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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compare nutrition knowledge, dietary attitude and habi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with and without education. Eighty-four subjects with unbalanced eating behavior were selected and 
assigned to either control or education group. The subjects in education group participated in a nutrition 
education program once a week for 8 weeks. The contents of nutrition education were on food tower, balanced 
nutrition, nutrient function, food group, importance of breakfast, and nutrition label, etc and the program was 
performed by a school dietitian. The effects of education was assess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prior to and after nutritional education. Nutrition knowledge except on snack, dietary self-efficacy except on 
low fat/ low calorie, attitude except on functional food and favorite, and general dietary habits of children 
in education group were significantly improved while those in control group showed no changes. Also, factors 
for unbalanced eating was improved by nutrition education indicating the need for correction on unbalanced 
eating was diminished. However, children's adherence to snack, instant and fast food remained to be corrected. 
The dietary habit of balanced eating was improved by education reducing the percentage of unbalanced eating 
on grain and meat․fish․milk groups. The nutrition education appears to be effective to provide nutrition 
knowledge thereby to improve dietary attitude, dietary self-efficacy, and partly to reduce children's unbalanced 
eating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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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어린이는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사회 으

로 어린이의 건강 리에 한 심이 증하고 있다. 아동기

에 일어나는 왕성한 신체   정신  성장은 양과 식품섭

취에 의해 크게 향을 받으므로, 최근 어린이 먹거리의 안

리가 사회 인 요한 이슈가 되어 국가 으로 책마

련에 고심하고 있다. 아동기는 성장을 한 양요구량이 

높을 뿐 아니라 식습 도 이 시기에 형성되지만, 건강과 

양에 한 지식과 인식이 부족한 아동들은 식품선택에서 

양성보다 기호성에 치우쳐 편식할 우려가 크다(1). 재 우

리나라의 등학교 아동의 편식율은 65∼77%로 매우 높아, 

이로 인한 양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다(2). 여러 연구에서 

아동들의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사탕이나 과자 같은 단 

음식이나 탄산음료의 섭취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3-5). 국민

건강 양조사 2005년도 결과에 의하면 어린이들의 채소류, 

우유류 섭취는 부족한 반면, 탄산음료, 햄, 소시지, 과자류 

등의 기호식품의 섭취는 증가하 고, 그에 따라 아동들의 

철과 칼슘섭취는 부족한 반면에 열량과 포화지방 섭취가 높

고, 특히 나트륨은 한국인 양섭취기 의 충분섭취량에 비

해 4배 이상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다(6).

심각한 편식은 양소 결핍으로 인한 발육  건강장애를 

래하게 되는데, 철 결핍성 빈 , 만성변비, 비만, 만성 비특

이성 설사, 소화기질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비만, 음식 

알 르기 등의 질환의 원인이며, 비타민을 비롯한 각종 미량

원소의 결핍 등이 심한 편식을 하는 아동에서 보고되고 있다

(7,8). 한편 편식은 성격이나 정서  성향에도 향을 주는

데, 편식아의 경우 신경질 이며 냉정한 성격을 가지거나 

침착성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9), 정서 으로 안정성과 사회

성 부족도 보고되고 있다(10,11). 그러므로 아동의 성격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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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발달과 건강을 해 학령기에 양교육을 통한 편식교

정과 올바른 식습  확립은 매우 요하다. 더욱 아동기에 

형성된 식습 은 일생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특히 아동기는 

학교생활을 통한 자극이나 래 집단에 민감하여, 식이 

제공되고 있는 학교에서의 양사에 의한 양교육은 편식

습 을 교정하는데 효과 으로 알려져 있다(12,13).

바람직한 식행동을 해서는 양지식과 식생활태도의 

교정뿐 아니라, 최근에는 dietary self-efficacy(식이 자기효

능감)이라는 사회인지  요소가 강조되고 있다(14-18). 

Bandura(19)에 따르면 식행동과 같은 건강 련행 의 교정

은 단순한 양지식의 제공이나 기술의 습득만으로는 유도

하기는 어렵고, 교정이 가능하다는 기 나 신념에 의해 일어

나기 때문에, 식이 자기효능감은 편식행 에 요한 향을 

미칠 것이다. 편식교정을 해서는 양지식을 행동으로 유

도하기 한 태도와 자각 단계의 발 이 필요하며 이를 나타내

는 식이 자기효능감 측정이 필요하지만, 편식어린이를 상으

로 하는 양교육에서 이를 고려한 국내연구는 드문 편이다.

