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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등교정책이 학생의 아침식사, 수면  신체활동에 미치는 향

김하나․김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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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chool Attendance Policy on Breakfast Eating, Sleep, 
and Physical Activ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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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a school attendance policy (SAP) is to ensure breakfast time for school-aged adolescent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AP on dietary behavior, particularly breakfast consumption, among 
adolescent middle school students (n=426) in the Ansan area of Gyeonggi-do. After implementation of the SAP, the 
response rates for eating breakfast every-day among boys (P>0.05) and girls (P<0.05) slightly increased by 44.6% 
and 35.8%, respectively, compared to before the SAP. Further,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breakfast increased 
among both boys (‘satisfied’ and ‘strongly satisfied’; 32.4% and 21.6%, respectively) (P<0.01) and girls (‘satisfied’ 
and ‘strongly satisfied’; 32.8% and 14.2%, respectively) (P<0.001) compared to before the SAP. Moreover, boys (56.8%) 
and girls (53.9%) were aware that the SAP increased breakfast-eating frequency. Increases in deep sleep as a result 
of the SAP were high in both boys (39.2%) and girls (47.1%), and sleeping hours among boys (P<0.05) and girls 
(P<0.01) increased compared to before the SAP. The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positive effects on physical function 
such as reduction of physical fatigue (boys 40.1%, girls 38.2%) and improvement of physical health (boys 36.5%, 
girls 32.8%). Thus, systematic and sustained political support at the national level is required to encourage healthy 
breakfast eating and physical activ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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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기도 지역에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

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9시에 등교하는 정책을 시

행해 오고 있다. 9시 등교정책 실시의 주요한 목적은 학생들

에게 충분한 수면시간의 확보와 가족과 함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등교시간의 확보였다(1). 

아침식사는 전날의 저녁식사 이후 오랜 시간의 공복상태 

이후 하루 중 최초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끼니로 인체에 필수

적인 열량을 비롯한 포도당, 비타민 및 무기질 등의 영양소

를 공급하는 행위이며, 아침식사에서 공급되는 포도당은 인

체의 정상적인 혈당 유지 및 신체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이다(2). 따라서 아침식사는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성장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영양적인 

균형을 유지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식사로 여겨지고 

있다(3,4). 또한, 청소년들은 아침식사를 통해 하루에 필요

한 대부분의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인체 내 소화 및 대사과정 중 조효

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영양소이므로 아침식사는 하

루 세끼 식사의 질을 결정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

겨지고 있다(5).

아침식사와 청소년들의 학업수행능력과의 상관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청소년들

이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기억능력과 인지능력에서 더욱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6). 또한, 규칙적인 

아침식사는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과

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침결식자들에 비해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청

소년들이 더욱 다양한 통곡물을 섭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식습관은 식사 후 포만감을 쉽게 유도하여 식사에 대한 만족

도가 높았으며 식사 시 입맛이 좋았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

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혈당 유지 및 조절에도 효과적이었

다고 보고하였다(7,8).

이에 반해 아침결식은 학령기 학생들의 필수 영양소의 부

족으로 인한 영양적인 불균형의 문제점을 나타냈을 뿐만 아

니라 정상적인 신체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학교생활 

중의 인지능력 또한 저하되었다고 보고하였다(2). 게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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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결식은 하루 종일 입맛을 잃게 만들어 정상적인 체중의 

유지에 부정적이었으며, 심장병 및 당뇨병 발생과 같은 생활

습관병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9). 또한, 잦은 아침결식은 고혈압, 혈중 콜레스

테롤의 증가 및 LDL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도 보고되었다(10,11). 청소년기의 아침결식의 주된 원인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 고등학생들은 ‘잠을 더 자기 위해서’

와 ‘입맛이 없어서’라고 보고하였으며(12),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다른 연구에서 또한 ‘입맛이 없어서’와 ‘늦잠으로 등교

시간에 쫓겨서’가 결식의 주된 이유라고 보고하였다(13).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아침식사 시간의 부

족’과 ‘입맛과 반찬이 없어서’가 아침결식의 주된 원인이라

고 보고하였다(14).

청소년 시기에 아침식사의 부족 및 불규칙한 섭취는 패스

트푸드와 같은 외식의 빈도를 늘리고 음식점에서 에너지 밀

도가 높은 음식의 섭취량을 증가시킨 반면에 집에서 식사하

는 빈도는 유의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15,16). 청소

년기의 패스트푸드의 잦은 섭취는 집에서 해 먹는 밥보다 

에너지 밀도를 비롯한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산 및 나트륨의 

함량이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17), 청소년기의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은 전반적인 신체활동이 줄어들어 심장병과 대

사성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8). 특

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아침식사의 잦은 결식과 더불

어 불규칙한 식사, 지나친 패스트푸드의 섭취 등의 식행동 

문제가 유발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19), 청소년기의 잘못

된 식습관은 성인기까지도 이어져 평생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식생활 태도의 형성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차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하

면 2001년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아침결식률은 32.3%와 

35.6%였으며 2008년도에는 남학생 23.6%, 여학생 28.2%

라고 보고하였다. 2012년도에는 남학생 25.7%, 여학생 

29.9%가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21). 제6차 국

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해서도 청소년들의 아침결식률은 

2005년 23.8%, 2010년 29.0%, 2014년 31.0%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산 일부지역의 중학생(2, 3학년)

