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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students' eating habits and to evaluate the necessity of high school 
breakfast service by surveying concerned persons such as high school dietitians, parents, and students to find 
practical solutions to decrease the breakfast-skipping rate of the high school students in Chungcheong. The da-
ta were collected from 75 dietitians, 584 students, and 420 parents. Parents and students participated the sur-
vey more positively, and the more monthly income participants’ families had,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on 
increased by 1.5 times (OR=1.452). Parents suggested that breakfast should be offered at a lower price (1,000
∼2,000 won) than school lunch, and for the school breakfast cost, they preferred to bear the expense togeth-
er with schools. For the type of breakfast, the dietitians preferred convenient foodservice (40.0%), the students 
preferred simple meals such as bread, milk, fruit and salad (3.97), and Kimbap, Joomukbap et al (3.93) rather 
than Korean traditional foods (3.76) such as rice, soup and side dish. The dietitians answered ‘needed’ and 
‘very much needed’ to the necessity of breakfast relatively low by 30.7%. As the result of the study, the re-
searchers suggest the execution of school breakfast program should start first for the students who cannot 
have breakfast at home. Moreover, mo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reduce the constantly increasing rate 
of breakfast-skipping rate of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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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자녀의 이른 등

교로 인해 가족의 아침시간은 매우 바쁘다. 이는 청

소년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Kim & Lim 2010). KCDC(2018a)의 ‘우리

나라 청소년의 식습관 현황’ 보고서에서는 아침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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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률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다소 감소 추이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Korea Health Statistics(2014) 결과에 따르면 

아침식사 결식률은 6∼11세 11.5%, 12∼18세 31.0%
로 초등학생보다 중ㆍ고등학생 연령에서 결식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침식사 결식률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Yeoh 등 2008; 
Park 2009; Kim & Lim 2010). 

청소년의 아침식사 결식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

아져 학습효과 저하, 정서적 불안, 간식 섭취와 점

심의 폭식으로 이어져 비만의 원인이 되며, 비타민

과 무기질 등의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성장 저하, 
빈혈을 초래한다(Han 1998; Chung 등 2004; Kang 
2009; Han 2010; Choi 등 2011). Bae(2013)의 연구에

서도 아침식사 결식을 하는 학생은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식품군 섭취가 다양하지 못하고, 간식으로 

에너지 섭취가 높았으며, 공복혈당이 유의적으로 높

았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기는 성장과 활동에 필요한 영양요구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형성된 식생활 습관

은 성인기의 건강상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Kim 
등 2007; Go 2014). 학교급식의 목적은 성장기 학생

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증진 및 편식

교정, 식습관 지도 등 올바른 식생활을 확립하며, 영
양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 역할이 중요하

다. 그중에서도 아침식사의 중요성은 특히 더 강조

되고 있다. 
그 예로 미국의 경우 1966년 세계 최초로 저소득

층 학생들과 장거리 통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을 지급하는 2년간 시범사업으로써 아침급식 프로그

램(School Breakfast Program, SBP)이 시작되었고, 
1971년 아침급식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1975년에는 

영구적으로 정착되었다. 2009년에는 약 1,100만 명의 

학생이 아침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15∼
2016년까지 아침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

가 약 1,40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중 

12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은 무료 또는 감면된 가격의 

아침급식을 적용받고 있다(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7). 미국의 학교 아침급식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이 낮아졌고(Butcher-Powell 
등 2003), 영양상태 개선(Nicklas 등 1998; Crepinsek 
등 2006; Clark & Fox 2009; Condon 등 2009), 학습

능력 향상(Bro 등 1996; Murphy 등 1998), 비만 예방

(Boutelle 등 2002; Gleason & Dodd 2009; Li & 
Hooker 2010), 학생의 결석 및 지각률의 감소, 성적 

향상, 행동 개선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

다(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11; 
Massachusetts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11). 이
외에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

도 학교에서 아침급식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아침식

사 결식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Park 2011; Song 
2012). 

국내에서도 학교 아침급식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가 진행되었는데, 아침급식의 인식 및 요구도(Kim 
2008b; Kim & Lim 2010; Lee 2011a; Oh 등 2012; Go 
2014), 학교 아침급식 식단 개발 및 메뉴 선호도(Lee 
등 2004; Ryu 등 2011; Kim & Ji 2013), 참여 의사 

및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Kim 등 2007; Kim 
2008a; Lee 2011b), 아침밥클럽 운영(Song 2012) 등이 

있다. 또한 Yi 등(2010)은 아침급식에 대한 다자간 인

식 차이 분석을 운영자, 급식비 부담 주체, 수혜자인 

영양(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된 바 있다. 
Korea Health Statistics(2008)의 시도별 아침식사 

결식률(만 1세 이상) 조사 결과 제주지역(26.5%)이 

가장 높았던 반면, 충청권지역(충남 17.8%, 충북 

23.6%, 대전 21.1%)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여 표본

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은 고등학교 영양(교)사,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

로 학생들의 아침식사 섭취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아침급식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아침급

식 실시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아침식

사 결식률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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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practiced school and unpracticed school of the responding dietitians. N (%)

Types of schools Practiced school Unpracticed school Total

Liberal arts field 28 ( 75.7) 23 ( 60.5) 51 ( 68.0)

Technical field 7 ( 18.9) 13 ( 34.2) 20 ( 26.7)

Specific goal field 2 ( 5.4) 2 (  5.3) 4 (  5.3)

Total 37 (100.0) 38 (100.0) 75 (100.0)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충청권지역(대전ㆍ충남ㆍ충북) 고등학

교 75개교 중 아침급식 실시교와 비실시교를 선정

하고 급식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영양(교)사, 급
식비를 부담하는 학부모, 급식의 수혜자인 학생을 

조사 대상자로 하였다. 설문지의 형식은 설문지를 

읽고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방법을 선택하였다. 
영양(교)사 설문조사지는 기존의 문헌(Yoon 2005; 
Kim 등 2007; Kim 등 2008; Park 2008; Seo 2008; 
Yang 등 2008; Hwang 2008; Kim 2009b; Shin 2010)
들을 참고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영양(교)사와 인터

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3회에 걸쳐 수정ㆍ보완하였다. 
학생 설문조사지는 충남 S고등학교 1학년 중 39명의 

학생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를 반영하였

으며, 학부모 설문조사지는 설문에 참여한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예비조사 후 수정ㆍ보완하였다. 

