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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ldren are an important target of health promotion activities due to the life long effec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a nutrition education program offered to primary school students by 
community health centers. Eight hundred and twenty-six children from 4 primary schools in Seoul voluntarily 
attended the program. Teachers taught the classes with materials that were provided to them. The subjects 
were asked to fill out a questionnaire before and then after completion of the program. The data were ana-
lysed by SPS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differences in the children’s nutrition 
knowledge scores after the program (p＜0.001). In terms of dietary attitude, the rate of ‘yes’ responses, as a 
desirable answer to many questions, had increased (p＜0.001); however, this positive change in scor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dietary habit changes, it was shown that the proportion of children regularly eating 
breakfast five days a week had improved to 3.3%. And the proportion of children eating fast foods and in-
stant foods decreased. There was no change in fruit intake, but vegetable intake increased (p<0.001). However, 
the children’s overall dietary habit scores did not show a significant change. In the evaluation of the pro-
gram, 52.3% of the subjects answered that was helpful, and they viewed ‘fast food’ as the most interesting 
topic, whereas ‘nutrition labeling’ was the most difficult topic in the program. The program’s effectiveness 
was positive in terms of enhancing the ‘nutrition knowledge’, ‘dietary attitudes’, and ‘dietary habits’ of the 
children. Therefore, the above results indicate that this type of program, provided by community health cen-
ters, was effective for nutri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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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이런 질병들은 발병의 위험 요인이 여러 
가지이고, 일단 발병하면 완치가 되기 어려워, 국가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만성퇴행성 질환의 
개인이나 국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병의 
관리가 필요한데,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며, 예
방을 위해서는 일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식생활의 변화와 활동량의 감소는 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만성퇴행성 질환의 위험요인을 증가시키고 
있다(You 등 1997; Kim 등 2000; Lee & Park 2004; 
Yeah 등 2008). 이런 현상은 성장 및 발달뿐 아니라 
식습관 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학령기아동에서부터 
일찍이 나타나고 있어 성인 이후의 건강을 위협하
는 큰 장애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학령기에 올
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할 수 있겠다(Lee 등 2003; Cole 등 2006).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먼저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영
양지식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식생활에 대한 의욕과 
관심 및 식생활을 실천하는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며, 이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에 관
한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게 하는 행동변화의 실천, 
즉 일련의 KAP(Knowledge Attitude Practice) 과정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Yang 등 2004; Contento 2007). 

현재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교의 영양교
육은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제7차 개정의 1~6학년 
교과서를 보면, 영양교육 부분은 5, 6학년 ‘실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학년은 영양교육 내용이 부
족하고 그 내용도 체계적이지 못하다(Kyeon 등 2006).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이 학교교육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
므로 학교교과과정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단기적이며 산발적인 교육보
다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양교

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 초등학교에
서의 영양교육 현황은 11%의 학교에서만 영양교육
을 실시하고 있으며, 활동 내용도 자료 배포가 50%
에 이르고 있어, 실질적인 영양교육의 확대가 필요
하다. 영양교육의 확대를 위해서 영양교육 자료와 
교육 방법의 개발, 시설의 개선, 전문 인력의 확대, 
효과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지적되고 
있다(Hwang 2003; You 2008). 이런 문제의 해결 방
안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 건강증
진사업과 학교 영양교육의 상호 협조일 것이다. 학
교에서의 영양교육은 효과적인 건강증진사업으로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Sharon 등 1999; 
Kafatos 등 2004; Kafatos 등 2005).

이에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을 목적으로 학교 차원의 영양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소 영양사업 기본모형 
개발 및 보급(3차년도-어린이 식생활교육)’ (KHIDI 
2004) 자료를 근간으로, 대도시 보건소에서 학령기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 
웰빙교실’이라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
시한 것으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자료
를 이용하여, 학교에서의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참여
아동의 영양지식뿐만 아니라 식생활태도, 식습관 등
의 개선효과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 평가를 시도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대도시 동일구 소재

의 4개 학교의 5학년 826명(남: 419명, 여: 40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교육대상 학교는 보건소의 요
청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학교별로 담당교
사에 의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영양교육은 
2006학년도 3월부터 2006학년도 11월까지 학교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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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량활동시간에 매주 1회씩 총 7주에 걸쳐 실
시하였다.

