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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ents in South Korea are known for their high level of educational zeal for their children. As a 
result, their children usually take extra classes in institutions as well as participate in other extracurricular activities 
such as sports and music.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ifestyle and dietary behaviors of Korean 
elementary students involved in such activities.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was 550 fourth to sixth graders in elemen-
tary schools in Sejong, Korea. Of the total subjects, 88.0% were involved in extracurricular classes or other activities 
for an average of 7.34 hours/week. The subjects were assigned to one of four groups based on the degree of extra-
curricular activities: No extra-class (n=66), Low extra-class (1≤taking time<5 hours/week, n=118), Medium extra-class 
(5≤taking time<10 hours/week, n=184), and High extra-class (taking time≥10 hours/week, n=182). More subjects in 
the High extra-class group went to bed late (P<0.01), were under stress (P<0.01), and skipped breakfast, compared 
with those in the other groups. The ratio of students who answered ‘I go to an institute without a meal’ (P<0.01), 
‘I prepare a meal for myself’ (P=0.053), or ‘I eat out before going to an institute’ (P<0.01) was higher in the High 
extra-class group than in the Low extra-class group. The frequency of eating fast food was higher in the High extra-class 
group, compared with the other group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 high amount of extracurricular studies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children's lifestyles and dietary behaviors. Therefore, this study alerts parents to the potential 
harm of excessive extracurricular activities to their children'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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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동기는 만 6세에서 11세까지의 초등 교육을 받는 기간

으로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고 신체적·정신적으

로 정상적인 발달을 도모하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시

기고(1), 이 시기 아동들은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위하여 올

바른 식생활을 통한 적절한 영양의 섭취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아동들은 학업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적인 분위

기로 인하여 학교에서의 정규 학습 이외에도 과중한 과외학

습으로 스트레스가 매우 많고, 여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식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외학습은 학교 교육 중 부족한 교과의 능력을 보완해 

주는 보충학습, 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따른 진로 선택 및 

취미 생활을 도모해 주는 교과 외 학습이다(2). 그러나 선행

학습과 대입을 위한 학습 목적의 과외학습은 초등학생들에

게까지 확산되어 과도한 학습에 의해 지쳐가는 실태이며, 

이는 곧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 초등학생 84.6%가 사교

육을 받고 있고 과외비는 월평균 24만 1천원이며, 중학생은 

71.0%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과외비는 월평균 26만 2천원

이며, 과외를 받는 초․중학생 사교육시간은 주당 8.9시간이

었다(3).

과외학습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

이 많아짐에 따라 부모가 자녀들의 식생활과 영양문제를 돌

보지 못하고, 아동이 패스트푸드를 섭취하거나 스스로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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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어린이 영양 방임 문제가 

식생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4,5). 실제로 이 시

기에는 패스트푸드의 노출도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

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비율은 34.5%, 

2회 미만은 42.8%, 월 2회 이하는 22.7%로 높게 나타났다

(6). 패스트푸드는 간편하고 빠르게 섭취할 수 있지만 영양

적으로 불균형하여 식생활 습관을 완성하는 시기인 초등학

생의 패스트푸드 이용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7). 또한 과도한 과외학습은 취침시간을 늦춰 아

동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기상시간 또한 

늦어져 입맛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 아침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등교하게 된다. 성장기 아동들이 아침을 먹지 않으면 

에너지와 영양소가 적어져 주의집중력과 학습능력이 떨어

지고, 점심을 과식하거나 간식을 찾게 되고 고칼로리 식품을 

섭취하여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1). 

이상과 같이 학령기 아동의 과외학습은 이들의 생활습관, 

식생활 태도 및 식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

학습 수강실태와 생활습관, 식태도 및 식행동을 조사하여 

학령기 아동의 과외학습과 식생활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및 기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과 연서면에 위치한 2개 초등학