2. 조사방법

영양(교)사 대상 설문조사는 대전ㆍ충남ㆍ세종영

양사회의 협조와 E-mail을 활용하여 설문지 115부를 

배부한 후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75부
(65.2%)를 회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학생 및 학

부모 대상 설문조사는 각 학교장의 협조로 진행하

였다. 대전 2개교, 충남 1개교, 충북 1개교의 고등학

교를 직접 방문하여 1ㆍ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700부를 배부한 후 다시 회수하여 불성실 

설문지를 제외하고 584부(83.4%)를 분석에 이용하였

다. 학부모는 설문에 참여한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

로 방과후 부모에게 전달하게 한 후 다음날 수거하

였다. 학부모는 450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설

문지를 제외하고 420부(93%)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최종 영양(교)사 75명, 학생 584명, 학부모 42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인 특성, 아침급식 요구도 조사 및 학생의 아침식사 

섭취 실태는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실시하

였으며, 아침급식 실시교와 비실시교 및 아침급식군

과 비급식군 간 인식의 차이 검증을 위해 χ2-test를 

실시하였다. 학부모가 자녀의 아침급식 참여 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영양(교)사

1) 아침급식 실시 현황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교 계열별 아침급식 실시 

현황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 전체 75개교 중 

아침급식 실시교는 37개교(49.3%), 비실시교는 38개
교(50.7%)로 거의 같은 비율이다. 이중 아침급식 실

시교는 일반고등학교 28개교(75.7%), 실업계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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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urrent adminstrating condition of schools prac-
ticing school breakfast program of the responding 
dietitians. (N=37)

Valuable Total

Initiation background

   By dormitory operation 36 ( 97.3)1)

   By school oneself's policy 1 (  2.7)

Serving place

   Cafeteria 37 (100.0)

Menu form (multiple responses)

   Bap, Kuk and Side dish 
(Korean traditional style)

37 ( 36.6)

   One-dish Meal (Bibimbap, Bokkumbap et al.) 9 (  8.9)

   Kimbap, Jooamukbap et al. 4 (  4.0)

   Jook and Side dish 11 ( 10.9)

   DDuck, Kimchi, Fruits and Beverage 4 (  4.0)

   Bread, Milk, Fruits and Salad 14 ( 13.9)

   Creal and Milk, Fruits 14 ( 13.9)

   Salad (with Fruits or Vegetables) 8 (  7.9)

School breakfast program cost of 
per person (won)

 2,759.5±550.52)

Meal price per person (won) 2,027.1±419.8
1) N(%).
2) Mean±SD

교 7개교(18.9%), 특목고등학교 2개교(5.4%)였고, 비

실시교는 일반고등학교 23개교(60.5%), 실업계 고등

학교 13개교(34.2%), 특목고등학교 2개교(5.3%)였다. 
아침급식 실시는 일반고등학교가 실업계 고등학교

보다 4배 많았다. 

2) 아침급식 운영 현황 

아침급식을 실시 중인 37개교의 운영 현황은 Table 
2와 같다. 아침급식 실시 배경에는 기숙사 운영이 36
개교(97.3%)로 대부분 차지했고, 학교 자체 정책에 의한 

운영은 1개교(2.7%)였다. 아침급식의 배식 장소는 식

당에서 100% 이루어졌으며, 메뉴 형태는 밥, 국, 반찬

의 ‘전통식’이 36.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빵
과 우유, 과일, 샐러드’, ‘시리얼과 우유 및 과일’ 순으

로 나타났다. 1인당 아침급식비는 평균 2,759.5원, 1인
당 아침급식 식재료비는 평균 2,027.1원이었다. 

3) 아침급식 실시교와 비실시교 간 아침급식 요

구도 차이 분석

아침급식 실시교와 비실시교 간에 고등학교 아침급

식 실시에 관한 의견 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3).
영양(교)사는 아침급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

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30.7%로 낮았다. 
학교별로 보면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의 경

우 실시교(51.3%)가 비실시교(10.5%)보다 더 높게 나

타난 반면, ‘필요하지 않다’ 또는 ‘매우 필요하지 않

다’의 경우 비실시교(55.3%)가 실시교(29.7%)보다 더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1). 따
라서 기존에 아침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급식소가 

아침급식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침급식 시 장애요인으로 조리 인력 수급 문제

(33.3%), 노동시간의 연장에 따른 피로도(30.7%), 이른 

아침 조리의 시간적 제약(20.0%), 작업환경의 미비

(6.7%), 예산 부족(6.7%)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특히 이

른 아침 조리의 시간적 제약은 아침급식 실시교에서 

27.0%로 비실시교 1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급식 실시 시 희망하는 아침급식의 유형은 편

의식 급식(40.0%), 중앙 공급식 급식(22.7%), 포장배

식(18.7%) 순으로 나타났다. 아침급식 실시교와 비실

시교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포

장배식의 경우 비실시교(26.3%)가 실시교(10.8%)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침급식의 적정 배식시간은 7시∼7시 30분 이전

(53.3%), 7시 30분∼8시 이전(25.3%), 6시 30분∼7시 

이전(13.3%) 순으로 학교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일반고등학교의 0교시 수업 운영으

로 7시 30분 이전에 배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아침급식을 실시할 경우 영양(교)사는 학교에 영

양(교)사 및 조리종사원의 처우 개선(49.3%), 근무시

간 조정 및 교대 근무(28.0%), 조리종사원의 인원 충

원(9.3%)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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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difference in needs between unpracticed school and practiced school of the responding dietitians.