2. 연구내용
대상 아동의 식습관, 식생활태도, 영양지식, 프로

그램 평가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전과 후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로 영양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식
습관, 식생활태도, 영양지식, 프로그램 평가는 선행
연구를 기초(Kim 2000; Lee 등 2005; Kyeon 등 2006; 
Park 2007)로 프로그램의 실정에 맞게 수정되었으며, 
선행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근거로 하였다. 설문
지 구성은 식품 섭취 습관 7문항, 체형인식 1문항, 
간식 ․ 아침식사 등 7문항, 식생활태도 4문항, 영양
지식 10문항을 프로그램 전과 후에 조사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후에는 프로그램 평가 6문항을 첨가
하였다. 식습관은 5점 척도 Likert-type scale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아니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을 응용하여 일주일 
또는 일일 동안 실천하고 있는 식습관 7일, 5~6일, 
3~4일, 1~2일, 0일 또는 0회, 1회, 2회, 3회 이상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35점 만점으로 하여 측정
하였으며, 식생활태도는 Likert-type scale 그대로 사
용하여 4문항 20점을 만점으로 측정하였다. 영양지
식은 만점 100점에 추가점수 10점을 줘서 총 110점
을 만점으로 하여, 정답은 10점, 오답은 0점을 부여
하였고, 추가문항은 정답은 5점, 오답은 0점으로 부
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 기재된 설문지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기법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프
로그램 평가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퍼센트를 산

출하였고,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식습관, 식생활태도, 
영양지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α= 0.05 수준에서 x2-test, paired t-test,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영양교육 프로그램 및 대상자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상자의 학교별, 성별 분포도

를 보았을 때 전체 대상자 826명 중 남자 50.7%, 여
자 49.3%에서, A교는 272명 중 남자 51.1%, 여자 
48.9%, B교는 153명 중 남자 53.6%, 여자 46.4%, C
교는 250명 중 남자 43.2%, 여자 56.8%, D교는 151
명 중 남자 59.6%, 여자 40.4%였다.

영양교육 프로그램(‘어린이 웰빙교실’)은 한국보건
산업진흥원의 자료를 근간으로 대도시 보건소에서 
개발한 ‘교사지도서’로 각 반의 담임교사가 교육내용
을 숙지하고 ‘교육용 슬라이드’와 ‘학생용 교재’를 
교육 도구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교육도구는 보건소 
영양사업 담당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간단한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배포되었다. 교육은 담임교사
가 2006학년도 3월부터 2006학년도 11월까지 학교별
로 학교 재량활동시간에 각 반별로 매주 1회씩 총 7
주에 걸쳐 실시하였다(동작구 보건소 2006).

전체적인 ‘어린이 웰빙교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모두 8가지의 주제를 순차적으로 진행
하였다. 

1차 : 선서식, 교육 전 설문조사 
[올바른 식생활 실천 약속]

2차 : 나의 건강 체중은? 
[과제충, 저체중 문제점 알기]

3차 : 패스트푸드 정체를 밝혀라 
[가공식품 섭취 줄이기]

4차 : 건강밥상을 차리자 [균형잡힌 식사 실천하기]
5차 : 친구야, 아침먹자 [규칙적인 식사 실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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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Nutrition 
education

Score for nutrition knowledge
(Mean±SD)

A***
(N=272)

Before
After

66.6±18.5
84.5±19.0

B***
(N=152)

Before
After

68.7±20.5
82.1±22.0

C***
(N=249)

Before
After

79.4±20.1
92.1±17.6

D*
(N=151)

Before
After

75.3±22.1
80.9±21.5

Total***
(N=824)

Before
After

72.5±20.8
85.7±20.1

Paired t-test, * p＜0.05, *** p＜0.001

Table 1. Changes in total score for nutrition knowledge before and after the nutrition education program.

