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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단연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열과 하루 평균 12시간의 학교생
활로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교육정책 일로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청소년의 행복지수
가 최하위로 나타나는 부작용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환경의 부적응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에는 여러 변인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태도변인은 ‘자신감’이다. “신체 활동
이 뇌세포를 생성해 집중력과 학습효과를 향상시킨다.(하버드大, 존 레이티)”는 것은 분명 건강한 신체활동과
학습효과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홍삼 성분 중 Rg1의 학습기능 개선 및 항 피로
작용과 Rg2의 혈소판 응집 억제 및 기억력 감퇴 개선작용은 매우 의미 있는 유효성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홍삼음료의 학교급식을 통해서 중.고등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통한 학력 증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에 적용된 제품 ‘홍삼원 포르테’는 홍삼농축액(6년근, 1.5% 국산) 대추(국산), 생강(국산), 계피, 구기
자 등이 함유된 파우치 음료로 국내 1위 업체가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이 홍삼음료로부
터 2012년 5월 경상북도 청도군 중.고등학교 재학생 456명을 대상(남;187, 여;269)으로 본 제품에 대한 관능
검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본 연구소에서 학년 및 성별에 따른 맛, 선호도 조사 및 급식에 대한 리커트
척도 방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결과는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을(SPSS; 20)을 실시하고, 학교급식에서
홍삼음료의 개연성을 알아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빈도분석 결과 1회 섭취량(누적 87.1%이상 보통이상)과 제품의 기호도 검사에서 입맛(누적 50% 긍정이
상), 용기 디자인(누적 90.8% 보통이상)의 응답을 나타냈다. 학생들은 건강식품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있다
는(누적 85.5% 보통이상)편에 반해 홍삼의 효능은(유효 22.8% 긍정이상) 잘 알지 못하였다. 현재 학교 급식
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게(유효 35.5% 보통이상) 나타났으며, 학교급식에서 추가하고 싶은 범주로 과일 음
료가(유효 64.5%)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홍삼원 포르테’를 마실 경우,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
다. (유효 43.4% 긍정이상, 누적 93.0% 보통이상)라는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었고, 이 음료를 계속 마실 경우,
학력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다. (누적 82.9% 보통이상)라는 다소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학교급식
에서 제공된 홍삼음료의 유효성분들이 중.고등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활동에 도움을 제공하고, 이러한 신체활
동들이 뇌세포를 생성해 집중력과 학습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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