을 대상으로 9시 등교정책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성별

에 따른 9시 등교정책 실시 전과 후의 아침식사 섭취 빈도와 

아침식사와 관련된 인자들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또한, 청소

년들의 간식, 수면 및 신체활동을 포함한 식행동의 변화와 

9시 등교정책 실시에 따른 아침식사 빈도의 증가, 간식 섭취 

빈도의 감소,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감소, 숙면 빈도의 증가, 

신체피로도 감소 및 신체적인 건강 향상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9시 등교정책 실시에 따른 중학

생들의 아침식사 및 전반적인 식생활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

한 결과로써 앞으로의 9시 등교정책의 긍정적인 개선 및 정

착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 및 기간

연구 대상은 경기도 안산지역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 중

인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9시 등교정책에 대해 경험한 학생들

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1학년을 제외한 2학년과 3학

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중학교 일정의 수

업을 마치고 하굣길에 있는 학생들로 9시 등교정책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에게는 설문지 

내용 및 설문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

구는 전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승인번호: jjIRB-160816- 

HR-2016-0806)의 승인을 받아 절차에 맞게 진행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였다. 434

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후 

426부를 본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방법 및 내용

설문지 항목은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12,23,24)

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다시 작성되었다. 설문

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으며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

다. 세부항목 중 일반사항을 제외한 아침식사 섭취 관련 인

자, 간식 섭취 패턴, 수면 및 신체활동에 대한 항목들은 9시 

등교정책 전과 9시 등교정책 후로 구성되었으며, 9시 등교

정책 전에 대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 시점을 회상하여 일일 

또는 주당 평균적인 섭취 빈도, 수면시간, 운동 횟수 그 외 

다양한 항목과 관련된 인자들에 대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9시 등교정책 후에 대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아침식

사 섭취 관련 인자, 간식 섭취 패턴, 수면 및 신체활동, 9시 

등교정책에 대한 인식도들에 대한 항목들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다.

일반사항: 성별, 학년, 가족 유형에 대해 각 1문항으로 총 

3문항이었다.

아침식사 섭취 관련 인자: 주당 아침식사 섭취 빈도, 아침 

결식 시 그 이유, 아침식사의 종류, 아침식사 시 입맛의 정도, 

밥공기를 기준으로 한 식사량, 아침식사 시 소요시간, 아침

식사 시 가장 큰 문제점, 아침식사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각 1문항으로 총 8개의 문항이었다. 

간식 섭취 패턴: 일일 간식 섭취 빈도, 간식의 종류, 간식 

섭취의 목적, 간식 선택 시 주요한 고려인자, 주된 간식 섭취 

시간, 아침결식이 간식 섭취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 1문

항으로 총 6개의 문항이었다.

수면 및 신체활동: 수면 관련은 일일 평균 수면시간에 대

해 1문항, 신체활동 관련으로는 주당 30분 이상의 평균 운동 

빈도와 주된 여가활동에 대해 각 1문항으로 총 2문항이었다.

9시 등교정책에 대한 인식도: 9시 등교정책이 아침식사 

섭취 빈도 증가에 미치는 영향, 간식 섭취 빈도 감소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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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reakfast-eating frequency and reasons for skipping breakfast                                            N (%)
Frequency (times/week) 0 1∼2 3∼4 5∼6 7 χ2 P-value
Before1)

  Boys 
  Girls
After2)

  Boys 
  Girls 

 35 (15.8)
 54 (26.5)

 22 (9.9)
 34 (16.7)

 35 (15.8)
 34 (16.7)

 28 (12.6)
 25 (12.3)

 37 (16.7)
 25 (12.3)

 29 (13.1)
 34 (16.7)

29 (13.1)
25 (12.3)

44 (19.8)
38 (18.6)

86 (38.7)
66 (32.4)

99 (44.6)
73 (35.8)

8.5763)

6.759

0.073

0.149

Boys
Girls

Before and after χ2=8.7084), P-value=0.069
Before and after χ2=10.326*, P-value=0.035

Reasons for skipping 
  breakfast

Waking up 
late

Poor
appetite

Lack of
time Habitual Indigestion Not served Other

Before
  Boys 
  Girls 
After
  Boys
  Girls 

101 (45.5)5)

 97 (47.5)

 94 (42.3)
 86 (42.2)

 99 (44.6)
102 (50.0)

112 (50.5)
111 (54.4)

112 (50.5)
128 (62.7)

 92 (41.4)
108 (52.9)

35 (15.8)
45 (22.1)

34 (15.3)
46 (22.5)

36 (16.2)
41 (20.1)

39 (17.6)
45 (22.1)

26 (11.7)
23 (11.3)

23 (10.4)
26 (12.7)

45 (20.3)
39 (19.1)

56 (25.2)
56 (27.5)

1)Before the SAP. 2)After the SAP. 3)Chi-square test between the boys and the girls. 
4)Chi-square test between before the SAP and after the SAP. 5)Multiple respons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는 영향, 인스턴트식품의 소비량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 숙

면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인 피로도 감소에 미치는 영향과 

전반적으로 신체적인 건강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 

1문항으로 총 6개의 문항이었다.