6차 : 영양이 풍부한 간식을 먹자 [올바른 간식 실천],
영양표시를 확인해 보아요 [영양표시제 이해]

7차 : 친구와 함께하는 신나는 웰빙day 
[건강간식 체험, 골든벨 게임]

2. 영양지식 변화
영양지식은 일반적인 영양지식과 아침식사와 패스

트푸드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Table 1에 일반적인 영
양지식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영양교육 프로그
램이 대상 아동들의 영양지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
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양지식을 묻는 설문문항을 점
수화하여 영양지식 점수의 변화를 교육 프로그램 전
과 후로 비교해 보았다. 영양지식은 패스트푸드, 간
식, 식품구성탑, 건전한 식사 등에 관한 것으로 10개
의 문항을 기본으로 조사하였으며, 추가 문항이 두 
문제가 있어 110점 만점으로 하여 계산되어 점수는 
교육 전에는 72.5점이었고 교육 후에는 85.7점으로 
13.2점이 향상되었다(p＜0.001). 학교별로 보면, 모든 
학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식의 변화를 보였으
며 D교는 다른 학교들보다는 변화의 폭이 적었다.

아침식사와 패스트푸드의 경우 식생활 지식점수에
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학생들의 식생활 인식에 중요
하므로 ‘아침식사가 나의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아침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한 아동이 교육 전에는 41.7%였는데 교육 후에 51.4%
로 9.7%의 증가를 보였다(p＜0.05). 학교별로 봤을 때,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아동이 A교는 
교육 전 39.5%에서 교육 후 50.7%로 11.2% 증가하였
고, B교는 교육 전 36.4%에서 교육 후 48.7%로 12.3% 
증가하였고, C교는 교육 전 48%에서 교육 후 56.1%
로 8.1% 증가하였으며, D교는 교육 전 40.7%에서 교
육 후 47.7%로 7%가 증가하였다(p＜0.05).

패스트푸드에 많이 들어있는 것을 맞추는 패스트
푸드 위해성 인식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정답을 맞
춘 비율은 교육 전 93.4%로 조사되었고 교육 후에는 
96.8%로 높게 나타났다(p＜0.05). 패스트푸드 위해성 
인식은 A교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실제 패스트푸드 섭취 시 올바른 선택 및 실천에 대
한 인식을 알아보는 질문을 했을 때 정답은 70.1%로 
위해성 인식에 비해 낮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교육 
후에는 80.2%로 증가하였다(p＜0.05). 학교별로 A교
는 교육 전 61.8%에서 교육 후 78.3%로 16.5% 증가
하였고, B교는 교육 전 61.2%에서 69.7%로 8.5% 증
가하였고, C교는 교육 전 75.5%에서 교육 후 83.1%
로 7.6% 증가하였으며, D교는 교육 전 72.2%에서 교
육 후 65.6%로 6.6% 감소하였다(p＜0.05). 패스트푸드
에 대한 아동들의 위해성 인식률은 매우 높으나 실
제 패스트푸드를 선택하고 실천과 관련된 인식률은 
위해성 인식률만큼 높지 않아 실생활에서 패스트푸
드를 먹게 될 경우 올바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방법
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더불
어 영양지식의 전달에 있어 이론적인 면과 함께 아
동들이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 방법의 제시
도 영양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식생활태도 변화

본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참가한 아동들의 바른 식
생활태도에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맛있는 
것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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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fter

Total
Always yes Yes Don't know No Never no

Try to have healthy foods than tasty foods

Always yes  56 (53.3)  34 (32.4)  11 (10.5)  2 ( 1.9)  2 (1.9) 105 (100.0)

Yes  60 (17.1) 204 (58.1)  80 (22.8)  5 ( 1.4)  2 (0.6) 351 (100.0)

Don't know  16 ( 5.4) 101 (34.2) 152 (51.5) 22 ( 7.5)  4 (1.4) 295 (100.0)

No   3 ( 6.3)  17 (35.4)  20 (41.7)  7 (14.6)  1 (2.1)  48 (100.0)

Never no   0 ( 0.0)   6 (54.5)   3 (27.3)  1 ( 9.1)  1 (9.1)  11 (100.0)

Total 135 (16.7) 362 (44.7) 266 (32.8) 37 ( 4.6) 10 (1.2) 810 (100.0)

Try to correct dietary practice (skipping meal, speed)?