교 4~6학년 남녀 학생 658명(남자 320명, 여자 338명)을 

대상으로 일반사항, 과외학습 수강 실태, 수면시간, 건강과 

스트레스 정도, 식태도 및 식행동 등을 조사하였으며, 부실

응답자 108부를 제외한 550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이용하

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15일

간이었다.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5,8)를 참고하여 본 연

구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하였으며, 각 반 담임선생님의 협조

를 받아 설문지를 배부하여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

다. 설문지는 일반사항, 과외학습 수강실태, 생활습관, 식태

도 및 식행동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성

별, 학년, 신장, 체중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 과외학습이

란 학원, 개인과외, 방문학습지, 학교 내 방과 후 학습 등과 

같이 학교에서 받는 정규 수업 이외의 학습으로 정의하였고, 

과외학습의 수강 유무, 하루 과외학습 시간, 일주일 동안 과

외학습을 받는 시간, 과외학습 수 등을 조사하였다. 초등학

생 과외학습 정도에 따른 생활습관, 식태도 및 식행동을 파

악하기 위하여 과외를 받지 않는 학생(66명)을 무수강군

(No extra-class)으로 하였으며, 과외학습을 하고 있는 학

생(484명)을 수강 빈도와 1일 수강시간에 따라 저수강군

(Low extra-class), 중수강군(Medium extra-class), 고수

강군(High extra-class)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대상자를 4

개의 수강군으로 구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주일 과외학

습 횟수는 본 설문의 주 1회, 주 2~3회를 2.5회, 주 4~5회를 

4.5회, 매일을 5회로 하였고, 1일 과외학습 시간은 본 설문

의 하루 1시간 이하를 1시간, 1~2시간을 1.5시간, 2~3시간

을 2.5시간, 3시간 이상을 3시간으로 하였다. ‘일주일 총 과

외학습 시간’은 일주일간의 과외학습 횟수와 1일 과외학습 

시간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일주일 평균 과외

학습 시간은 7.34시간이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를 과외를 

하지 않는 무수강군과 일주일 총 과외학습 시간에 따라 1~5

시간은 저수강군, 5~10시간은 중수강군, 10시간 이상은 고

수강군으로 분류하였다. 생활습관은 수면시간, 수면의 만족

도,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등의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식태도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식태도 설문 

응답에 대해 ‘정말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모르겠

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정말 그렇지 않다’는 1점으

로 점수화 하였다. 식태도 설문문항 중 ‘나는 입맛에 맞는 

음식이 있으면 한꺼번에 많이 먹는 편이다(폭식)’, ‘나는 밤

에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이다’, ‘나는 식사를 혼자 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밥보다 패스트푸드를 더 자주 먹는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친구들이 먹으면 또 먹고 싶다’, ‘어른들로부

터 조금만 먹으라는 충고를 자주 듣는다’의 설문 항목에 대

해 ‘정말 그렇다’는 1점, ‘그렇다’는 2점, ‘모르겠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4점, ‘정말 그렇지 않다’는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영양태도 및 식태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

였다. 식행동은 아침, 점심, 저녁의 섭취빈도와 결식 이유, 

식사 만족도 등의 문항과 비수강군을 제외한 과외학습을 받

는 수강군을 대상으로 식 행동과 과외학습 전에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통계분석

본 조사 자료의 모든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pro-

gram 19.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빈도

수,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수강유무와 정

도에 따른 4군간의 차이는 연속변수일 경우에는 일원배치분

산분석법(one-way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로 분석한 후 Scheffe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

으며, 비연속 변수일 경우에는 χ2-test를 실시하여 유의적 

차이를 검정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의성은 P<0.05에서 검

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남학생이 270

명(49.1%), 여학생이 280명(50.9%)이었으며, 4학년이 107

명(19.5%), 5학년 229명(41.6%), 6학년 214명(38.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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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Criteria N (%) Hight (cm) Weight (kg)

Gender Boy
Girl

270 (49.1)
280 (50.9)

 147.7±8.721)

146.7±8.34
41.76±9.44
 38.9±8.09

Grade
4th grade
5th grade
6th grade

107 (19.5)
229 (41.6)
214 (38.9)

140.6±7.15
145.5±7.56
152.3±7.07

 35.5±7.66
 38.6±7.39
 44.5±9.13

Total 550 ( 100) 147.2±8.53  40.3±8.88
1)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extracurricular 
classes

Variables            Criteria N (%)
Extra
classes 

Yes
No

484 (88.0)
 66 (12.0)

Groups

No extra-class
Low extra-class (1≤5 hours)
Medium extra-class (5～10 hours)
High extra-class (≥10 hours)

 66 (12.0)
118 (21.5)
184 (33.5)
182 (33.0)

Total  550 (100.0)

Table 3. Status of extra classes according to degree of extracurricular classes 

      Variables No extra-class
(n=66)

Low extra-class
(n=118)

Medium extra-class
(n=184)

High extra-class
(n=182) Total P-value

Extra-class hour a day
  (hr/day) 0d` 1.18±0.311)c2) 1.57±0.29b  2.69±0.24a 1.67±0.89 0.000***

Extra-class frequency
  (day/wk) 0d 3.10±1.61c 4.61±0.56b  4.77±0.25a 3.79±1.75 0.000***

Extra-class hour a week
  (hr/wk) 0d 3.41±1.48c 7.07±0.40b 12.80±1.25a 7.34±4.55 0.000***

Number of extra-class
  (item/wk) 0d 2.11±1.06c 2.51±1.26b  3.27±1.21a 2.37±1.49 0.000***

1)Mean±standard deviation.
2)Different alphabets in the same row show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e's test (a>b>c>d).
***P<0.001.