통계 처리

일반사항, 9시 등교정책 실시에 따른 아침식사 섭취 관련 

인자, 간식 섭취 패턴, 수면시간과 여가활동은 9시 등교정책 

전과 9시 등교정책 후 각각에 대하여 빈도와 퍼센트가 측정

되었다. 9시 등교정책에 대한 인식도는 9시 등교정책 전에 

비해 9시 등교정책 후 변화에 대한 인식도로 빈도와 퍼센트

가 측정되었다. 이들 결과들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9시 등교

정책 전과 9시 등교정책 후 각각에 대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교차분석(χ2-test)과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에 대하여 

9시 등교정책 전과 9시 등교정책 후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

한 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Sta-

tistics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 윈도우 버전 20.0을 사용하였으며 유의

수준 P<0.05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사항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52%, 여학생이 48%였으

며 학년은 2학년이 53.5%, 3학년 46.5%였다(data not 

shown). 가족 유형은 핵가족이 77.7%로 가장 많았으며 편

부모 10.3%, 대가족 9.6%, 기타 2.3%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섭취 빈도와 아침결식의 이유

9시 등교정책 전 남학생의 38.7%가 ‘매일 아침식사를 한

다’고 응답한 반면에 15.8%는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9시 등교정책 후 남학생의 44.6%가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9시 등교정책 전에 비

해 증가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P> 

0.05). 이에 반해 여학생은 9시 등교정책 후 전보다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이 32.4%에서 35.8%로 약간 증가하

였고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6.5%에서 

16.7%로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P<0.05).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습관은 단기 또는 장기간의 건강의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필수적이다. 특히 아침식사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 중의 하나로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성장 및 건강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3). 

그러나 본 연구 결과 9시 등교정책 전 불규칙적으로 아침식

사를 하는 학생들을 포함한 아침결식자의 비율(‘주 7회’의 

아침식사 섭취 빈도를 제외하고 ‘주 0회’를 포함하여 불규칙

인 아침식사 섭취 빈도를 나타낸 응답자 전체)은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61.3%와 67.6%를 각각 나타냈다. 청소년기의 

아침결식을 하는 청소년들은 흡연, 잦은 알코올 섭취, 과체

중 및 비만과 같은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식행동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23,24)되고 있는 반면, 아침식사를 규칙

적으로 하는 청소년들은 아침결식을 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체질량지수를 가지고 있으며 보다 균형 있는 영양소의 

섭취를 하고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어(6) 규칙적인 아침식사

의 유도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9시 등교정책을 

실시한 후 불규칙적인 아침결식자의 비율이 9시 등교정책 

전(67.6%)보다 여학생에서는 64.2%로 약간 감소하는 결과

를 나타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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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9시 등교 효과 분석’의 연

구 결과에서도 중학생들의 아침식사자의 비율이 56.9%에

서 65.1%로 증가했다고 보고하여(25) 본 연구 결과와 유사

한 결과를 나타냈다. 아침결식자의 비율은 9시 등교정책과 

관계없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약간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

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아침식

사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6,26)에서도 남학생에 비해 여

학생의 아침결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아침결식의 주된 이유는 9시 등교정책의 실시 및 성별에 

관계없이 ‘아침식사 시간의 부족’, ‘입맛이 없어서’와 ‘늦게 

일어나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시 등교정책을 실시해도 여전히 청소년들은 아침식사를 할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

기의 아침결식의 주된 이유를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3,27)

에서도 ‘아침식사 시간의 부족’ 또는 ‘입맛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외의 청소년기의 아침결식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들에서는 청소년기의 체중이나 외모에 대한 과도

한 관심이 아침결식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으며 나이가 어린 학령기일수록 아침식사가 제공되지 않

아서 섭취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3,28). 또한, 청소년기의 아침식사에 대한 섭취습관

은 부모의 아침식사 습관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6,26).

아침식사 섭취 관련 인자

아침식사의 주된 종류는 밥과 국이 남학생(9시 등교정책 

전 73.5%, 후 76.5%)과 여학생(전 61.6%, 후 74.4%) 모두

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남학생(전 45.2 

%, 후 47.5%)의 식사량은 밥공기를 기준으로 ‘3/4~1 공기’

가 가장 많은 반면, 여학생은 ‘1/2 공기 이하’가 남학생에 

비해 9시 등교정책 전(남학생 31.1%, 여학생 54.0%; P< 

0.001)과 후(남학생 27.9%, 여학생 45.7%; P<0.001) 모두

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시 입맛은 9시 등교정

책 전 남학생의 31.1%가 ‘좋다’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17.7%가 ‘좋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입맛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러나 여학생은 9시 등교

정책 전(17.7%)에 비해 9시 등교정책 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28.1%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 9시 등교정책 실

시로 인해 아침식사 시 입맛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P< 

0.01). 아침식사 시 소요시간은 9시 등교정책의 실시와 관계

없이 ‘5~10분’ 또는 ‘10~20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아침식사 시 가장 큰 문제점은 9시 등교정책의 실시와 

성별에 관계없이 ‘빠른 속도로 섭취하는 것’과 ‘아침결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시 등교정책 실시에 따른 아침