Always yes  86 (47.0)  77 (42.1)  15 ( 8.2)  3 ( 1.6)  2 ( 1.1) 183 (100.0)

Yes  80 (21.9) 219 (60.0)  58 (15.9)  7 ( 1.9)  1 ( 0.3) 365 (100.0)

Don't know  30 (15.0)  78 (39.0)  69 (34.5) 20 (10.0)  3 ( 1.5) 200 (100.0)

No   3 ( 6.7)  20 (44.4)  12 (26.7)  7 (15.6)  3 ( 6.7)  45 (100.0)

Never no   3 (17.6)   3 (17.6)   4 (23.5)  3 (17.6)  4 (23.5)  17 (100.0)

Total 202 (24.9) 397 (49.0) 158 (19.5) 40 ( 4.9) 13 ( 1.6) 810 (100.0)

Try to eat variety of foods during meal time?

Always yes 122 (61.3)  64 (32.2)  11 ( 5.5)  0 ( 0.0)  2 ( 1.0) 199 (100.0)

Yes  79 (22.3) 200 (56.5)  64 (18.1)  9 ( 2.5)  2 ( 0.6) 354 (100.0)

Don't know  15 ( 8.2)  80 (43.5)  78 (42.4)  9 ( 4.9)  2 ( 1.1) 184 (100.0)

No   8 (14.5)  18 (32.7)  18 (32.7)  9 (16.4)  2 ( 3.6)  55 (100.0)

Never no   1 (11.1)   2 (22.2)   4 (44.4)  0 ( 0.0)  2 (22.2)   9 (100.0)

Total 225 (28.1) 364 (45.4) 175 (21.8) 27 ( 3.4) 10 ( 1.2) 801 (100.0)

When selecting foods, think about health?

Always yes  55 (43.3)  55 (43.3)  11 ( 8.7)  3 ( 2.4)  2 ( 1.6) 127 (100.0)

Yes  60 (20.3) 134 (45.6)  80 (27.0) 18 ( 6.1)  4 ( 1.4) 295 (100.0)

Don't know  16 ( 5.7)  92 (31.9) 160 (54.5) 18 ( 6.5)  4 ( 1.4) 288 (100.0)

No   3 ( 4.3)  24 (34.8)  21 (30.4) 18 (26.1)  3 ( 4.3)  69 (100.0)

Never no   0 ( 0.0)  13 (61.9)   3 (14.3)  2 ( 9.5)  3 (14.3)  21 (100.0)

Total 148 (18.5) 275 (34.3) 295 (36.9) 65 ( 8.2) 16 ( 2.1) 801 (100.0)

Table 2. Frequency of answers for dietary attitude before and after the nutrition education program. N (%)

못된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나?’, ‘식사할 때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하나?’, ‘식품
선택 시 건강에 좋은 식품인지 생각하나?’라는 질문
을 가지고 조사하였다.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맛있는 것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
력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이상(‘항상 그렇다’와 
‘그렇다’)으로 대답한 아동의 비율이 56.4%였는데 교
육 후 61.4%로 4.9% 증가하였다(Table 2). 전체적으로 