나아가 부분의 양교육 연구는 조군이 없이 오직 교

육군만을 상으로 양교육 실시 후의 효과를 비교한 경

우가 많다(1,12,13,20,21). 그러나 시간경과에 따라 양습

은 변화하며, 특히 과거보다 상매체에 노출된 경우가 많아 

매스컴 등에서 건강한 식생활에 한 각종 홍보 등 사회  

 환경  요인에 의해 식습 이 향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 상 양교육연구에서 양교육만의 독립  효과를 

평가하기 해서는 조군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학년 학생  학교 식을 먹을 때 

편식하는 아동들을 선정하여 양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조군과 양교육을 받는 교육군으로 나 어, 학년별로 나

어 양사가 직  교육을 실시하 을 때 아동의 양지식, 

편식교정인자, 식생활태도, 편식교정에 한 식이 자기효능

감, 일반 식습 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 상  방법

연구 상  기간

연구 상은 경기도 용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O 등학교 

식 아동 1학년에서 4학년 아동  식시간에 편식이 심하

다고 단되는 아동들  편식교육을 받은 이 없는 아동들

이었다.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각 학년에서 20명 내외로 

총 84명을 조군과 교육군으로 두 군에 남녀의 구분 없이 

각 학년별 균등하게 42명씩 배정하 다. 양교육은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으며, 주 1회 약 30분 정도 8주간 동안 

학교 식 양사에 의해 학년별 지도로 교육군에 실시되었다.

연구 방법

양교육 로그램의 실시: 양교육은 등학교 1학년

에서 4학년까지의 학년 아동을 학년별로 9～12명을 한 집

단으로 하여 주 1회 약 30분 이상 총 8회에 걸쳐 학년별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로그램은 학교 식개선연구보고서

(22)와 서울시의 튼튼히 교실 매뉴얼(23)을 참고하여 본 연

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첫째 주, 아동들의 교육  양지식, 식생활태도, 편식습

, 편식유형, 아침 결식여부, 일반  식습 을 진단을 한 

설문조사와 친교시간 

둘째 주, 편식의 정의와 원인, 편식에 따른 건강상 문제

과 해결 방안.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말하기

셋째 주, 올바른 아침식사습

넷째 주, 성장과 건강에 필요한 양소. 식품과 양소, 

양소의 역할 게임

다섯째 주, 식품의 균형 섭취와 식품구성탑 

여섯째 주, 양표시와 식품선택

일곱째 주, 올바른 간식 선택법

여덟째 주, 학습내용정리와 빙고게임, 설문조사

평가도구: 교육 후에 상자들의 양지식, 식생활 태

도, 편식습 , 일반  식생활습 , 식품 선택에 한 식이 

자기효능감에 한 평가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1,17,18, 

24-26) 자기기록 설문지법으로 조사하 다. 설문 문항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양사가 를 들어 구체

으로 설명하여 이해하게 한 후 답을 선택하도록 하 다.

양지식 평가문항은 식품구성탑, 균형잡힌 식사, 우리 몸

과 양소, 비만, 아침식사, 편식, 한 간식섭취방법의 7

가지 역에 한 12문항으로, 수는 정답에 1 , 틀리거나 

모르는 경우 0 을 주어 산정하 다. 식생활 태도와 올바른 

식생활습 의 평가는 각각 10문항으로 구성하여 항목마다 

‘그 다’는 3 , ‘보통이다’는 2 , ‘아니다’는 1 으로 분류하

으며 부정 인 답변은 반 로 분석하 다.

편식 련 식이 자기효능감 평가는 Choi(24)가 CDSS 

(Child Dietary Self-Efficacy Scale)(18)와 Eating Self- 

Efficacy Scale(17)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문항  편식과 

련되는 5가지 문항을 선정하여 각각 3  척도를 사용하여 

수를 산정하 다. 식이 자기효능감에 한 신뢰도로써 내

 일 성을 나타내는 Cronbach α 값은 0.69를 나타내었다. 