식사에 대한 만족도는 남학생의 경우 9시 등교정책 전은 ‘만

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가 23.4%와 16.2%를 각각 나타

난 반면, 여학생은 21.1%와 9.3%를 각각 나타내어 여학생

에 비해 남학생의 아침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러나 9시 등교정책 후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만족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남

학생(‘만족한다’ 32.4%, ‘매우 만족한다’ 21.6%; P<0.01)과 

여학생(‘만족한다’ 32.8%, ‘매우 만족한다’ 14.2%; P<0.001) 

모두 아침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9시 등교정책 전에 비해 상

승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간식 섭취 패턴

일일 간식 섭취 빈도는 성별과 9시 등교정책과 성별에 

관계없이 ‘1~2회’가 가장 많았으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3~4회’ 및 ‘5회 이상’의 섭취 빈도에서 9시 등교정책 전

(P<0.05)과 더불어 후(P<0.05)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간식섭취의 주된 이유는 9시 등교정책과 성별에 관계없

이 ‘배가 고파서’가 9시 등교정책 전 남학생 65.3%와 여학생 

71.1%, 9시 등교정책 후 남학생 60.8%, 여학생 60.9%로 

가장 많았다. 

간식선택 시 주된 고려인자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9시 등교정책 전과 후에 관계없이 ‘맛’이었으나 9시 등교정

책 전의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맛’에 대한 고려라고 응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간

식 섭취 시간은 9시 등교정책 전(P<0.01)과 후(P<0.05) 모

두에서 남학생(전 31.5%, 후 32.4%)은 여학생(전 26.5%, 

후 27.0%)에 비해 ‘저녁식사 섭취 전’에 간식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전 45.6%, 후 46.1 

%)은 남학생(전 36.9%, 후 36.0%)에 비해 ‘하굣길’에 간식

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 청소년들의 불규칙한 아침식사는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하루 식사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29) 하루 식사 구성에서 과일과 야채의 섭취는 매우 부족한 

반면(30), 기름진 음식들의 섭취량과 간식의 섭취량은 너무 

과잉한 것으로 보고되었다(31). 본 연구 결과에서 중학생들

의 간식 섭취 형태 중 과일 및 주스류의 섭취는 9시 등교정책 

전(남학생 8.6%, 여학생 10.3%)보다 9시 등교정책 후(남학

생 11.3%, 여학생 17.2%)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청소년들의 아침결식은 하루 중 에너지밀도가 높은 식품

을 자주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32,33) 

아침결식이 간식 섭취와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아침식사 섭취 여부가 간식 섭취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9시 등교정책 실시와 관계없

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

(남학생의 전 32.9%, 후 27.0%; 여학생의 전 42.2%, 후 

38.2%)’가 ‘아침식사를 했을 때(남학생의 전 8.1%, 후 7.7 

%; 여학생의 전 1.5%, 후 2.0%)’에 비해 간식 섭취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9시 등교정책 전(P<0.01)과 후(P<0.01) 모두에서 ‘아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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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s related to breakfast-eating                                                                     N (%)
Type Rices and soups Breads or cereals Fruits and juices Instant noodles χ2 P-value
Before1)

  Boys
  Girls
After2)

  Boys
  Girls

161 (73.5)
122 (61.6)

169 (76.5)
148 (74.4)

43 (19.6)
55 (27.8)

39 (17.6)
37 (18.6)

11 (5.0)
17 (8.6)

 8 (3.6)
12 (6.0)

4 (1.8)
4 (2.0)

5 (2.3)
2 (1.0)

 7.8703)

 2.384

0.096

0.497

Boys
Girls

Before and after χ2=2.3964), P-value=0.494
Before and after χ2=7.552, P-value=0.056

Appetite Bad Neutral Good χ2 P-value
Before
  Boys
  Girls 
After
  Boys 
  Girls 

43 (19.6)
43 (21.7)

29 (13.1)
24 (12.1)

108 (49.3)
120 (60.6)

107 (48.4)
119 (59.8)

68 (31.1)
35 (17.7)

85 (38.5)
56 (28.1)

10.173**

 5.937

0.006

0.051

Boys
Girls

Before and after χ2=4.607, P-value=0.100
Before and after χ2=10.236**, P-value=0.006

Meal size
(bowl of rice) <1/2 1/2∼3/4 3/4∼1 >1 χ2 P-value

Before
  Boys
  Girls 
After
  Boys 
  Girls

 68 (31.1)
107 (54.0)

 62 (27.9)
 91 (45.7)

43 (19.6)
43 (21.7)

45 (20.3)
44 (22.1)

 99 (45.2)
 46 (23.2)

106 (47.7)
 60 (30.2)

9 (4.1)
2 (1.0)

9 (4.1)
4 (2.0)

31.541***

18.978***

0.000

0.000

Boys
Girls

Before and after χ2=0.541, P-value=0.910
Before and after χ2=3.818, P-value=0.282

Time required 
(min) <5 5∼10 10∼20 >20 χ2 P-value

Before
  Boys 
  Girls
After
  Boys
  Girls 

37 (16.9)
35 (17.7)

30 (13.7)
20 (10.1)

100 (45.7)
 78 (39.4)