었다. 학년별 평균 신장과 체중은 4학년 140.6 cm, 35.5 

kg, 5학년 145.5 cm, 38.6 kg, 6학년 152.3 cm, 44.5 kg으

로 나타났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설정을 위한 체위기준에 

의하면 9세~11세 남자의 신장과 체중은 139.6 cm, 35.7 

kg이고, 여자의 신장과 체중은 140.0 cm, 34.8 kg이다(9). 

이와 비교할 때 본 조사대상자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남자 

147.72 cm, 42.06 kg, 여자 146.80 cm, 38.85 kg으로 체위

기준에 비해 신장, 체중 모두 높았다.

과외학습 수강 실태

조사대상자의 과외학습 실태에 따른 대상자 분포는 Table 

2와 같다. 전체 대상자 총 550명 중 현재 과외학습을 받고 

있는 학생이 484명(88.0%)이었으며 과외를 받지 않는 학생

은 66명(12.0%)이었다. Song(10)의 초등학교 6학년 과외

학습 비율은 85.8%, Heo 등(11)의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의 과외학습 비율은 85.2%로 연구된 것과 비교하면 본 대상

자들의 과외학습 비율이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조사대상자

를 과외학습을 하지 않는 무수강군과 과외학습 수강 빈도와 

1일 수강시간을 근거로 과외학습 강도를 산출한 후 이에 따

라 조사대상자를 저수강군, 중수강군, 고수강군으로 분류했

을 때 무수강군은 66명(12.0%), 저수강군은 118명(21.5 

%), 중수강군은 184명(33.5%), 고수강군은 182명(33.0%)

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과외학습 정도에 따른 수강 실태는 Table 

3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과외학습의 1일 평균 시간은 1.67

시간, 1주일당 일수는 3.79일로 1주일 평균 7.34시간 과외

수업을 받고 있으며, 과외학습의 수는 2.37개였다. 저수강

군의 과외학습은 1일 1.18시간, 일주일 3.1일, 1주일 총 

3.41시간이었으며, 종류는 2.11개였다. 중수강군의 과외학

습은 1일 1.57시간, 1주일 4.61일, 1주일 총 7.07시간이며, 

종류는 2.51개였다. 고수강군의 과외학습은 1일 2.69시간, 

1주일 4.77일, 1주일 총 12.80시간이었으며, 종류는 3.27개

였다. 선행연구에서 춘천시와 원주시 6학년 학생들의 1주일 

평균 과외학습 수강시간은 9.91시간이었으며(10), 경기도

(과천시와 분당구)의 6학년 학생들(490명)은 11.73시간으

로 나타났다(8). 본 조사대상자의 1주일 평균 시간은 7.34시

간으로 다소 낮았는데, 이는 본 조사대상자들이 4학년에서 

6학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대도시보다 작은 세종특별자치

시의 학생들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과외학습 수강상태에 따른 성별 및 신장과 체중

조사대상자의 과외학습 정도에 따른 성별 분포는 Table 

4와 같다. 전체 대상자 550명 중 과외를 받지 않는 무수강군 

66명 중 남학생이 40명(60.6%), 여학생은 26명(39.4%)이

었고, 과외를 받는 학생들 중 남학생은 230명(47.5%), 여학

생 254명(52.5%)으로 과외학습 수강생은 남학생보다 여학

생이 더 많았다. 수강군의 경우 수강상태에 따른 4군 간에 

성별 분포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4군의 평균 신장과 체중

을 비교하면 무수강군 146.71 cm, 39.77 kg, 저수강군 

146.44 cm, 39.39 kg, 중수강군 147.21 cm, 40.11 kg, 고

수강군 147.77 cm, 41.28 kg이었으며, 4군 간에 평균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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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der ratio according to degree of extracurricular classes

Gender No extra-class
(n=66)

Low extra-class
（n=118)

Medium extra-class
(n=184)

High extra-class
(n=182) P-value

Boys
Girls

 40 (60.6)1)

26 (39.4)
56 (47.5)
62 (52.5)

 79 (42.9)
105 (57.1)

95 (52.2)
87 (47.8) 0.0702)

Height (cm)
Weight (kg)

146.71±9.143)

39.77±8.54
146.44±8.77
 39.39±9.20

147.21±8.30
 40.11±8.85

147.77±8.41
 41.28±8.80

0.5854)

0.2854)

1)N (%). 2)P-value by χ2-test. 3)Mean±standard deviation. 4)P-value by ANOVA test.