편식교정인자는 편식과 련된 태도나 행동에 해 7문항으

로 3  척도로 평가하 다. 그 외 편식하는 유형과 편식 이유

도 조사하 다.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는 SAS ver. 9.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양지식, 식생활태도, 일반  식습

과 편식개선에 한 식이 자기효능감, 편식교정인자는 교육

군과 조군의 교육 ․후에 따른 변화의 유의  차이를 

paired t-test로 평가하 다. 편식하는 식품군이나 편식이유

는 x²-test를 사용하여 교육 후 분포의 유의성을 α=0.05에

서 검증하 다. 편식교정인자, 일반 식습 과 양지식, 식

생활태도, 식이 자기효능감과의 계는 Pearson's correla-

tion coefficient로 상 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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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 in dietary attitude by nutrition education 

Variables
Education group Control group

Before After Before After

Try to eat unfamiliar food
Try to eat food for health
Give priority to the nutrition of foods than taste 
Try to eat nutritious foods even if I don't like them 
Think to take meals later when skipped meals
Think that food is helpful to prevent or treatment of disease
Try to take functional foods for health if nutrition is poor by 
unbalanced diet 
Try to eat even distasteful foods if my family or friends eat 
Don't mind skipping meals when I indulged in something 
No need to change meals that satisfies me

 1.9±0.81)
 1.9±0.8
 1.9±0.9
 1.8±0.8
 1.8±0.8
 2.1±0.8
 2.1±0.9

 1.9±0.9
 1.6±0.9
 1.9±0.8

 2.5±0.5***
 2.3±0.6*
 2.3±0.7*
 2.2±0.8**
 2.4±0.8**
 2.5±0.6*
 2.3±0.7ns

 2.0±0.8ns
 2.5±0.7***
 1.9±0.7ns

 2.4±0.7
 2.1±0.7
 2.3±0.6
 2.1±0.7
 2.6±0.7
 2.4±0.7
 2.3±0.8

 1.8±0.8
 1.4±0.7
 1.8±0.8

 2.4±0.8ns2)
 2.2±0.7ns
 2.3±0.7ns
 2.0±0.7ns
 2.4±0.7ns
 2.4±0.8ns
 2.2±0.8ns

 1.9±0.8ns
 1.5±0.7ns
 1.9±0.8ns

Total 18.9±3.7 22.4±2.7*** 21.1±2.5 21.0±2.7ns
1)Mean±SD. 2)ns: non-significant by paired t-test. *p<0.05, **p<0.01, ***p<0.001 by paired t-test. 

결과  고찰

양교육에 따른 양지식과 식생활 태도의 변화

양교육에서 다루어진 식품구성탑, 균형잡힌 식사, 양

소의 기능, 비만, 아침식사, 편식, 한 간식섭취의 7가지 

역에 한 12가지 문항의 교육 후 평가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 다. 교육을 받지 않은 조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양지식 수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교육군은 

7가지 역  한 간식 섭취방법을 제외한 6가지 역에

서 양지식이 유의 으로 향상되었다. 양지식 수는 교

육군이 교육  4.1 에서 교육 후에 9.5 으로 하게 증

가하 다(p<0.001). 본 연구에서 교육에 의한 양지식의 향

상은 시간 경과나 사회  환경, 매스컴의 홍보 등에 상 없

이 양 문가에 의한 직  양교육이 아동의 양지식 

향상에 독립 으로 효과를 보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부분 등학교 학생을 상으로 한 양교육

로그램은 양지식 획득에는 효과가 있었는데(1,27-31), 

이러한 양지식의 향상은 올바른 식생활에 한 이해를 의

미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식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

가 된다.

양교육에 따른 식생활태도의 변화는 Table 2에 제시된 

Table 1. Changes in nutrition knowledge by nutrition edu-
cation 

Nutrition 
knowledge

Education group Control group

Before After Before After

Food tower 
Balanced meals
Nutrient functions
Obesity 
Unbalanced diet 
Breakfast
Snacks 
Total score

0.3±0.51)
0.3±0.4
0.7±0.7
0.7±0.7
1.3±0.7
0.4±0.5
0.5±0.5
4.1±2.0

1.5±0.7***
0.9±0.4***
2.4±0.8***
1.8±0.5***
1.7±0.6**
0.7±0.5***
0.6±0.5ns
9.5±2.3***

0.4±0.6
0.2±0.4
1.1±0.8
1.1±0.8
1.3±0.6
0.4±0.5
0.4±0.5
5.0±2.4

0.5±0.7ns2)
0.2±0.4ns
0.9±0.9ns
1.1±0.8ns
1.3±0.7ns
0.5±0.5ns
0.4±0.5ns
5.0±2.5ns

1)
Mean±SD. 2)ns: non-significant by paired t-test.
**p<0.01, ***p<0.001 by paired t-test. 