Valuable Practiced school
(n=37)

Unpracticed school
(n=38)

Total
(N=75) χ

2

Necessity of school 
breakfast programs

Very unnecessary 3 (  8.1)1) 8 ( 21.1) 11 ( 14.7) 15.016**
Unnecessary 8 ( 21.6) 13 ( 34.2) 21 ( 28.0)
Neutral 7 ( 18.9) 13 ( 34.2) 20 ( 26.7)
Necessary 16 ( 43.2) 4 ( 10.5) 20 ( 26.7)
Very necessary 3 (  8.1) - 3 (  4.0)

Obstructive factor to 
overall implementation 
of school breakfast 
program 

Hardship in seeking man power 12 ( 32.4) 13 ( 34.2) 25 ( 33.3) NS2)

Extension of labor time 8 ( 21.6) 15 ( 39.5) 23 ( 30.7)
Insufficient work environment 3 (  8.1) 2 (  5.3) 5 (  6.7)
Restriction of early cooking time 10 ( 27.0) 5 ( 13.2) 15 ( 20.0)
Insufficient fund 3 (  8.1) 2 (  5.3) 5 (  6.7)
Others 1 (  2.7) 1 (  2.6) 2 (  2.7)

Desired breakfast 
program type

Grap-and-GO 4 ( 10.8) 10 ( 26.3) 14 ( 18.7) NS
Convenience-food 15 ( 40.5) 15 ( 39.5) 30 ( 40.0)
Commissary 10 ( 27.0) 7 ( 18.4) 17 ( 22.7)
Ready prepared 4 ( 10.8) 2 (  5.3) 6 (  8.0)
Others 4 ( 10.8) 4 (1 0.5) 8 ( 10.7)

Appropriate school 
breakfast distribution 
time

Before 6:30 - 1 (  2.6) 1 (  1.3) NS
Before 6:30 and 7:00 6 ( 16.2) 4 ( 10.5) 10 ( 13.3)
Before 7:00 and 7:30 25 ( 67.6) 15 ( 39.5) 40 ( 53.3)
Before 7:30 and 8:00 5 ( 13.5) 14 ( 36.8) 19 ( 25.3)
Before 8:00 and 8:30 1 (  2.7) 3 (  7.9) 4 (  5.3)
Others - 1 (  2.6) 1 (  1.3)

Major requests upon 
initiating breakfast 
programs to school

Settlement of assistant dietitian 4 ( 10.8) 1 (  2.6) 5 (  6.7) NS
Settlement of workers preparing food 2 (  5.4) 5 ( 13.2) 7 (  9.3)
Treatment improvement of dietitian and 

workers preparing food
21 ( 56.8) 16 ( 42.1) 37 ( 49.3)

Adjustment and shift system of dietitian 
and worker preparing food

6 ( 16.2) 15 ( 39.5) 21 ( 28.0)

Expansion of kitchen for breakfast program - 1 (  2.6) 1 (  1.3)
Personnel expense support 2 (  5.4) - 2 (  2.7)
Food material fee support 1 (  2.7) - 1 (  1.3)
Others 1 (  2.7) - 1 (  1.3)

Major requests upon 
initiating breakfast 
programs to 
government

Settlement of assistant dietitian 5 ( 13.5) 1 (  2.6) 6 (  8.0) NS
Settlement of workers preparing food 2 (  5.4) 1 (  2.6) 3 (  4.0)
Treatment improvement of dietitian and 

workers preparing food
20 ( 54.1) 24 ( 63.2) 44 ( 58.7)

Adjustment and shift system of dietitian 
and worker preparing food

3 (  8.1) 9 ( 23.7) 12 ( 16.0)

Expansion of kitchen for breakfast program 1 (  2.7) - 1 (  1.3)
Providing public information on importance 

of breakfast program
1 (  2.7) - 1 (  1.3)

Personnel expense support 1 (  2.7) 2 (  5.3) 3 (  4.0)
Food material expense support 1 (  2.7) - 1 (  1.3)
Formulate hygiene management system 1 (  2.7) - 1 (  1.3)
Others 2 (  5.4) 1 (  2.6) 3 (  4.0)

1) N(%)
2) Not significan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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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ing parent’s.
(N=420)

Characteristics Total

Relation to a 
subject students

Mother 392 ( 93.3)1)

Father 25 (  6.0)

Grandmother 3 (  0.7)

Monthly household 
income

Under 1,000 thousand won 5 (  1.2)

1,000∼1,500 thousand won 22 (  5.2)

1,500∼2,000 thousand won 39 (  9.3)

2,000∼3,000 thousand won 122 ( 29.0)

3,000∼4,000 thousand won 122 ( 29.0)

Over 4,000 thousand won 110 ( 26.2)

Format of family 
members

Parents and offspring 369 ( 87.9)

Single parent and offspring 13 (  3.1)

Grandparents, parents, and 
offspring

37 (  8.8)

Grandparents, single parent, 
and offspring

1 (  0.2)

Mother's working 
status

Working 264 ( 67.3)

Not working 128 ( 32.7)
1) N(%)

Table 4. Analysis of difference in needs between unpracticed school and practiced school of the responding dietitians.

Valuable Practiced school Unpracticed school Total P

Preferences for types of 
breakfast menu in 
school breakfast 
programs

Bab, Kuk and Side dish (Korean 
traditional style)

   3.8±0.81,2)    3.5±0.9    3.7±0.8 0.112

One-dish (Bibimbap, Bokkumbap et al.)    2.6±0.9    2.2±0.8    2.4±0.9 0.070

Jooamukbap et al.    3.4±1.0    3.2±1.0    3.3±1.0 0.492

Jook and Side dish    3.7±0.8    3.8±1.0    3.8±0.9 0.595

DDuck, Kimchi, Fruits and Beverage    3.5±0.8    3.2±1.1    3.3±0.9 0.170

Bread and Milk, Fruits, Salad    3.9±0.7    3.6±0.8    3.7±0.7 0.071

Cereal and Milk, Fruits    3.8±0.8    3.5±0.9    3.6±0.9 0.193

Salad (with Fruits or Vegetables)    3.4±0.8    3.5±0.8    3.5±0.8 0.531

Noodles    1.8±0.8    1.7±0.8    1.7±0.8 0.501

Sunsik or Misutkaru    2.5±1.0    2.8±1.0    2.7±1.0 0.299

Appropriate breakfast 
fee levels

Appropriate breakfast fee (won) 3,141.7±521.7 2,921.6±538.6 3,030.1±538.2 0.081

Appropriate breakfast material fee (won) 2,365.1±427.0 2,105.9±587.4 2,231.9±528.5 ＜0.05*
1) Mean±SD
2) 5 point likert-scale
*P＜0.05

조리종사원의 처우 개선은 실시교(56.8%)가 비실시

교(42.1%)보다 높았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또
한 정부에 요구할 사항은 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원

의 처우 개선(58.7%)이 가장 높았고, 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원의 근무시간 조정 및 교대 근무(16.0%), 
보조영양(교)사 충원(8.0%) 순으로 나타났다. 아침급