Table 5. Life styles according to degree of extracurricular classes  

Variables Criteria
No

extra-class
(n=66)

Low
extra-class
（n=118)

Medium 
extra-class

(n=184)

High 
extra-class

(n=182)

Total
(n=550)

χ²-value
(P-value)

Time to wake
up

≤6 hr
6～7 hr
7～8 hr
≥8 hr

 4 (6.1)1)

37 (56.1)
22 (33.3)
 3 (4.6)

 6 (5.1)
62 (52.5)
41 (34.7)
 9 (7.6)

  6 (3.3)
101 (54.9)
 58 (31.5)
 19 (10.3)

  9 (4.9)
 88 (48.4)
 62 (34.1)
 23 (12.6)

 25 (4.5)
288 (52.4)
183 (33.3)
 54 (9.8)

6.346
(0.711)

Time to go to 
bed

21～22 hr
22～23 hr
23～24 hr
≥24 hr

20 (30.3)
32 (48.5)
10 (15.2)
 4 (6.1)

41 (34.7)
48 (40.7)
24 (20.3)
 5 (4.2)

 46 (25.0)
 95 (51.6)
 40 (21.7)
  3 (1.6)

 31 (17.0)
 85 (46.7)
 60 (33.0)
  6 (3.3)

138 (25.1)
260 (47.3)
134 (24.4)
 18 (3.3)

 24.219**

(0.003)

Satisfaction of 
sleep

Deep sleep
Sleepless 

28 (42.4)
38 (57.6)

46 (39.0)
72 (61.0)

 53 (28.8)
131 (71.2)

 56 (30.8)
126 (69.2)

183 (33.3)
367 (66.7)

6.391
(0.098)

Subjective health 
condition 

Good
Normal
Bad

38 (57.6)
26 (39.4)
 2 (3.0)

53 (44.9)
61 (51.7)
 4 (3.4)

 80 (43.5)
100 (54.3)
  4 (2.2)

 89 (48.9)
 84 (46.2)
  9 (4.9)

260 (47.3)
271 (49.3)
 19 (3.5)

7.132
(0.303)

Stress 

Very much
Much
Normal
Little
Not

 5 (7.6)
19 (28.8)
22 (33.3)
14 (21.2)
 6 (9.1)

 8 (6.8)
25 (21.2)
41 (34.7)
29 (24.6)
15 (12.7)

 15 (8.2)
 46 (25.0)
 69 (37.5)
 40 (21.7)
 14 (7.6)

 26 (14.3)
 53 (29.1)
 61 (33.5)
 29 (15.9)
 13 (7.1)

 54 (9.8)
143 (26.0)
193 (35.1)
112 (20.4)
 48 (8.7)

14.084
(0.299)

1)N (%). **P<0.01.    

과 체중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과외학습이 수강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짧아질 수 있고, 수면

부족과 이로 인한 식욕감퇴, 식사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과외학습이 아동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강정도에 따른 유의적인 신장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생활습관

조사대상자의 과외학습 정도에 따른 생활습관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기상시간의 경우 아침 6시 전에 

일어나는 학생은 무수강군이 6.1%, 저수강군은 5.1%, 중수

강군은 3.3%, 고수강군은 4.9%이었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학생은 무수강군이 56.1%, 저수강군은 

52.5%, 중수강군은 54.9%, 고수강군은 48.4%이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는 학생은 무수강군이 33.3%, 

저수강군은 34.7%, 중수강군은 31.5%, 고수강군은 34.1%

이었고, 8시 이후에 깨워야 일어난다는 학생은 무수강군이 

4.6%, 저수강군은 7.6%, 중수강군은 10.3%, 고수강군은 

12.6%로 과외수강이 많아질수록 늦게 일어나는 비율이 높

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취침시간의 

경우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취침하는 학생은 무수강군과 

저수강군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늦게 취침하는 학생이 고수강군일수록 빈도가 높아서 취침

시간은 4군 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1). 숙면 정도

를 묻는 질문에서 군 간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전체 

학생 550명 중 357명(66.7%)이 수면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광주지역 고등학생의 경우 수면 부족 비율은 

70%(12), 전남지역 중학생의 수면 부족 비율이 47.7%(13)

로 높은 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 대상자들은 초등학생임에

도 불구하고 수면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수면의 

질은 학생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12) 학생들 수

면의 질을 높이고 규칙적인 취침을 실천하는 생활습관 지도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가 건강상태 평가에서 군간의 건강상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답한 학생이 고수강군에

서 가장 많았고,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통 또는 좋다고 응답했다. 스트레스 정도의 경우, 군 간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고수강군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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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etary attitude according to degree of extracurricular classes  

Variables No extra-class
(n=66)

Low extra-class
（n=118)

Medium extra-class
(n=184)