101 (46.1)
 74 (37.2)

67 (30.6)
59 (29.8)

70 (32.0)
77 (38.7)

15 (6.8)
26 (13.1)

18 (8.2)
28 (14.1)

 5.475

 7.785

0.242

0.100

Boys
Girls

Before and after χ2=1.131, P-value=0.770
Before and after χ2=6.650, P-value=0.084

Drawback Skipping High 
speed

Instant 
intake

Insufficient 
amount

Nutritional 
imbalance χ2 P-value

Before
  Boys
  Girls 
After
  Boys 
  Girls 

59 (26.7)
51 (25.0)

52 (23.5)
46 (22.5)

83 (37.6)
71 (34.8)

72 (32.6)
59 (28.9)

14 (6.3)
17 (8.3)

16 (7.2)
21 (10.3)

34 (15.4)
35 (17.2)

39 (17.6)
41 (20.1)

31 (14.0)
30 (14.7)

42 (19.0)
37 (18.1)

 1.160

 2.023

0.885

0.732

Boys
Girls

Before and after χ2=3.355, P-value=0.500
Before and after χ2=2.992, P-value=0.559

Satisfaction Completely 
dissatisfied Dissatisfied Neutral Satisfied Very satisfied χ2 P-value

Before
  Boys 
  Girls 
After
  Boys 
  Girls

18 (8.1)
23 (11.3)

10 (4.5)
10 (4.9)

30 (13.5)
53 (26.0)

13 (5.9)
20 (9.8)

86 (38.7)
66 (32.4)

79 (35.6)
78 (38.2)

52 (23.4)
43 (21.1)

72 (32.4)
67 (32.8)

36 (16.2)
19 (9.3)

48 (21.6)
29 (14.2)

14.988**

 5.609

0.005

0.230

Boys
Girls

Before and after χ2=14.244**, P-value=0.007
Before and after χ2=28.359***, P-value=0.000

1)Before the SAP. 2)After the SAP. 3)Chi-square test between the boys and the girls. 
4)Chi-square test between before the SAP and after the SAP.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and ***P<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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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nack intake patterns                                                                               N (%)
Frequency (times/d) 0 1∼2 3∼4 ≥5 χ2 P-value
Before1)

  Boys 
  Girls
After2)

  Boys 
  Girls

30 (13.5)
13 (6.4)

29 (13.1)
 9 (4.4)

136 (61.3)
117 (57.4)

129 (58.1)
123 (60.3)

37 (16.7)
50 (24.5)

46 (20.7)
50 (24.5)

19 (8.6)
24 (11.8)

18 (8.1)
22 (10.8)

 9.929*3)

10.494*

0.019

0.015

Boys
Girls

Before and after χ2=1.2054), P-value=0.752
Before and after χ2=0.964, P-value=0.810

Type Confectionaries Breads Instant foods Fruits and 
juices

Frozen desserts 
and drinks χ2 P-value

Before
  Boys 
  Girls 
After
  Boys 
  Girls 

64 (28.8)
65 (32.0)

63 (28.4)
60 (29.6)

42 (18.9)
41 (20.2)

33 (14.9)
33 (16.3)

65 (29.3)
57 (28.1)

62 (27.9)
49 (24.2)

19 (8.6)
21 (10.3)

25 (11.3)
35 (17.2)

32 (14.4)
19 (9.3)

39 (17.6)
26 (12.8)

 3.115

 5.023

0.539

0.285

Boys
Girls

Before and after χ2=2.667, P-value=0.615
Before and after χ2=6.258, P-value=0.181

Reason Hungry Nutrition Habitual Influence 
of friends Other χ2 P-value

Before
  Boys 
  Girls 
After
  Boys
  Girls 

145 (65.3)
145 (71.1)

135 (60.8)
123 (60.9)

17 (7.7)
 8 (3.9)

20 (9.0)
 9 (4.5)

34 (15.3)
26 (12.7)

36 (16.2)
32 (15.8)

14 (6.3)
 9 (4.4)

18 (8.1)
17 (8.4)

12 (5.4)
16 (7.9)

13 (5.9)
21 (10.4)

 6.206

 5.947

0.287

0.203

Boys
Girls

Before and after χ2=1.198, P-value=0.879
Before and after χ2=6.145, P-value=0.189

Consideration factor Taste Hygiene Price Amount Nutrition χ2 P-value
Before
  Boys 
  Girls 
After
  Boys 
  Girls 

153 (68.9)
147 (72.1)

162 (73.0)
150 (73.5)

4 (1.8)
3 (1.5)

4 (1.8)
4 (2.0)

27 (12.2)
32 (15.7)

23 (10.4)
30 (14.7)

28 (12.6)
22 (10.8)

23 (10.4)
16 (7.8)

10 (4.5)
 0 (0.0)

10 (4.5)
 4 (2.0)

10.665*

 4.461

0.031

0.347

Boys
Girls

Before and after χ2=1.067, P-value=0.899
Before and after χ2=5.185, P-value=0.269

Time On the way 
to school

Before 
lunch

After 
lunch

On the way
home

Before 
dinner

After 
dinner χ2 P-value

Before
  Boys 
  Girls
After
  Boys 
  Girls

7 (3.2)
9 (4.4)