바와 같다. 평가문항 10문항  양교육에 의해 유의  향

상이 나타난 항목은 교육군의 경우 ‘ 에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라도 먹으려고 노력한다’, ‘다른 재미있는 일이 있다

면 한두끼 쯤은 굶어도 상 이 없다고 생각한다’, ‘식사를 

거르더라도 다음에 많이 보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몸에 

좋다는 음식은 일부러 먹으려고 노력한다’, ‘ 양이 많은 음

식도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으려고 한다’, ‘음식으로 질병

을 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음식을 먹을 

때 양 인 면을 먼  생각한다’이었다. 즉 8주 동안의 양

교육에 의해 낯선 음식에 한 태도, 규칙 인 3끼 식사, 식

사의 양성, 건강을 한 음식의 요성에 한 태도 등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단 편식에 따른 양부족을 

양제와 같은 건강보조식품 섭취를 통해 기 하는 태도나 맛

없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식사에 한 태도 등은 개선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식생활 태도 총 은 교육집단의 경우 

교육 후에 18.9에서 22.4 으로 향상되었지만, 양지식만

큼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다. 일반 으로 식생활 태도가 

정 인 아동일수록 식습 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양개선과 식습 개선을 한 양교육은 먼  교육 상

자의 지식습득에 의한 이해도 향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양지식뿐 아니라 식생활 태도도 양교육

에 의해 개선되었으며, 이는 비만 아동을 한 양교육을 

실시하여 양지식과 식생활태도가 개선된 결과와 일치한

다고 하겠다(32). 본 연구의 상자들은 다른 연구의 아동들

보다 학년이므로 인지능력이 낮은 을 고려하여 양사

가 학년별로 나 어서 10명 내외의 소규모 단 로 편식을 

포함한 식생활 문제를 다루어서 아동의 이해를 돕고 식생활

에 한 태도를 개선하도록 하 다고 보여진다.

양교육에 따른 식이 자기효능감, 편식교정인자와 편식

유형

편식개선과 련된 식이 자기효능감으로는 ‘반찬을 골고

루 섭취할 수 있다’, ‘튀기거나 부친 음식 신 굽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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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 in factors for unbalanced eating by nutrition education  

Item
Education group Control group

Before After Before After

Agree on my meal being unbalanced
My unbalanced eating should be corrected
Need to cope with unfavorable foods
Need to reduce frequent intake of fast instant or fast foods
Need to cope with unfamiliar foods
Happen to skip meals by overeating snacks
Intake of foods cooked with oil 

 2.5±0.81)
 2.5±0.6
 1.8±0.8
 1.8±0.6
 1.9±0.6
 1.3±0.5
 1.6±0.5

 1.4±0.7***
 1.7±0.9***
 1.3±0.6***
 1.6±0.6ns
 1.5±0.6**
 1.2±0.4ns
 1.6±0.5ns

 2.2±0.9
 2.5±0.8
 1.4±0.5
 1.7±0.6
 1.8±0.6
 1.2±0.4
 1.8±0.5

 2.0±0.9ns2)
 2.2±0.8ns
 1.3±0.5ns
 1.8±0.6ns
 1.9±0.6ns
 1.2±0.4ns
 1.7±0.6ns

Total score 13.5±2.1 10.5±2.0*** 12.6±2.3 12.2±2.6ns
1)Mean±SD. 2)ns: non-significant by paired t-test. **p<0.01, ***p<0.001 by paired t-test. 

Table 3.  Change in dietary self-efficacy on balanced eating by nutrition education  

Item 
Education group Control group

Before After Before After

Confident to choose balanced meals with various side dishes 
Confident to choose baked or steamed foods instead of fried foods
Confident to choose fruits instead of candy or sweets 
Confident to choose fruit juice instead of soft drinks
Confident to choose vegetables instead of fat-rich foods

1.9±0.91)
2.2±0.7
2.1±0.9
1.6±0.9
2.0±0.9

 2.5±0.7***
 2.4±0.7ns2)
 2.9±0.3***
 2.5±0.8***
 2.4±0.6***

 1.9±0.3
 1.9±0.8
 2.3±0.9
 1.8±0.8
 2.1±0.9

 2.3±0.8*
 1.8±0.8ns
 2.4±0.8ns
 1.8±0.9ns 
 2.1±0.8ns

Total score 9.9±2.8 12.6±2.0*** 10.0±2.2 10.4±2.8ns
1)Mean±SD. 2)ns: non-significant by paired t-test. **p<0.01, ***p<0.001 by paired t-test.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간식으로 사탕이나 과자 신 과일