High extra-class
(n=182)

Total
(n=550) P-value

I have a balanced diet.  3.59±1.181) 3.80±1.08 3.49±1.09 3.62±1.09 3.61±1.09 0.134
I tend to binge on my 
favorite food. 3.60±1.09 3.57±1.16 3.43±1.14 3.65±1.05 3.56±1.11 0.290

I eat in moderation. 3.89±1.10 3.96±0.84 3.78±0.86 3.86±0.86 3.86±0.85 0.366
I eat regularly breakfast, 
lunch, and dinner. 3.95±1.10 4.14±0.99 4.00±1.04 3.95±1.10 4.00±1.06 0.428

I often have a late-night 
snack. 3.83±1.29 3.86±1.14 3.79±1.11 3.77±1.11 3.81±1.11 0.907

I often eat alone. 3.90±0.89 4.13±1.22 4.12±1.11 4.05±1.13 4.07±1.16 0.593
I consume fast food more 
often than a rice based 
meal.

4.27±1.06 4.41±0.89 4.16±0.96 4.15±0.97 4.23±0.94 0.095

I feel like eating more when 
I see friends eating even 
though I'm not hungry. 

3.90±0.92 3.96±1.10 3.71±1.12 3.80±1.09 3.81±1.10 0.228

I am happy at mealtime. 3.71±0.92 3.86±1.02 3.61±0.94 3.63±0.98 3.68±0.97 0.147
I am advised to eat less. 4.17±0.99 4.06±1.20 4.05±1.17 4.00±1.12 4.05±1.14 0.777
Total 3.88±1.07b2) 3.90±1.09a 3.80±1.09c 3.85±1.06b 3.87±1.08 0.000***

1)Mean±standard deviation.
2)Different alphabets in the same row show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e's test (a>b>c).
***P<0.001.

다는 비율이 다른 군에 비하여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선행

연구에서 학생들은 과외학습량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정도

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과외

학습 상황에 불만족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8,14). 과외

학습 시간은 우울, 불안, ADHD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15), 

학교 외에서 선행학습과 기계적 지식 습득이 학생들의 정서

적 불안과 신체 성장,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16), 

아동들은 친구들과 교제의 어려움, 과중한 학원과외학습 등

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17). 반면 본 연구에서 과외학습 정도에 

따라 건강상태나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은 것은 학생 스스로 자가 평가에 따른 결과일 수 있기 때문

에 향후 학생들의 건강상태와 스트레스 정도를 정확하게 평

가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태도

조사대상자의 과외학습 정도에 따른 식태도에 대한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식태도의 평균 점수는 무수강군 3.88점, 

저수강군 3.90점, 중수강군 3.80점, 고수강군 3.85점으로 

저수강군이 식생활 태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아 4군 간에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01). 식태도를 알아보는 질문 

중 ‘나는 밥보다 패스트푸드를 더 자주 먹는다’는 전체 평균 

점수가 4.23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학생들이 패스트푸

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여 식생활에 잘 실천하는 것으

로 보인다. 반면 ‘입맛에 맞는 음식이 있으면 많이 먹는다’는 

3.56점,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다’는 3.61점으로 점수

가 낮아 학생들의 편식 지도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Lee

와 Jung(18)은 학부모가 자녀의 식습관 중 편식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였고, Kim과 Lee(19)는 학교급식이 음

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는 편식 교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아동보다 어머니가 학교급식은 아동

의 편식 교정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Kwon과 Kwon 

(20)은 영양교육을 하는 영양교사 배치교와 미배치교 간에 

식태도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영양교사 배치교에서 좀 

더 바람직한 식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영양교육이 식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올바른 자세로 먹는 학생이 

영양교육 전 48%에서 교육 후에 75%로 상승하였고(P< 

0.05), 편식여부 역시 영양교육 전후 44.0%에서 60.0%로 

상승하였다는 보고가 있다(21). 본 연구에서 식습관이 고정

화되지 않은 초등학생들의 편식과 관련된 식태도 점수가 가

장 낮았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통해 효과적이라고 보고된 편

식 관련 영양교육 및 지도를 통해 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식행동

조사대상자의 수강군별 식사 빈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아침을 매일 먹는다는 학생은 무수강군 62.1%, 

저수강군 71.2%, 중수강군 72.3%, 고수강군 64.3%로 나타

났고, 매일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학생은 무수강군 4.5%, 

저수강군 2.5%, 중수강군 4.9%, 고수강군 7.1%로 나타나 

아침결식률이 고수강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다. 점심과 저녁의 식사 빈도도 군간에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로서 대구지역 중학생의 경우 

주 4회 이상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이 비수강군 72.4%,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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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eal frequency according to degree of extracurricular classes 