식을 실시할 경우 학교와 정부는 영양(교)사의 처우 

개선과 장시간 근무에 따른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한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침급식 실시교와 비실시교 간에 아침급식 실시 

시 선호하는 메뉴 및 아침급식 비용은 Table 4와 같다.
아침급식으로 선호하는 메뉴 형태를 likert 5점 척

도를 이용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죽과 반찬(3.8)이 

가장 높았고, 빵과 우유ㆍ과일ㆍ샐러드(3.7), 밥ㆍ국ㆍ

반찬의 전통식(3.7), 시리얼과 우유ㆍ과일(3.6), 과일

이나 채소 등의 샐러드(3.5), 떡과 김치ㆍ과일ㆍ음료

(3.3), 주먹밥류(3.3) 순으로 나타났다.
아침급식 비용은 평균 3,030.1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보면 실시교는 평균 3,141.7원으

로 나타났고, 비실시교는 평균 2,921.6원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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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survey of demand on school breakfast program responding of parents. (N=420)

Demand Total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chool Breakfast 
Programs

Very disapproval 18 (  4.3)1)

Disapproval 62 ( 14.8)

Average 119 ( 28.3)

Approval 167 ( 39.8)

Very approval 54 ( 12.9)

Reasons for participating in School Breakfast 
Program

To have nutritionally balanced breakfast 84 ( 38.0)

Not having time to eat breakfast at home due to early school arrival time 78 ( 35.3)

Unable to prepare breakfast due to work 12 (  5.4)

To improve study efficiency and concentration for class 19 (  8.6)

To settle problems for breakfast preparing time of breakfast 26 ( 11.8)

Others 2 (  0.9)

Reasons for not participating in School 
Breakfast Program

Have students arrive at school earlier 10 ( 12.5)

Don’t want to feed the offspring with tasteless school food 7 (  8.8)

Burden of program fee 8 ( 10.0)

It is righteous to have breakfast at home 44 ( 55.0)

Breakfast is not usually eaten 1 (  1.3)

Good consumption level at home 8 ( 10.0)

Program believed to be not clean 1 (  1.3)

Food smell remains in classroom if eaten inside 1 (  1.3)

Preferred place to eat school breakfast Cafeteria 348 ( 82.9)

Classroom 68 ( 16.2)

Others 4 (  1.0)

Appropriate price of school breakfast Less than price of school lunch (1,000~2,000 won) 199 ( 47.4)

Equal to price of school lunch 143 ( 34.0)

More than price of school lunch 12 (  2.9)

Fee can be disregarded, if full in nutrition 66 ( 15.7)

Responsible parties for meal cost Full support from government 137 ( 32.6)

Partially support from parent and government 194 ( 46.2)

The total amount defrayed out of parents 35 (  8.3)

Support of government according to family income level 54 ( 12.9)
1) N(%)

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 아침급

식으로 적정 순수 식재료비는 평균 2,231.9원으로 나

타났다. 학교별로 보면 실시교는 평균 2,365.1원으로 

나타났고, 비실시교는 평균 2,105.9원으로 나타나 실

시교의 적정 순수 식재료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P＜0.05).

2. 학부모

1) 학부모 일반사항

학부모의 일반사항은 Table 5와 같다. 설문에 참여

한 학부모는 어머니가 392명(93.3%)으로 가장 많았

고, 아버지 25명(6.0%), 할머니 3명(0.7%)이었다. 가

정의 월평균 수입이 300만원 이상 232명(55.2%)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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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actors affecting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chool 
breakfast programs of children’s: logistic regression 
models of the responding of parents. (N=420)

β Odds ratio (95% CI)

Aspect of importance of breakfast

   No  0.035 1.036 (0.071∼15.193)

Mother’s working status 
(reference:working)

   Not working –0.226 0.797 (0.492∼1.292)

Monthly average family income1)  0.373* 1.452 (1.017∼2.073)

Will you have intention to eat 
school breakfast if your school 
provides it?

   Model χ2 (P) 63.603 (P＜0.001)***

   Hsomer and lemeshow’s test 10.587 (P=0.226)
1) P-value for linear trend
*P＜0.05, ***P＜0.001

Table 8. Frequencies of the responding of students.

Valuable Total

School Breakfast Program Eaters 112 ( 19.2)1)

School Breakfast Program Non-eaters 472 ( 80.8)

Reason for having school breakfast

  Dormitory residents 106 ( 94.6)

  Desire school breakfast 6 (  5.4)
1) N(%)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150만원 이하는 27명(6.4%)
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의 형태는 대부분 핵가족 

369명(87.9%)이었고, 어머니 264명(67.3%)은 직장인이

었고, 128명(32.7%)은 전업주부였다. 

2) 아침급식 요구도

학부모의 학교 아침급식에 관한 요구도 분석은 

Table 6과 같다.
학부모는 아침급식 실시에 52.7%가 찬성하였다. 

찬성 이유는 균형적인 아침식사를 위해서(38.0%), 조
기 등교시간으로 인해 집에서 아침식사를 먹을 시

간이 없어서(35.3%), 이른 아침시간으로 인한 식사 

준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11.8%), 수업 집중ㆍ

학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8.6%), 직장으로 인해 

아침식사를 차려주지 못해서(5.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아침급식 반대 이유는 아침은 집에서 먹는 

것이 좋다(55.0%)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등교시간

이 빨라질 것이다(12.5%), 집에서 잘 먹으니까ㆍ급식비

의 부담이 크다(각각 10.0%, 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침급식에 찬성하는 부모가 50% 이상이지만 아침은 

집에서 먹는 것이 좋다는 의견 또한 50% 이상이다. 
아침급식 실시 시 배식 장소로는 학교 식당(82.9%)

이 가장 높았고, 교실(16.2%) 순으로 나타났다. 
아침급식비의 적정 수준은 점심급식보다 저렴하

게(1,000∼2,000원)가 4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 점심급식과 동일한 가격(34.0%), 영양이 골고루 

잘 갖춰져 있으면 급식비는 상관없다(15.7%) 순으로 

나타났다. 아침급식 실시 시 급식비 부담은 학부모 일

부 부담(46.2%)이 가장 높았고, 전액국고 지원(32.6%), 
가정의 수입에 따른 지원(12.9%)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아침급식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찾기 위해 학교 아침급식 참여 의사를 종속변

수로 하여 각각 1점, 0점을 배정한 후 어머니 직업 

여부, 가정의 월평균 수입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로

지스틱 회귀모형의 Model χ2 값은 63.603으로 유의하

였고(P＜0.001), 모형 적합도 값(Hsomer and Lemeshow’s 
Test)은 10.587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P=0.226) 통계

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의 아침급식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독

립 변수는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가정의 월평균 수입

이 많을수록 아침급식에 참여할 확률이 1.452배
(OR=1.452) 더 높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직업 유무가 아침급식 참여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3. 학생

1) 학생의 일반사항 

학생의 아침급식 실시 현황은 아침급식군은 112



J Korean Diet Assoc 24(2):141-158, 2018 | 149

Table 9. Frequencies of school breakfast eaters and non-eaters of the responding of students.