을 선택할 수 있다’, ‘음료로 콜라 등 청량음료 신 과일주스

를 선택할 수 있다’, ‘반찬으로 기름진 음식 신 채소나 나물

류를 선택할 수 있다’ 등 5가지 항목에 해 조사하여 Table 

3에 제시하 다. 교육 집단의 식이 자기효능감은 양교육

에 의해 ‘튀기거나 부치는 신 굽거나 는 지방․ 열량 

조리법의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항목을 제외한 4가지 

항목에서 유의 으로 개선되어 체 편식개선을 한 식이 

자기효능감은 교육  9.9 에서 12.6 으로 2.7 이나 증가

하 다. 이러한 양교육에 의한 편식습  개선에 한 자신

감 증 는 학생이나 성인을 상으로 한 다른 양교육 

결과들과 유사하며(15,24), 등학교 4학년만을 상으로 한 

양교육보다(30) 식이 자기효능감 증  효과가 크다. 식이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식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 인 자신감이며, 궁극 으로 식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인지활동에 한 가장 강력한 측인자이다(33,34). 본 연구

에서 교육군에서 편식개선과 련된 항목들의 식이 자기효

능감이 증 한 것은 앞으로 편식해소를 한 식행동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짐작하게 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우리 어린

이의 편식유형은 채소나 김치와 같은 식물성식품의 섭취는 

기피하는 반면에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를 선호하는 양상

을 보이는데, 이는 아동에서 비만을 유발하는 주요한 식생활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양교육에 의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편식 요인  지방․ 열량 조리법의 음식을 선택

할 수 있다는 식이 자기효능감은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

으로 지방 조리실습이나 열량 음식을 선택하는 경험을 

통한 자신감을 증 하는 양교육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편식교정인자는 본인의 편식에 한 생각, 식습  수정의 

필요, 편식여부, 싫어하는 음식이나 낯선 음식에 한 태도, 

간식선택시의 행동 등 7가지 항목으로 이들 항목의 수가 

높으면 편식교정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편식교정인자 7개 

항목의 총 은 양교육에 의해 13.5 에서 10.5 으로 유의

하게 감소하여 편식습 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다

(Table 4). 세부 항목으로는 편식 비율, 편식 개선의 필요성, 

싫어하거나 낯선 음식에 한 응 방법의 수는 교육에 

의해 유의 으로 개선되었지만,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섭

취, 간식 과다섭취에 의한 결식, 튀김 등 기름이 많은 음식섭

취 등의 세 가지 항목은 양교육에 의해서 개선되지 않았

다. 이는 이미 언 한 것처럼 편식에 한 식이 자기효능감 

 지방․ 열량 조리법 음식을 선택하는 자신감이 교육

에 의해 증 되지 않았던 이나 식생활태도  본인이 만족

하는 식사에 해서는 교정의지가 낮았던 태도와도 련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학년 아동에서 비만을 유도할 

수 있는 고지방 식품섭취에 한 태도가 개선되지 못함은 

성장과 함께 비만 발생의 한 험을 시사한다.

특정 식품군에 한 편식과 편식의 이유는 백분율로써 나

타내었는데(Table 5) 특정 식품군에 한 편식하는 비율은 

교육  92.9%에서 교육 후 45.2%로 유의 으로 감소되었으

며, 특히 육류․생선․우유를 편식하는 비율은 31%에서 

7.1%로, 콩류․곡류․감자류는 31%에서 9.5%로 감소하 다. 