Variables Criteria No extra-class
(n=66)

Low extra-class
（n=118)

Medium extra-class
(n=184)

High extra-class
(n=182)

Total
(n=550)

χ²-value
(P-value)

Breakfast

Everyday
5～6/wk
3～4/wk
1～2/wk
Not eat

41 (62.1)1)

10 (15.2)
 5 (7.6)
 7 (10.6)
 3 (4.5)

 84 (71.2)
 12 (10.2)
 12 (10.2)
  7 (5.9)
  3 (2.5)

133 (72.3)
 20 (10.9)
  9 (4.9)
 13 (7.1)
  9 (4.9)

117 (64.3)
 22 (12.1)
 18 (9.9)
 12 (6.6)
 13 (7.1)

375 (68.2)
 64 (11.6)
 44 (8.0)
 39 (7.1)
 28 (5.1)

10.660
(0.570)

Lunch

Everyday
5～6/wk
3～4/wk
1～2/wk

62 (93.9)
 3 (4.5)
 1 (1.5)
 0

109 (92.4)
  7 (5.9)
  0
  2 (1.7)

171 (92.9)
 12 (6.5)
  1 (0.5)
  0

164 (90.1)
 15 (8.2)
  2 (1.1)
  1 (0.5)

506 (92.0)
342 (6.7)
  4 (7)
  3(5)

 7.402
(0.608)

Dinner

Everyday
5～6/wk
3～4/wk
1～2/wk
Not eat

54 (81.8)
 9 (13.6)
 2 (3.0)
 1 (1.5)
 0

102 (86.4)
  9 (7.6)
  5 (4.2)
  2 (1.7)
  0

160 (87.0)
 17 (9.2)
  4 (2.2)
  2 (1.1)
  1 (0.5)

155 (85.2)
 15 (8.2)
  9 (4.9)
  2 (1.1)
  1 (0.5)

471 (85.6)
316 (9.1)
316 (3.6)
316 (1.3)
316 (0.4)

 5.508
(0.962)

1)N (%).

강군 79.8%, 저수강군 84.7%로 나타났고(22), You 등(23)

은 대전지역 초등학교 6학년에서 아침식사를 주 5회 이하 

하는 학생이 41.4%, 6회 이상 하는 학생은 58.6%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Bang 등(24)은 주 1회 이상 아침 결식하는 

초등학생은 23.7%, Lee(25)는 경기지역 아동 중 주 2회 이

상 아침 결식을 하는 비율이 30.0%이고 매일 먹는 학생은 

63.4%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인천지역 초등학생의 가정에서 부모가 아침 식사를 챙겨주

는 경우는 아침 비결식군이 94.9%, 결식군은 43.7%로 부모

의 아침식사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와 아침식사를 챙겨주

는 횟수가 아동의 결식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26). 본 연구에서도 수강군별 식사 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아침 식사의 결식률이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비해 

높게 나타남으로써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아

동의 아침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

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외학습을 받는 학생들의 수강군별 과외학습과 관련된 

식행동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과외학습을 받을 

때 학원에 굶고 간다고 응답한 학생은 저수강군 16.6%, 중

수강군 23.7%, 고수강군 34.6%로 고수강군으로 갈수록 학

원에 굶고 간다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식사는 내가 챙겨 먹는다’에 ‘그렇다’고 응

답한 학생은 저수강군 38.2%, 중수강군 32.7%, 고수강군 

41.8%로 군 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식사는 엄마가 챙겨

준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은 저수강군 61.9%, 중수강

군 60.3%, 고수강군 58.2%로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원에 가기 전 음식을 사먹고 간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은 저수강군 27.1%, 중수강군 46.3%, 고수강군 51.1%

로 학원에 갈 때 음식을 사 먹는 학생 비율은 고수강군일수

록 높아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이와 같이 

학원학습을 하기 전 스스로 간식을 챙겨 먹거나 사먹는 학생

들이 과외학습이 많은 군에서 높아 과도한 과외학습으로 인

한 시간 부족이 외식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원가기 전 먹는 간식이 영양적으로 괜찮다고 생각

한다’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저수강군 81.4%, 중수

강군 66.9%, 고수강군 61.0%로 3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반면 ‘학원가기 전 내가 먹는 간식이 영양

적으로 괜찮다’고 답한 학생이 전체 20.2%로 영양적으로 

괜찮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 68.2%보다 48%가 낮아 학원가

기 전에 먹는 간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식을 

사먹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외학습 전 부모의 부재로 학생들이 직접 음식을 챙겨 