SBE1) (n=112) SBN2) (n=472) Total (N=584) χ
2

Grade 1st grade 56 ( 50.0)3) 232 ( 49.2) 288 ( 49.3) NS4)

2nd grade 56 ( 50.0) 240 ( 50.8) 296 ( 50.7)

Gender Male 81 ( 72.3) 221 ( 46.8) 302 ( 51.7) 23.571***

Female 31 ( 27.7) 251 ( 53.2) 282 ( 48.3)

Height (cm) 170.7±8.45) 166.6±8.2 ＜0.001***
1) SBE: School breakfast eaters
2) SBN: School breakfast non eaters
3) N(%)
4) Not significant
5) Mean±SD
***P＜0.001

명(19.2%), 비급식군은 472명(80.8%)이었다. 아침급식

군에 속하는 이유는 기숙사에 거주해서(94.6%), 아침급

식을 희망해서(5.4%)로 나타났다(Table 8). 학년은 1
학년(49.3%), 2학년(50.7%), 성별은 남학생(51.7%), 여
학생(48.3%)이었다. 아침급식군과 비급식군의 평균 

신장은 각각 170.7 cm, 166.6 cm로 아침급식군의 평

균 키가 더 컸다(P＜0.001)(Table 9). 

2) 아침식사 실태

학생의 아침식사 실태 결과는 Table 10에 나타냈

다. 평일(월∼금)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아침식사 섭

취 빈도를 묻는 질문에서 1/2 이상(61.0%)이 매일 

아침을 먹고, 다음으로 주 3∼4회 먹음(19.9%), 주 1
∼2회(10.4%), 한 번도 먹지 않았다(8.7%) 순으로 나

타났다. 군별로 보면 한 번도 먹지 않았다의 경우 

아침급식군(2.7%)보다 비급식군(10.2%)이 더 높게 나

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침식

사 결식의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늦게 일어나 등

교시간에 쫓겨서(57.9%)였고, 입맛이 없어서(18.4%) 
순으로 나타났다.

평일 아침식사는 주로 누구와 함께 먹느냐는 질

문에 혼자(45.0%)가 가장 많았고, 친구(20.1%), 부모

님(13.7%), 형제ㆍ자매(10.7%), 온 가족(9.9%) 순으로 

나타났다. 비급식군에서 주로 혼자 먹는 경우가 많

았고, 급식군에서는 기숙사 생활로 친구와 먹는 경우

가 대부분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아침식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그렇다가 91.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침식사 결식 시 심리적 영향은 다중응답 분석 

결과 배고프다(77.9%)가 가장 많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34.6%), 피곤하다(19.5%), 졸리다(17.3%), 예민하

다(13.7%) 순으로 나타났다.

3) 아침급식군과 비급식군 간 아침급식 요구도 차

이분석 

학교 아침급식 실시 시 고등학생의 아침급식 요

구도 차이 분석은 Table 11, Table 12와 같다.
학생의 아침급식 참여 의사는 찬성(64.2%)이 1/2 

이상, 반대(25.3%), 보통(10.4%) 순으로 나타났다. 아
침급식을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조기 등교시간으로 

인해 집에서 아침식사를 먹을 시간이 없어서(38.1%)
가 가장 많았고, 영양적으로 균형적인 아침식사를 먹

어서(31.5%), 수업에 집중을 잘하고 학업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해(20.3%) 순으로 나타났다. 군별로 보면 

특히 조기 등교시간으로 인해 집에서 아침식사를 먹

고 싶어서의 경우 아침급식군(25.0%)보다 비급식군

(42.4%)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P＜0.01). 아침급식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등교시간이 빨라질 것이다

(33.1%), 아침은 집에서 먹는 것이 좋다(32.4%), 급식

은 맛이 없어서 아침식사까지 급식으로 먹고 싶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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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nditions of breakfast of responding student’s.

Variable SBE1) (n=112) SBN2) (n=472) Total (N=584) χ
2

Frequencies of eating breakfst 
during weekdays

0 day 3 (  2.7)3) 48 ( 10.2) 51 (  8.7) NS4)

1∼2 days 12 ( 10.7) 49 ( 10.4) 61 ( 10.4)

3∼4 days 27 ( 24.1) 89 ( 18.9) 116 ( 19.9)

5 days 70 ( 62.5) 286 ( 60.6) 356 ( 61.0)

Reason for not eating 
breakfast

Getting up too late 24 ( 57.1) 108 ( 58.1) 132 ( 57.9) 17.205*

Poor appetite 7 ( 16.7) 35 ( 18.8) 42 ( 18.4)

Not favorite food 2 (  4.8) 4 (  2.2) 6 (  2.6)

Overeating or eating snack last night 2 (  4.8) 3 (  1.6) 5 (  2.2)

Digestion problem - 7 (  3.8) 7 (  3.1)

For weight control 1 (  2.4) - 1 (  0.4)

Not prepared breakfast - 5 (  2.7) 5 (  2.2)

Habitual skip 1 (  2.4) 18 (  9.7) 19 (  8.3)

Others 5 ( 11.9) 6 (  3.2) 11 (  4.8)

Usual persons eating breakfast 
with

Him/herself only 2 (  1.8) 238 ( 56.1) 240 ( 45.0) 520.808***

Siblings - 57 ( 13.4) 57 ( 10.7)

Parents - 73 ( 17.2) 73 ( 13.7)

Whole family - 53 ( 12.5) 53 (  9.9)

Friend 107 ( 98.2) - 107 ( 20.1)

Grandparent - 3 (  0.7) 3 (  0.6)