편식하는 이유는 교육 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거나 

싫어하는 음식이라는 이유의 비율이 높았으나 교육 후에는 

이러한 이유에 의한 편식 비율은 유의하게 감소하 다. 아동

들은 채소류(8,35,36), 두류, 곡류, 어패류 등을 표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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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 in general dietary habits by nutrition education 

Item 
Education group Control group

Before After Before After

Eat breakfast daily 
Eat 3 meals regularly 
Take snacks more than once a day
Eat fruit or milk instead of instant or fast food.
Take over 200 mL of milk daily 
Eat more than 3 side dishes including kimchi.
TV-watching or other actions while eating 
Take meals together with family 
Take various side dishes 
Eat out more than once a week 

 1.8±0.71)
 1.6±0.8
 2.0±0.8
 2.0±0.8
 1.9±0.9
 2.4±0.7
 1.7±0.9
 2.2±0.7
 1.8±0.9
 2.1±0.9

 2.4±0.7***
 2.5±0.7***
 1.9±0.8ns
 2.4±0.7*
 2.3±0.7*
 2.5±0.7ns
 2.6±0.6***
 2.2±0.8ns
 2.3±0.7**
 2.1±0.9ns

 1.9±0.8
 2.5±0.7
 2.2±0.8
 1.8±0.8
 2.1±0.9
 2.5±0.7
 2.5±0.7
 2.4±0.7
 2.0±0.9
 2.2±0.8

 2.4±0.8***
 2.6±0.6ns2)
 2.1±0.7ns
 2.1±0.8ns
 2.1±0.9ns
 2.5±0.7ns
 2.1±0.8*
 2.3±0.7ns
 2.2±0.7*
 2.2±0.8ns

Total score 19.7±3.1 23.0±3.6*** 22.0±3.0 22.8±3.1ns
1)Mean±SD. 2)ns: non-significant by paired t-test. *p<0.05, **p<0.01, ***p<0.001 by paired t-test. 

Table 5.  Change in unbalanced eating food group and reason by nutrition education N (%) 

Item 
Education group Control group

Before After χ²-value Before After χ²-value

Specially 
preferred 
foods

No
Fruits & veg.
Beans, grains, potatoes
Meats, fish, milk
Others

 0 (0)
13 (31.0)
13 (30.9)
13 (31.0)
3 (7.1)

26 (61.9)
 9 (21.4)
 4 (9.5)
 3 (7.1)
 0 (0)

24.1***

 4 (9.5)
21 (50.0)
 9 (21.4)
 8 (19.0)
 0 (0)

10 (23.8)
16 (38.1)
 8 (19.0)
 8 (19.0)
 0 (0)

1.3ns1)

Reasons 
for unbalanced 

eating

No 
No experience
Distasteful
Disorder
Favorite food

 0 (0)
 4 (9.5)
16 (38.1)
 6 (14.3)
16 (38.1)

26 (61.9)
 5 (11.9)
 8 (19.0)
 2 (4.8)
 1 (2.4)

44.0
***

 4 (9.5)
11 (26.2) 
14 (33.3)
 3 (7.1)
10 (23.8)

10 (23.8)
11 (26.2)
13 (30.9)
 2 (4.8)
 6 (14.3)

3.8
ns

1)ns: non-significant by χ² -test. ***p<0.001 by χ² -test

기피하며(2,20,37),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 쇠고기, 닭

고기, 햄 등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동물성식품을 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5,36). 본 연구에서는 양교육에 의

해 동물성식품에 한 높은 편식이 개선되어 체 편식 아동

의 비율도 감소하게 되어, 편식을 포함한 아동의 일반  식

습  개선을 한 양교육도 동물성식품에 한 편식율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 다. 본 연구에서 교육에 

의해 체 인 편식교정인자 수의 감소나 아동들이 특정

식품에 한 편식습 이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는 Park(12)

과 Han(1)의 결과와는 일부 유사하다. 어떠한 식품군을 특히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아동들의 경우 자아개념이 낮은데, 동

물성식품을 선호하면서 특히 채소식품을 기피하는 아동들

의 경우 자아개념이 낮을 뿐 아니라 공격성과 축성이 높다

고 보고되어(36), 본 연구의 동물성식품에 한 편식율 감소

는 아동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을 해 매우 

요하다.

양교육에 따른 일반 식습

양교육에 따른 일반 식습 은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일반 식습  항목은 편식해소를 한 식사 시 반찬 

골고루 먹기, 간식횟수, 간식으로 인스턴트 는 패스트푸드 

신 과일  유제품 섭취, 섭취 반찬의 가짓수 늘이기, 아침

식사, 일정한 시간에 규칙  식사, 우유섭취, 식사 , 외식 

등 식생활 반에 한 습 들을 다루었다. 조군의 경우 

일반  식습 은 아침 먹기와 식사 시 TV보거나 다른 행동

하는 것은 시간경과에 따라 개선되었지만(p<0.01), 교육군

은 앞서 제시한 모든 항목  간식횟수, 김치를 포함한 3가지 

이상 반찬 먹기, 가족과 함께 식사, 외식 빈도 등의 4 항목을 

제외하고는 양교육에 의해 유의 으로 개선되었다. 식습

수 총 은 교육  19.7±3.1 에서 교육 후 23.0±3.6
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 다(p<0.001). 양교육은 일련의 