6 (2.7)
4 (2.0)

 6 (2.7)
17 (8.3)

 7 (3.2)
14 (6.9)

22 (9.9)
18 (8.8)

17 (7.7)
17 (8.3)

82 (36.9)
93 (45.6)

80 (36.0)
94 (46.1)

70 (31.5)
54 (26.5)

72 (32.4)
55 (27.0)

35 (15.8)
13 (6.4)

40 (18.0)
20 (9.8)

18.022**

12.063*

0.003

0.034

Boys
Girls

Before and after χ2=1.181, P-value=0.947
Before and after χ2=3.741, P-value=0.587

Condition for eating 
more When eating breakfast When not eating breakfast Not affected χ2 P-value

Before
  Boys 
  Girls 
After
  Boys 
  Girls 

18 (8.1)
 3 (1.5)

17 (7.7)
 4 (2.0)

73 (32.9)
86 (42.2)

60 (27.0)
78 (38.2)

131 (59.0)
115 (56.4)

145 (65.3)
122 (59.8)

12.079**

11.637**

0.002

0.003

Boys
Girls

Before and after χ2=2.009, P-value=0.366
Before and after χ2=0.740, P-value=0.691

1)Before the SAP. 2)After the SAP. 3)Chi-square test between the boys and the girls. 
4)Chi-square test between before the SAP and after the SAP.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nd **P<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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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leeping hours, exercise frequency and leisure activity                                                  N (%)
Sleeping hours (h) <7 7∼8 8∼9 9∼10 >10 χ2 P-value
Before1)

  Boys 
  Girls
After2)

  Boys 
  Girls 

37 (16.7)
77 (37.7)

21 (9.5)
40 (19.6)

108 (48.6)
 90 (44.1)

 92 (41.4)
100 (49.0)

56 (25.2)
28 (13.7)

75 (33.8)
49 (24.0)

15 (6.8)
 4 (2.0)

25 (11.3)
 9 (4.4)

 6 (2.7)
 5 (2.5)

 9 (4.1)
 6 (3.0)

30.811***3)

19.106**

0.000

0.002

Boys
Girls

Before and after χ2=11.550*4), P-value=0.021
Before and after χ2=19.968**, P-value=0.001

Exercise frequency 
(times/week) 0 1∼2 3∼4 5∼6 7 χ2 P-value

Before1)

  Boys 
  Girls
After2)

  Boys 
  Girls 

37 (16.7)
90 (44.1)

26 (11.7)
70 (34.3)

 47 (21.2)
 66 (32.4)

 47 (21.2)
 74 (36.3)

61 (27.5)
23 (11.3)

63 (28.4)
35 (17.2)

45 (20.3)
16 (7.8)

46 (20.7)
16 (7.8)

32 (14.4)
 9 (4.4)

40 (18.0)
 9 (4.4)

68.554***

67.680***

0.000

0.000

Boys
Girls

Before and after χ2=2.853, P-value=0.583
Before and after χ2=5.440, P-value=0.245

Leisure activity Sleep TV/game Exercise Hobby Others χ2 P-value
Before
  Boys 
  Girls 
After
  Boys 
  Girls

11 (5.0)
38 (18.6)

 9 (4.1)
35 (17.2)

161 (72.5)
103 (50.5)

151 (68.0)
 89 (43.6)

27 (12.2)
 2 (1.0)

34 (15.3)
 5 (2.5)

18 (8.1)
31 (15.2)

22 (9.9)
44 (21.6)

 5 (2.3)
30 (14.7)

 6 (2.8)
 1 (15.2)

70.895***

77.589***

0.000

0.000

Boys
Girls

Before and after χ2=1.815, P-value=0.770
Before and after χ2=4.770, P-value=0.320

1)Before the SAP. 2)After the SAP. 3)Chi-square test between the boys and the girls. 
4)Chi-square test between before the SAP and after the SAP.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1, and ***P<0.001, respectively.

먹지 않았을 때’가 ‘아침을 먹었을 때’에 비해 간식의 섭취량

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및 신체활동

선행연구 결과 청소년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남학생 ‘6.6

시간’, 여학생 ‘6.1시간’으로 보고되었으며 청소년들의 84.6 

%가 ‘8시간 미만(남학생 79.8%, 여학생 89.6%)’의 수면시

간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34). 청소년들의 충분한 수면

시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우리나라 청소년들

의 수면시간은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

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평균 수면시간을 나타냈

다고 보고하였다(35).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은 신체적, 정신

적 불안정과 우울, 스트레스 등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고 보고되고 있어(36) 청소년들의 충분한 수면은 건강 유지

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 중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9시 등교정책

과 관계없이 남학생(전 48.6%, 후 41.4%)과 여학생(전 

44.1%, 후 49.0%) 모두 ‘7~8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4). 그다음으로는 남학생은 ‘8~9시간’이 25.2%

로 많은 반면, 여학생은 ‘7시간 미만’이 37.7%로 나타나 남

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수면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9시 등교정책 후 남학생(41.4%)과 여학생(49.0%)

의 수면시간은 여전히 ‘7~8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8~9시간’의 수면시간에 대한 응답률이 남학생은 

33.8%(P<0.05), 여학생은 24.0%(P<0.01)로 증가한 반면, 

‘7시간 미만’의 수면시간에 대한 응답률은 남학생 9.5%(P< 

0.05), 여학생 19.6%(P<0.01)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9시 등교정책으로 인

해 중학생들의 수면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

히 9시 등교정책 이후에도 남학생의 수면시간은 여학생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아침식사 섭취와 신체활동과의 상관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하루 중 다른 끼니의 

식사를 거를 위험도가 높아져 신체적인 활동량이 감소하고 

이는 과체중과 비만으로 가기 쉬운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

고되고 있다(6,37). 반면, 규칙적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청소

년들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신체적인 활동

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38,39).