먹거나 사먹는 경우, 학생들은 맛이 좋고 간편해서 주로 패

스트푸드를 이용하는데, 이들 패스트푸드는 주로 고당질, 고

지방, 고나트륨 음식으로 영양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27). 성장 발육이 왕성하고 식습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에 간편한 패스트푸드의 잦은 섭취는 충분한 영

양을 공급하지 못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보고도 있다(7,28). 특히 초등학생의 23.7%가 부모

로부터 영양정보를 습득하고(29), 어머니의 취업 비율이 높

아짐에 따라 취업 어머니의 초등학생이 미취업 어머니의 초

등학생보다 일상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았고 식습관 점

수는 더 낮았으며(30), 학부모의 영양지식 및 관심도는 영양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더 높았다고 한다(18). 따라서 

맞벌이로 인한 부모의 부재로 과외학습 전에 간식을 챙겨주

지 못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바람직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

록 학교나 가정에서 영양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과외학습을 받는 학생들의 수강군별 과외학습 전에 주로 

먹는 음식의 종류와 패스트푸드 및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횟수에 대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음식의 종류의 경우 밥

과 반찬을 먹는 학생은 저수강군 30.5%, 중수강군 27.7%, 

고수강군 30.2%이었다. 과일, 우유, 떡, 감자 등을 먹는 학생

은 저수강군 60.2%, 중수강군 51.6%, 고수강군 48.9%이었

다.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를 먹는 학생은 저수강군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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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etary behaviors of the subjects before extracurricular classes

Variables Criteria Low extra-class
（n=118)

Medium extra-class
(n=184)

High extra-class
(n=182)

Total
(n=550)

χ²-value
(P-value)

I go to an institute 
without a meal.

Very much 
Somewhat 
Average
Not really 
Not at all 

 3 (2.2)1)

17 (14.4)
 2 (1.7)
26 (22.0)
70 (59.3)

 4 (2.5)
39 (21.2)
 9 (4.9)
45 (24.5)
87 (47.3)

17 (9.3)
46 (25.3)
 8 (4.4)
40 (22.0)
71 (39.0)

 24 (5.0)
102 (21.2)
 19 (3.9)
111 (22.9)
228 (47.1)

23.935**

(0.002)

I prepare a meal for 
myself before going to 
an institute.

Very much 
Somewhat 
Average
Not really 
Not at all 

18 (15.3)
27 (22.9)
 4 (3.4)
16 (13.6)
53 (44.9)

15 (8.2)
45 (24.5)
13 (7.1)
37 (20.1)
74 (40.2)

20 (11.0)
56 (30.8)
 7 (3.8)
42 (23.1)
57 (31.3)

 53 (11.0)
128 (26.4)
 24 (5.0)
 95 (19.6)
184 (38.0)

15.325
(0.053)

Mom prepares a meals  
for me before going to 
an institute.

Very much 
Somewhat 
Average
Not really 
Not at all 

40 (33.9)
33 (28.0)
 4 (3.4)
18 (15.3)
23 (19.5)

39 (21.2)
72 (39.1)
16 (8.7)
33 (17.9)
24 (13.0)

51 (28.0)
55 (30.2)
12 (6.6)
33 (18.1)
31 (17.0)

130 (26.9)
160 (33.1)
 32 (6.6)
 84 (17.4)
 78 (16.1)

13.355
(0.104)

I eat out before going 
to an institute.

Very much 
Somewhat 
Average
Not really 
Not at all 

 4 (3.4)
28 (23.7)
16 (13.6)
28 (23.7)
42 (35.6)

16 (8.3)
70 (38.0)
21 (11.4)
43 (23.4)
34 (18.5)

19 (10.4)
74 (40.7)
22 (11.1)
34 (18.7)
33 (18.1)

 39 (8.1)
172 (35.5)
 59 (12.2)
105 (21.7)
109 (22.5)

24.209**

(0.002)

I think my snack 
that I have before 
going to an institute 
has proper nutrition.  

Very much 
Somewhat 
Average
Not really 
Not at all 

 1 (0.8)
 9 (7.6)
12 (10.2)
23 (19.5)
73 (61.9)

 5 (2.7)
38 (20.7)
18 (9.8)
45 (24.5)
78 (42.4)

12 (6.6)
33 (18.1)
26 (14.3)
51 (28.0)
60 (33.0)

 18 (3.7)
 80 (16.5)
 56 (11.6)
119 (24.6)
221 (43.6)

32.789***

(0.000)

1)N (%). **P<0.01, ***P<0.001.