Recognition in importance of 
breakfast

Yes 106 ( 94.6) 426 ( 90.3) 532 ( 91.1) NS

No 6 (  5.4) 46 (  9.7) 52 (  8.9)

Feelings after skipping 
breakfast

Annoyed 75 ( 12.8)3,5)

Mad 29 (  5.0)

Sensitive 80 ( 13.7)

Having headache 35 (  6.0)

Tired 114 ( 19.5)

Hungry 455 ( 77.9)

Good – light and content 22 (  3.8)

Unable to concentrate 202 ( 34.6)

Sleepy 101 ( 17.3)

Others 37 (  6.3)

Total 1,150 (196.9)
1) SBE: School breakfast eaters
2) SBN: School breakfast non-eaters
3) N(%)
4) Not significant
5) Multiple response analysis
*P＜0.05, **P＜0.01, ***P＜0.001

않다(17.6%), 급식비의 부담이 크다(9.5%), 아침을 잘 

먹지 않는다(6.1%)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아침급식 배식 장소로 학교 식당(77.2%), 

교실(20.0%) 순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습공간을 벗어

난 식당에서의 급식을 원하고 있었다. 군별로 보면 

학교 식당의 경우 아침급식군(83.9%)이 높았고,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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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Analysis of difference in need between school breakfast eaters school breakfast non-eaters of school breakfast program of 
responding students.

Demand SBE1) (n=112) SBN2) (n=472) Total (N=584) χ
2

Participation in 
school breakfast 
program

Very approval 32 ( 28.6)3) 78 ( 16.5) 110 ( 18.8) 22.457***

Approval 60 ( 53.6) 205 ( 43.4) 265 ( 45.4)

Neutral 8 (  7.1) 53 ( 11.2) 61 ( 10.4)

Disapproval 7 (  6.3) 94 ( 19.9) 101 ( 17.3)

Very disapproval 5 (  4.5) 42 (  8.9) 47 (  8.0)

Reasons for 
participating in 
school breakfast 
program

To eat breakfast with balanced nutrition 33 ( 35.9) 85 ( 30.0) 118 ( 31.5) 21.602**

Not having time to eat breakfast at home due to 
early school arrival time

23 ( 25.0) 120 ( 42.4) 143 ( 38.1)

Breakfast not prepared - 8 (  2.8) 8 (  2.1)

To improve study efficiency and concentration level 
for classes

30 ( 32.6) 46 ( 16.3) 76 ( 20.3)

Not having enough food for breakfast 1 (  1.1) 9 (  3.2) 10 (  2.7)

Tasteful food 1 (  1.1) 9 (  3.2) 10 (  2.7)

Others 4 (  4.3) 6 (  2.1) 10 (  2.7)

Reasons for not 
participating in 
school breakfast 
program

May go to school early in the morning 2 ( 16.7) 47 ( 34.6) 49 ( 33.1) NS

It is probable that taste of school breakfast is not 
good

3 ( 25.0) 23 ( 16.9) 26 ( 17.6)

The charge for a school breakfast lay a burden on me 2 ( 16.7) 12 (  8.8) 14 (  9.5)

Breakfast should be eaten at home 4 ( 33.3) 44 ( 32.4) 48 ( 32.4)

Breakfast is not usually eaten 1 (  8.3) 8 (  5.9) 9 (  6.1)

I feel awkward being scented with food when 
eating in classroom

- 2 (  1.5) 2 (  1.4)

Preferred place to 
eat school 
breakfast

Dining room 94 ( 83.9) 357 ( 75.6) 451 ( 77.2) 14.253**

Classroom 11 (  9.8) 106 ( 22.5) 117 ( 20.0)

Others 7 (  6.3) 9 (  1.9) 16 (  2.7)
1) SBE: School breakfast eaters
2) SBN: School breakfast non-eaters
3) N(%)
**P＜0.01, ***P＜0.001, NS: Not significant

의 경우 비급식군(22.5%)이 더 높았다(P＜0.01).
학생들이 아침급식으로 선호하는 메뉴 유형은 Table 

12와 같다. 아침급식 메뉴로 빵과 우유ㆍ과일ㆍ샐러드

(3.97)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주먹밥류(3.93), 시리

얼과 우유ㆍ과일(3.89), 떡과 김치ㆍ과일ㆍ음료(3.76), 
밥, 국, 반찬의 전통식(3.76), 과일이나 채소 등의 샐

러드(3.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류, 선식, 분식류

는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청소년의 아침결식은 영양 불균형, 비만 유발, 기
억력과 집중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

다(Ryu 등 2011; KCDC 2018a). 이에 본 연구는 ‘학
교자율화’ 명목 아래 0교시 수업과 저녁 자율학습이 

운영되던 2010년 고등학교 아침급식의 요구도를 조

사한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여전히 고

등학생의 높은 아침식사 결식률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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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Analysis of difference in need between school breakfast eaters school breakfast non-eaters of school breakfast program of 
responding students. 

SBE1) SBN2) Total P-value

Appropriate school breakfast program fee (won) 2,403.6±886.73) 2,126.4±777.7 2,179.8±806.5 0.01**

Preferences for types of breakfast menu in school breakfast program

Bap, Kuk and Side dish (Korean traditional style)   3.76±0.824)   3.76±0.94   3.76±0.92 NS4)

One-dish-Meal (Bibimbap, Bokkumbap et al.)   3.76±1.14   3.71±1.03   3.72±1.05 NS

Kimbap, Joomukbap et al.   3.91±0.91   3.93±0.90   3.93±0.90 NS

Jook and Side dish   3.40±.121   3.39±1.08   3.39±1.11 NS

DDuck, Kimci, Fruits and Beverage   3.93±1.03   3.72±1.02   3.76±1.02 NS

Bread, Milk, Fruits and Salad   4.05±1.04   3.95±0.97   3.97±0.98 NS

Cereal, Milk and Fruits   4.13±1.06   3.83±1.03   3.89±1.04 ＜0.05*

Salad (with Fruits or Vegetables)   3.91±1.10   3.71±1.08   3.75±1.09 NS

Noddles   3.25±1.29   3.09±1.20   3.12±1.22 NS

Sunshik or Saengshock   3.21±1.30   2.96±1.22   3.00±1.24 NS

Flour based food   3.25±1.33   3.13±1.19   3.15±1.22 NS
1) SBE: School breakfast eaters
2) SBN: School breakfast non-eaters
3) Mean±SD
4) 5 point likert-scale
5) NS: Not significant
*P＜0.05, **P＜0.01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아침식사 중요도는 ‘그
렇다’가 91.1%로 매우 높게 나타나 아침식사가 건강

