 급식지원군이 일반군

보다 유의하게 낮아 전체적으로 급식지원군의 영

양소 섭취가 일반군보다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여학생의 경우 급식

지원군은 일반군에 비해 학교급식 만족도가 높았지

만, 남녀학생 모두 급식지원군이 일반군보다 아침식

사 횟수가 낮고 아침식사 시간이 빠르며 식생활태

도가 다소 낮았다. 또한 급식지원군의 1일 전체 영

양섭취량은 일반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따라서 급

식지원을 받는 학생의 학교급식 지원을 보다 폭넓

게 확대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한 식생

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속적

인 영양관리 및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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