Table 9. Type of intake food before extracurricular classes

Variables Criteria Low extra-class
(n=118)

Medium extra-class
(n=184)

High extra-class
(n=182)

Total
(n=484)

χ²-value
(P-value)

Type of food

Boiled rice and
  side dishes
Fruit, milk, rice
  cake, potato etc
Fast food
Instant food 
No answer

36 (30.5)1)

71 (60.2)

 3 (2.5)
 7 (5.9)
 1 (0.8)

 51 (27.7)

 95 (51.6)

 14 (7.6)
 21 (11.4)
  3 (1.6)

 55 (30.2)

 89 (48.9)

 11 (6.0)
 22 (12.1)
  5 (2.7)

142 (29.3)

255 (52.7)

 28 (5.8)
 50 (10.3)
  9 (1.9)

9.715
(0.293)

Frequency of the 
subjects' eating fast 
food or instant food

Not eat
1～2/wk
3～4/wk
≥5/wk

12 (10.2)
93 (78.8)
12 (10.2)
 1 (0.8)

 22 (12.0)
140 (76.1)
 19 (10.3)
  3 (1.6)

 19 (10.4)
130 (71.4)
 29 (15.9)
  4 (2.2)

 53 (11.0)
363 (75.0)
 60 (12.4)
  8 (1.7)

4.583
(0.603)

1)N (%).

중수강군 19.0%, 고수강군 18.1%이었다. 이와 같이 과외학

습 전에 주로 먹는 음식의 종류는 3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고수강군일수록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 패스트푸드 및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빈도는 3군 간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지만, 1주일에 

1~2회 먹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군은 저수강군이었고, 3~4회 

먹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군은 고수강군임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아산 지역 초등학교 고학년의 인스턴트 이용 

정도는 주 1~2회 45.0%, 월 1~2회 30.6%, 주 3~4회 17.1 

%로 나타났고(31), 전북지역 초등학생의 패스트푸드 이용

횟수는 1주일에 2~3회 24.6%, 1주일에 1회 18.3%, 한 달

에 1~2회 15.9%이었다(32).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패스

트푸드 및 인스턴트식품을 간식으로 먹는 것까지 포함하였

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결

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1342 오근정 ․김미현 ․김명희 ․최미경

요   약

초등학교 4~6학년의 학령기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영양태도 및 식습관 형성이 확립되

고 이는 곧 성인기까지 이어진다. 본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교에 다니는 4~6학년 55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과외학습 실태, 수강 시간에 따른 식태도 및 식행동을 조사

하여 과외학습의 정도가 학령기 아동의 생활습관, 식태도 

및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 270명(49.1%), 여학

생 280명(50.9%)이었으며, 과외를 받지 않는 무수강군은 

66명(12.0%), 과외를 받고 있는 학생은 484명(88.0%)이었

다. 주당 평균 수강 시간은 7.34시간이었으며, 과외학습 종

류의 수는 저수강군 2.11개, 중수강군 2.51개, 고수강군 

3.27개였다. 기상시간은 아침 6~7시가 가장 많았고, 고수강

군은 기상시간이 가장 늦었으며, 깨워야 일어난다는 학생 

비율이 높았다. 취침시간은 수강군별 유의한 차이를 보여 

밤 11~12시에 취침하는 학생이 고수강군에서 가장 많았다

(P<0.01). 수면 만족도에서 ‘수면이 부족하다’는 비율은 고

수강군이 더 높았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스트레스가 

많다는 학생은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저수강군보다 고수

강군이 많았다. 식태도의 평균 점수는 무수강군 3.88점, 저

수강군 3.90점, 중수강군 3.80점, 고수강군 3.85점으로 저

수강군이 가장 높았다(P<0.001). 식사 빈도는 수강군 간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고수강군이 저수강군보다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과외학습을 받는 학생에서 

‘학원에 굶고 간다’와 ‘사 먹고 학원에 간다’는 고수강군일수

록 많았으며(각 P<0.01), ‘내가 챙겨 먹는다’는 학생은 고수

강군일수록 많았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학원가기 전 

먹는 간식이 영양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그렇

다’고 응답한 학생은 고수강군이 더 많았고, ‘아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저수강군이 가장 많아 4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과외학습을 받기 전 주로 먹는 음식의 종

류는 과일, 우유, 떡, 감자 등을 먹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반면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를 자주 먹는 비율이 고수강군

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과외학습 

수강 시간이 많아질수록 수면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더 많

이 받는 경향을 보였다. 식태도는 수강상태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실제적인 식행동은 과외수강 상태

와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여, 고수강군의 학생들일수록 학원

에 굶고 가거나 외식을 하는 비율이 높고, 패스트푸드나 인

스턴트 음식을 사먹는 비율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지나친 과외학습은 아동의 생활습관 및 식습관에 영향을 주

어 건강 및 정상적인 성장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학습에 대

한 관심 증가에 따라서 식생활 및 영양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가 연계된 아동들의 

식사 및 영양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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