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Ahn(2011)과 Choi 
& Park(2016)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들의 아침식사

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Ministry of 
Health & Welfare(2018)의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지침

에도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습니다’라는 지침을 포

함하여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 조사대상자 고등학생의 39%가 불규

칙적인 아침식사를 하거나 결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KCDC(2018a)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25% 이

상이 아침식사를 결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침식사 결식의 주된 이유는 대부분 ‘늦게 일어나 등

교시간에 쫓겨서(57.9%)’였고, ‘입맛이 없어서(18.4%)’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시간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Yi 2004; Yi & Yang 
2006; Kim & Lim 2010; Park 2009; Song 2012; Go 
2014; Choi & Park 2016). 또한 전업주부보다 취업주

부의 자녀들에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Chung 2005; Kim 2008b; Kim 2009a)로 가정에

서 주부의 바쁜 아침 시간이 자녀의 아침식사 결식

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2014)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중 자택 거주생이 기숙사생에 

비해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고등

학생의 아침급식군도 대부분 기숙사 거주 학생

(94.6%)이었다. 따라서 입시에 시달리는 고등학생의 

높은 아침식사 결식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하여 아침급식의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영양(교)사
와 급식 수혜자인 학생 및 급식비 부담 주체인 학

부모 측면에서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본 조사대상의 아침급식 실시교는 기숙사 운영이 

36개교(97.3%), 학교 자체 정책에 의한 운영이 1개교

(2.7%)로 대부분 학교 아침급식이 기숙사 급식으로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아침급식 실시교의 1인당 아침급식비는 평균 2,759.5

원으로 아침급식 1인당 식재료비는 평균 2,027.1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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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영양(교)사는 아침급식을 실시할 경우 아침급

식비의 적정 수준은 평균 3,030.1원으로 나타났다. 
Park(2011)의 연구에서 영양(교)사는 ‘아침급식은 저

렴해야 한다’는 항목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여 

제공자의 입장에서 단가를 낮추어 아침급식이 시행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학교 아침급식비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도 

조사 결과, 아침급식비의 적정 수준은 점심급식보다 

저렴하게(1,000∼2,000원)가 47.4%로 가장 많았다. 이
는 Kim 등(2008)의 연구에서도 ‘점심급식보다 저렴

하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였다. 또한 Ryu 등(2011)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

상으로 간편식단을 시범 운영한 결과, 학생 및 학부

모는 1끼당 아침급식비로 1,500원 미만이 적절하다

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희망하는 아침

급식비의 부담은 학부모 일부 부담이 46.2%로 학교 

및 정부에 ‘급식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im 
& Lim(2010)의 연구에서도 학부모 일부 부담이 가

장 높아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아침급식에 참여할 확률이 1.452배
로(OR=1.452) 더 높아 소득수준이 아침급식 참여 의

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Kim & Lim 
(2010)의 연구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학부모

들은 아침급식비가 국비로 지원되길 원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국가정책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

법은 청소년기에 건강한 심신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영양(교)사는 아침급식 확대 시행의 필요성을 묻

는 질문에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이 실시교(51.3%)가 비실시교(10.5%)보다 더 높게 나

타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1). Yi 등(2010)
의 연구결과에서도 실시교 영양(교)사는 아침급식 

활성화로 학생들에 대한 참여 장려가 48.5%로 높은 

반면, 비실시교의 영양(교)사는 9.7%로 낮아 실시교

에서 아침급식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Lee(2007)의 연구에서도 아침급식을 실시하

고 있는 영양(교)사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영양(교)
사에 비해 아침급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

았다. 이는 실시교에서 아침급식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므로 인식도도 높음을 알 수 있

다.
학부모는 아침급식 실시 시 찬성(52.7%)이 가장 

높아 아침급식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Kim(2008c)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학부모의 약 38%가 ‘먹일 것

이다’라고 하여 본 연구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찬
성하는 주된 이유는 균형적인 아침식사를 위해서

(38.0%), 조기 등교시간으로 인해 집에서 아침식사를 

먹을 시간이 없어서(35.3%)로 나타났다. Kim(2008b)
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부모의 아침급식 찬성 

이유로 ‘아이 건강과 학습능률 향상’이 가장 높았다. 
아침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아침은 집에

서 먹는 것이 좋다(55.0%)가 1/2 정도를 차지하였다. 
Kim(2008b)의 연구에서 아침급식 실시 반대 이유는 

집에서 잘 먹으니까(62.1%)가 가장 높아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아침급식을 반대하는 대부분 학부모들의 

자녀는 아침식사를 집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Yang 등(2008)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침식사

까지 해결할 경우 가정에서의 대화 단절 등의 부가

적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에 가정 내 아침식사 실천을 위한 교육 등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아침급식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고등학생의 아침급식 참여 의사는 찬성(64.2%)이 

1/2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조

기 등교시간으로 인해 집에서 아침식사를 먹을 시

간이 없어서(38.1%)로 나타났다. 수원지역 고등학생

들도 아침급식은 건강에 매우 중요하므로 실시되어

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Park 2011). 아침급식을 반

대하는 주된 이유는 등교시간이 빨라질 것이다

(33.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Heo(2013)의 연구에

서도 고등학생들은 아침급식 실시 시 가장 힘들 것 

같은 이유를 일찍 일어나야 해서가 71.9%로 가장 

높았다. 특히 아침급식 시간이 참여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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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등교시간보다 빠르지 않게 해야 한다. 
아침급식으로 선호하는 메뉴 형태는 영양(교)사의 

경우 죽과 반찬(3.8)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고, 고등

학생들은 빵과 우유ㆍ과일ㆍ샐러드(3.97), 주먹밥류

(3.93) 등의 간편식 위주의 선호도가 높았다. Park(2011)
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Take-out형 메뉴 중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주먹밥＋음료＋과일’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실에서 간편하게 먹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또한 영양(교)사들도 ‘간편한 아침급