따라서 9시 등교정책 전과 후의 운동 및 여가활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일주일에 30분 이상의 운동을 하는 빈도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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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wareness of the effects of the SAP on breakfast-eating frequency, snack intake, sleep, and physical function    N (%)
Increase in breakfast-eating frequency Yes No χ2 P-value
Boys 
Girls 

126 (56.8)
110 (53.9)

96 (43.2)
94 (46.1) 0.346 0.556

Decreased snack intake frequency Not affected Neutral Affected χ2 P-value
Boys 
Girls 

104 (46.8)
 92 (45.1)

97 (43.7)
84 (41.2)

21 (9.5)
28 (13.7) 4.351 0.361

Decreased consumption of instant food Not affected Neutral Affected χ2 P-value
Boys 
Girls

 99 (44.6)
 83 (40.7)

88 (39.6)
86 (42.2)

35 (15.8)
35 (17.1) 4.183 0.382

Increased deep sleep Not affected Neutral Affected χ2 P-value
Boys
Girls 

 61 (27.5)
 43 (21.1)

74 (33.3)
65 (31.9)

87 (39.2)
96 (47.1) 4.626 0.328

Decrease in physical fatigue Not affected Neutral Affected χ2 P-value
Boys 
Girls

 66 (29.7)
 59 (28.9)

67 (30.2)
67 (32.8)

89 (40.1)
78 (38.2) 1.635 0.803

Improvement of physical health Not affected Neutral Affected χ2 P-value
Boys
Girls 

 51 (23.0)
 45 (22.1)

90 (40.5)
92 (45.1)

81 (36.5)
67 (32.8) 2.925 0.570

사한 결과는 9시 등교정책 전 남학생은 ‘3~4회’가 27.5%로 

가장 많았으며 ‘1~2회’가 21.2%, ‘5~6회’가 20.3%를 나타

낸 반면, 여학생은 ‘0회’가 44.1%로 가장 많았으며 ‘1~2회’

가 32.4%로 나타나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신체활동

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9시 등교정책 이후에도 

남학생의 주당 운동 빈도는 여전히 ‘3~4회’가 28.4%로 가

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1~2회’가 21.2%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9시 등교정책 후 여학생은 ‘1~2회’가 

3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0회’가 

34.3%로 9시 등교정책 전보다 전혀 운동을 하지 않은 여학

생의 숫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4회’의 운동 빈

도를 가진 여학생의 비율도 9시 등교정책 전 11.3%에서 

17.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다(P>0.05). 9시 등교정책 후에도 여전히 여학생에 비해 남

학생의 운동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

의 신체활동이 남학생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9시 등교정책 전 여가활동은 남학생은 ‘TV/game’이 

72.5 %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운동’이 12.2%를 

나타낸 반면, 여학생은 ‘TV/game’이 50.5%, ‘수면’이 18.6 

%, ‘취미활동’이 15.2%의 결과를 나타냈다(P<0.001). 9시 

등교정책 후의 주된 여가활동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여전

히 ‘TV/game’이 68.0%와 43.6%로 가장 많았으나 남학생

들은 ‘운동’에 대한 응답 비율(전 12.2%, 후 15.3%)이, 여학

생들은 ‘취미활동’에 대한 응답 비율(전 15.2%, 후 21.6%)

이 9시 등교정책 전보다 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또한, 9시 등교정책 전과 

후 모두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운동’과 ‘TV/game’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P<0.001), 여학생들은 남학생

들에 비해 ‘취미활동’과 ‘수면’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P<0.001).

9시 등교정책이 아침식사 섭취 빈도, 간식 섭취, 숙면 및 

신체적인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

본 연구 결과는 앞에서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9시 등교정책 전에 대한 아침식사 섭취 관련, 간식 섭취 관

련, 수면 및 신체활동 관련에 대한 항목들은 9시 등교정책을 

실시하기 전을 회상하여 응답하게 한 결과들로 회상 바이어

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9시 등교

정책 실시에 따라 아침식사 섭취 빈도 증가, 간식 섭취 빈도 

감소, 숙면 및 신체적인 피로도 감소와 전반적으로 신체적인 

기능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인자들에 대한 인식도

를 조사하였다. 