KAP과정이라고 한다(38). 그러나 양교육이 효과 이기 

해서는 한 식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념을 

나타내는 식이 자기효능감 증진이 일어나야 하며(39), 어떤 

식품류에 한 편식이 단순하게 양지식의 제공만으로는 

식행동과 식습  개선이 미흡함은 유아를 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보고되었다(37). 본 연구에서는 양교육이 양사

에 의해 식 장에서 실시되어 아동의 식생활 태도와 식이 

자기효능감 증 에 효과 이었을 뿐 아니라 일반 식습 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동의 주요 편식 유형의 하나로 

알려진 김치를 포함한 3가지 이상의 반찬 먹기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상자가 편식아동이지만 양교육 

내용이 일반 식습  개선 심으로 구성되어 채소 반찬선택

과 같은 체험과 편식유형을 고려한 양교육이 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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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dietary habits and self efficacy before and after education

Nutrition knowledge Dietary attitude General dietary habits Dietary self-efficacy

Nutrition knowledge 
Dietary attitude 
General dietary habits
Dietary self-efficacy
Unbalanced eating factor

  
-0.0231)

0.274*

0.156
-0.058

  
(0.324**)2)

(0.306**)
(0.409***)
(-0.323**)

  
  

0.287**

-0.032
-0.410***

 
 
(0.651***)
(0.363***)
(-0.389***)

 
 
 
-0.026
-0.480***

 
 
 
(0.298***)
(-0.480***)

 

 
 
 

-0.170

 

 
 
 
(-0.333**)

1)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efore education.
2)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fter education.
Significant at *p<0.05, **p<0.01, ***p<0.001.

부족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양교육의 내

용으로는 편식유형을 고려한 식품선택이나 맛이나 기호보

다는 양을 시하고, 고지방식품에 의한 열량섭취와 건강

과의 계를 강조하고, 달 방법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

하여 흥미를 높이고, 채소식품을 선택하는 실습 등이 보완되

면 식이 자기효능감과 그에 따른 식습  개선에 더욱 효과

일 것이다. 나아가 양교육의 효과 평가도 식품선택이나 

양섭취와 같은 직 인 효과평가로 확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양지식, 식생활 태도와 식이 자기효능감, 편식교정인

자, 일반 식습 의 계

양교육 후의 양지식, 식생활태도와 편식교정인자 

수, 편식 련 식이 자기효능감, 식습  간의 상호 계를 

상 계수로써 Table 7에 제시하 다. 교육 의 경우 편식교

정인자 수는 높을수록 식생활 태도나 일반 식습  수가 

낮은 역의 상 성(r=-0.410, r=-0.480)을 보 으며, 양교육 

이후에는 그뿐 아니라 양지식과 식이 자기효능감도 낮은 역

의 상 성을 보 다(r=-0.323, r=-0.389, r=-0.480, r=-0.310). 

일반 식습  수는 교육 에는 양지식  식생활 태도가 

좋을수록 높은 정의 상 성을 보 으나(r=0.274, r=0.287), 

식이 자기효능감 수와는 상 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양교육 이후에는 일반 식습  수는 양지식, 식생활태

도뿐 아니라, 식이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따라 높아지는 정의 

상 계를 보여 세 가지 요인의 향상에 의해 식습 이 개선

됨을 보 다(r=0.306, r=0.651, r=0.298). 한편 식이 자기효능

감은 오직 양교육 후에만 양지식뿐 아니라 식생활태도

의 향상과 한 련성을 보 다(r=0.459, r=0.383). 본 연

구 결과는 양교육 후에 편식을 하지 않고 골고루 먹을 식

이 자기효능감은 양지식 향상과 식생활 태도의 향상에 의

해, 편식교정인자 감소나 일반 식습 에 정 인 향을 

미치는데, 양교육에 따른 이러한 양상은 등학생이나 성

인을 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40,41). 