식’으로 ‘빵＋우유＋과일’(25.7%)을 가장 선호하였다. 
경기도에 위치한 남자 중학생 대상으로 아침급식을  

시범 운영한 결과 ‘주먹밥, 김밥’의 식단 유형이 학

생들의 만족 정도가 높았다(Ryu 등 2011). 본 연구

의 영양(교)사도 편의식 급식(40.0%)을 가장 선호하

였다. Ryu 등(2011)의 연구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전통식보다 ‘간편식’을 더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싱가포르, 스웨덴에서는 유아의 아침결식을 

줄이기 위해 보육시설에서 우유, 과일 및 채소, 곡

류 및 빵류 등의 간편식을 아침급식으로 구성하여 

연령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Lee 등 2008). Lee(2007)
의 연구에서 학생 수에 따른 아침급식 메뉴를 분석

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적은 

학교보다 전통식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간
편식 제공 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연구결과 아침급식으로 간편식의 선호도가 높

음을 알 수 있었다. Kim & Ji(2013)의 연구에서는 

영양(교)사와 학생이 아침급식 메뉴 형태로 간편식

을 선호한 점을 토대로 학생의 기호도를 파악하여 

고등학교 아침급식용 간편식단을 개발하였다. 따라

서 이른 아침시간에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조리

과정이 복잡하지 않은 간편식의 표준화된 레시피 

개발이 더 필요하며, 간편식 위주의 메뉴가 제공된

다면 아침급식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침급식 배식 장소로 ‘학교 식당’을 가장 선호하

였다. Kim 등(2008)의 연구에서도 식당(50.5%)을 선

호하는 편이였다. 반면, Park(2011)의 연구에서 고등

학생들이 학교 아침급식은 교실에서 간편하게 먹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미국에서는 교실에서 아침급식

을 시행한 학교가 결석과 지각의 감소, 학생들의 좋

은 학습 환경 구성,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 학업 성

적을 향상시켰고, 미국의 캄튼 통합교육부는 초등학

교의 아침급식 장소를 학교 식당에서 교실로 바꾼 

후 학생들의 아침급식 평균 참여율이 16%에서 77%
로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실시한 학교에 따르

면 교실 아침급식은 수업 집중력이 쑥쑥 오른다고 

하였다(Park 2011). 
아침급식군과 비급식군 학생의 평균 신장은 각각 

170.7 cm, 166.6 cm로 아침급식군이 더 컸다(P＜0.001). 
이는 학교 아침급식의 영양적 효과로 학생들의 성

장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Song(2012) 연구에서도 아침식사가 균형잡힌 

영양 섭취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

서 현 시점에서 고등학생의 높은 아침결식률을 줄이

기 위해 아침급식의 필요성 인식 재조사와 더불어 

실질적인 방안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아침식사의 필요성을 연구하

고자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아침식사 섭취 실태를 

파악하고, 영양(교)사, 학부모,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침급식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1. 조사 대상 75개교 중 아침급식 실시교는 37개교

(49.3%), 비실시교는 38개교(50.7%)로 거의 같은 

비율이다. 이중 아침급식 실시교는 일반고등학교 

28개교(75.7%)로 실업계 고등학교보다 4배 많았

고, 이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특성 때문으로 파악

되었다. 아침급식의 배식 장소는 식당에서 100%
가 이루어졌으며 메뉴 형태는 밥, 국, 반찬의 ‘전
통식’이 36.6%로 가장 많았고, 1인당 아침급식비

는 평균 2,759.5원, 1인당 아침급식 식재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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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027.1원이었다. 
2. 고등학생의 39.0%가 불규칙적 아침식사를 하거나 

결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결식의 주

된 이유는 ‘늦게 일어나 등교시간에 쫓겨서’(57.9%)
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침 일찍 시작되는 0교
시 수업이 아침식사 결식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 조사 대상자는 핵가족 맞벌이 부부로 어머니의 

직업이 직장인으로 264명(67.3%)에 달한다. 아침

급식 실시에 대해 찬성 의견이 학부모 52.7%, 고
등학생 64.2%로 높게 나타났으며, 찬성의 이유로 

학부모는 균형적인 아침식사를 위해서(38.0%), 학
생은 조기 등교시간으로 인해 집에서 아침식사를 

먹을 시간이 없어서(38.1%)로 나타났다. 학부모는 

자녀의 영양을 염려하는 반면, 학생은 조기 등교

로 인한 시간 부족이 원인이었다. 아침급식 실시

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학부모는 아침은 집에

서 먹는 것이 좋다(55.0%)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

였다. 
4. 자녀의 아침급식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독

립변수는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아침급

식에 참여할 확률이 1.452배(OR=1.452) 더 높았

다. 영양(교)사는 아침급식의 필요성으로 필요하

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30.7%로 낮았

고, 아침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학교 및 정부는 

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원의 처우 개선을 필요하

다고 하였다. 아침급식이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

요하다의 경우 아침급식 실시교(51.3%)가 비실시

교(10.5%)보다 더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1). 
5. 영양(교)사는 아침급식 실시 시 급식비용 적정 수

준은 3,030.1원 정도이나 학부모의 아침급식비는 

점심급식보다 저렴한 가격(1,000∼2,000원)으로 실시

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급식비 부담은 학부모 

일부 부담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교 및 

정부에 급식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6. 아침급식의 유형으로 영양(교)사는 편의식 급식

(40.0%)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아침급식으로 

선호하는 메뉴 형태는 죽과 반찬(3.8)이 가장 높

았다. 학생은 아침급식 메뉴로 밥, 국, 반찬의 전

통식(3.76)보다 빵과 우유ㆍ과일ㆍ샐러드(3.97), 주
먹밥류(3.93)의 간편식을 더 선호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2010년 아침결식의 주된 이유는 

대학 입시에 집중하는 교육제도 하에서 아침 일찍 

진행되는 수업으로 빠른 등교시간이 원인이 되어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97∼2014년까지 

아침급식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었지만, 이후 아침급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

은 실정이다. 이는 현재 교육관계자들은 가정의 기

능 회복을 위해 아침식사는 집에서 해결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KCDC(2018b)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아침식사 결식

률이 31.5%로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이고, 
현재 일부관계자는 아침식사 결식률의 대안으로 학

교 아침간편식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아침급식 

실시는 전면 확대 실시가 아닌 집에서 아침식사 해

결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사전에 영양(교)
사와 조리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우선적으로 해결되

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고등학

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해

결 방안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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