‘9시 등교정책이 아침식사 섭취 빈도를 증가시키는 데 영

향을 주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

생이 56.8%, 여학생이 53.9%로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50% 이상이 9시 등교정책이 아침식사 섭취 빈도를 증

가시켰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그러나 간

식 섭취 빈도 감소에 대한 9시 등교정책의 영향에 대한 인식

도는 남학생(9.5%)과 여학생(13.7%) 모두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 또한 낮게 나타났으나(남학생 15.8%, 여학생 17.1%) 

숙면에 대한 9시 등교정책의 영향 인식도는 남학생 39.2%, 

여학생 47.1%로 높게 나타나 9시 등교정책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게다가 신체적인 피

로감의 감소(남학생 40.1%, 여학생 38.2%) 및 신체적인 건

강의 향상(남학생 36.5%, 여학생 32.8%)과 같은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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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에 대한 영향 인식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5). 2015년 경기도교육연구원의 ‘9시 등교 효과 

분석’ 정책연구 결과에서도 초･중･고 학생들의 신체건강에 

대한 인식도가 9시 등교정책 이전보다 이후가 좋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모와의 대화시간 증가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도도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여(25) 본 연구 결과와 

신체적인 건강의 향상에 대한 인식도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

냈다.

본 연구 결과 안산지역 중학생들 중 9시 등교정책이 아침

식사 섭취 빈도를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인식한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아침식사 섭취 빈도 조사 

결과 9시 등교정책의 실시가 여학생들의 아침식사 섭취 빈

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냈다(P<0.05). 또한, 남학생(P< 

0.01)과 여학생(P<0.001) 모두 9시 등교정책 전에 비해 정

책 실시 후가 아침식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숙면(남학생 39.2%, 여학생 47.1%)과 신체적

인 피로도 감소(남학생 40.1%, 여학생 38.2%)와 신체적인 

건강의 향상(남학생 36.5%, 여학생 32.8%)과 같은 신체기

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수면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남학생(P<0.05)

과 여학생(P<0.01) 모두 9시 등교정책 실시에 따라 수면시

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9시 등교정책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의 아침식사 섭취 빈도의 증가와 더불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의 아침식사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면시간의 증가를 유도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중학생

들의 숙면 및 신체기능의 향상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규칙적인 아침식사, 안정적인 

수면시간의 확보 및 건강한 신체활동의 유지를 위해서는 9

시 등교정책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

록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가 요구된다. 더

불어 중학생들의 규칙적인 아침식사의 섭취를 비롯한 건강

한 식행동을 통한 건전한 신체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

절한 영양교육프로그램들의 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영양교

육이 요구된다.

요   약

경기도 안산지역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과 3학

년 426명을 대상으로 9시 등교정책 실시에 따른 아침식사 

섭취 빈도의 증가와 더불어 아침식사 관련인자, 간식, 수면 

및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 및 이들의 인식도에 대해 조사한 

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

학생이 222명(52.1%), 여학생이 204명(47.9%)이었으며 

학년은 2학년 228명(53.5%), 3학년 198명(46.5%)이었다. 

9시 등교정책 전 남학생의 약 39%가 ‘매일 식사를 했다’고 

응답한 반면, 9시 등교정책 후에는 44.6%가 매일 아침식사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여학생 또한 9시 등교정

책 후 정책 전의 32.4%에서 35.8%로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아침결식의 주된 이유는 9시 등교정책

의 실시와 성별에 관계없이 ‘아침식사 시간의 부족’, ‘입맛이 

없어서’와 ‘늦게 일어나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간식 섭취 빈도는 9시 등교정책과 성별에 관계없이 

‘1~2회’가 가장 많았으나 9시 등교정책 전(P<0.05)과 후

(P<0.05) 모두 ‘3~4회’와 ‘5회 이상’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

생의 간식 섭취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 섭취의 

주된 이유는 9시 등교정책과 성별에 관계없이 ‘배가 고파서’

라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9시 

등교정책 전과 후 모두 성별에 관계없이 ‘7~8시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9시 등교정책 후 남학

생과 여학생 모두 ‘8~9시간’의 응답 비율은 증가한 반면에 

‘7시간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P<0.05)과 여학생(P<0.01) 모두 9시 등교정책의 실

시로 인해 수면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시 

등교정책 전(P<0.001)과 후(P<0.01) 모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수면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

주일에 30분 이상의 운동을 하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 9시 

등교정책 전 남학생은 ‘3~4회’가 27.5%로 가장 많은 반면, 

여학생은 ‘0회’가 4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9시 등교정책 이후에도 남학생의 주당 운동 빈

도는 여전히 ‘3~4회’가 28.4%로 가장 많은 반면, 여학생은 

‘1~2회’가 3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9시 등교정책 

후에도 여전히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운동 빈도가 상대적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9시 등교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9시 등교정책이 아침식사 섭취 빈도

를 증가시킨 것으로 인식한 남학생은 56.8%, 여학생은 

53.9%였다. 숙면을 취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한 남학

생은 39.2%, 여학생은 47.1%였으며 신체적인 피로도의 감

소(남학생 40.1%, 여학생 38.2%) 및 신체적인 건강의 향상

(남학생 36.5%, 여학생 32.8%)에도 기여한 것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안산지역 중학생들은 9시 등교정책

이 아침식사 섭취 빈도의 증가, 숙면 및 신체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9시 등교정책이 중학생들의 규칙적인 아

침식사를 통한 깊은 수면의 유도 및 바람직한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한 학교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교와의 지속적

인 협력 및 연계를 통한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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