우리나라 청소년을 상으로 식이 자기효능감에 한 경로 

분석을 하 을 때 양지식은 식이 자기효능감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치지만, 식생활태도는 직  향을 미친

다고 보고되고 있다(42). 여러 선행연구에서 식이 자기효능

감이 식행동과 련성을 보이고 있으며(24,30,35,42,43), 식

이 자기효능감은 비만 조  행 나 염․ 지방식이 행  

등 식행동 조 의 가장 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16, 

42,44). 본 연구에서 양교육에 의한 편식교정인자나 일반

식습 의 개선은 양지식의 증 , 식생활태도의 개선  

식이 자기효능감의 증 와 연 되어 있으며, 편식을 하지 

않을 식이 자기효능감은 양지식의 수용뿐 아니라 식생활

태도의 향상과 상 계를 보이는 것은 이를 확인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년에 따라 분리하여 10명 내외의 

소규모 단 로 기존의 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양교육은 

학년 아동의 편식에 한 태도와 식이 자기효능감을 개선

시켜, 편식습 과 일반 식습 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 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식 아

동  편식이 있는 아동들을 선정하여 각 학년마다 비슷한 

인원수로 교육군과 교육을 받지 않는 조군으로 배정하

다. 교육군은 양사가 직  주 1회 8주간 양교육을 학년

마다 분리하여 실시하 으며, 교육군과 조군 모두 교육 

후에 양지식, 식생활 태도, 편식과 련된 식이 자기효

능감, 편식교정인자, 일반 식습  등을 조사하여 양교육에 

따른 변화를 비교하고자 하 다. 양지식과 식생활태도는 

교육집단은 교육  4.1±2.0 과 18.9±3.7 에서 교육 후 

9.5±2.3 과 22.4±2.7 으로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 다

(p<0.01, p<0.001). 그러나 식생활태도는 교육집단의 경우 

교육 후 10항목  7항목에서 유의 인 변화를 보여 정

인 변화를 보인 반면, 조군은 모든 항목에서 유의 인 변

화를 보이지 않았다. 편식과 련된 식이 자기효능감은 양

교육에 의해 지방․ 열량 조리법의 음식을 선택할 항목

을 제외하고 개선되어 9.9±2.8에서 12.6±2.0으로 유의  향

상을 보 다(p<0.001). 편식교정인자는 양교육에 의해 편

식 여부, 식습  수정 필요, 편식하는 식품군, 새로운 음식이

나 싫어하는 음식에 한 태도 등이 유의 으로 변화하 다. 

그러나 기름을 많이 사용한 식품의 섭취, 간식섭취에 의한 

결식, 인스턴트와 패스트푸드 섭취 항목은 양교육에 의해 

개선되지 않았다. 교육에 의해 편식유형  육류․생선․우유

군  콩류․곡류․감자군에 한 편식이 하게 감소하

다. 일반 식습  총 은 양교육에 의해 유의 으로 향상되

었으며(p<0.001), 조사된 세부 항목  올바른 간식 섭취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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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김치를 포함한 세 가지 이상 반찬 섭취, 외식 습 , 가족

과 함께 먹기를 제외한 다른 일반 식습 은 유의 으로 개선

되었다. 양교육 후 편식교정인자는 양지식이나 식생활

태도, 식이 자기효능감과 역의 상 성을 보여(r=-0.323, 

r=-0.389, r=-0.310), 교육에 의해 향상된 양지식, 식생활 

태도, 식이 자기효능감은 편식교정 필요를 낮출 수 있음을 

보 다. 한편 일반 식습 은 양지식, 식이 자기효능감, 식

생활태도와 정의 상 성을 보여(r=0.306, r=0.298, r=0.383), 

양지식의 개선은 식이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식생활태도

를 개선하여 일반 식습 에 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식이 제공되고 있는 학교 장에

서 양 문가인 양사가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개발된 

양교육 로그램을 이용하여 등학생의 인지 수 을 고려

한 학년별로 소규모로 실시한 양교육은 아동의 양지식, 

식생활 태도, 편식과 련된 식이 자기효능감 증진에는 체

으로 효과 이었으며, 편식교정인자, 일반 식습 의 개선

에는 부분  효과가 있음을 보 다. 본 연구에서 시간  제

약과 양교육 로그램의 달방법의 미흡으로 인해 이러

한 일부 식습 의 개선효과가 제한 이었으므로, 앞으로 

학년 아동의 편식유형과 인지 수 을 좀 더 고려하여 자신감

을 더욱 높이는 실천  로그램이 개발되어 학교 장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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