교육 후의 아동의 태도 변화를 보면, 교육 전에 ‘아
니다’라고 대답한 아동 59명 중 35.4%가 교육 후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였고, 41.7%가 ‘잘 모르겠다’, 
16.7%가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전반
적으로 교육 후 태도가 좋아진 학생이 26.7%이고 나
빠진 학생이 20.1%로 나타났다(Table 2). ‘맛있는 것
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나?’라는 
질문에는 교육 전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아동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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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는 ‘항상 그렇다’로 이동하였고, 22.8%가 ‘잘 
모르겠다’로, 2.0%가 ‘아니다, 전혀 아니다’로 이동하
였다. 교육 전에 ‘아니다’라고 대답한 아동들 중 
6.3%가 ‘항상 그렇다’로, 35.4%가 ‘그렇다’로, 41.7%
가 ‘잘 모르겠다’로 이동하였고, 교육 전에 ‘전혀 아
니다’라고 대답한 아동들 중 54.5%는 ‘그렇다’로, 
27.4%는 ‘잘 모르겠다’로 이동하였다(p＜0.001)(Table 
2). 각 학교별로는 ‘그렇다’ 이상(‘항상 그렇다’와 ‘그
렇다’)으로 대답한 아동이 A교는 교육 전 58.8%에서 
60.1%로 1.3% 증가하였고, B교는 교육 전 59.2%에서 
66.6%로 7.4% 증가하였으며, C교는 교육 전 51.6%에
서 교육 후 56.5%로 4.9% 증가하였고 D교는 교육 전 
57.1%에서 교육 후 66.0%로 8.9% 증가하였다.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나?’라는 항
목에서는 ‘그렇다’ 이상(‘항상 그렇다’와 ‘그렇다’)으로 
대답한 아동의 비율이 교육 전에 67.6%였는데 프로
그램 후에 73.9%로 6.3%가 증가하였다(Table 2). 전체
적으로 봤을 때, 교육 전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아
동들의 21.9%는 ‘항상 그렇다’로 이동하였고, 15.9%
는 ‘잘 모르겠다’, 2.2%는 ‘아니다, 전혀 아니다’로 
이동하였다. 또, 교육 전에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한 
아동들의 17.6%는 ‘항상 그렇다’로, 17.6%는 ‘그렇다’
로, 23.5%는 ‘잘 모르겠다’로, 17.6%는 ‘아니다’로 이
동하였다(p＜0.001)(Table 2). 학교별로 보면, ‘그렇다’ 
이상(‘항상 그렇다’와 ‘그렇다’)으로 응답한 아동이 A
교는 교육 전 70.8%에서 교육 후 76.1%로 5.2% 증가
하였고, B교는 교육 전 63.8%에서 교육 후 77.6%로 
13.8% 증가하였고, C교는 교육 전 64.8%에서 교육 
후 68.7%로 3.9% 증가하였으며, D교는 교육 전 
71.6%에서 교육 후 74.1%로 2.5% 증가하였다. 교육 
후 본 질문에 대한 학교별 변화는 네 학교 중 B교에
서 가장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식사할 때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으려 노력
하나?’라는 항목에서는 ‘그렇다’ 이상(‘항상 그렇다’
와 ‘그렇다’)으로 대답한 아동의 비율이 교육 전에는 
69.3%였는데 프로그램 후에 73.6%로 4.3%가 증가하
였다(Table 2).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전에 ‘항상 그렇

다’라고 대답한 아동들 중 32.2%는 교육 후에 ‘그렇
다’로, 5.5%는 ‘잘 모르겠다’로, 1.0%는 ‘전혀 아니다’
로 이동하였고, ‘그렇다’라고 대답한 아동들 중 22.3%
는 ‘항상 그렇다’로 이동하였으며, 교육 전에 ‘아니
다’라고 대답한 아동들 중 47.2%는 교육 후에 ‘항상 
그렇다’, ‘그렇다’로 대답하였다. 또한 교육 전에 ‘전
혀 아니다’라고 대답한 아동들 중 33.3%는 ‘항상 그
렇다’, ‘그렇다’로 대답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Table 2). 학교별로 봤을 
때, ‘그렇다’ 이상(‘항상 그렇다’와 ‘그렇다’)으로 응
답한 아동이 A교는 73.4%에서 77.2%로 3.8% 증가하
였고, B교는 교육 전 75%에서 교육 후 80.3%로 5.3% 
증가하였으며, C교는 교육 전 61.4%에서 65.6%로 
4.2% 증가하였고, D교는 교육 전 4.1% 증가하였다. 
교육 후 본 질문에 대한 학교별 변화는 네 학교 중 
B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식품선택 시 건강에 좋은 식품인지 생각하나?’라
는 항목에서는 ‘그렇다’ 이상(‘항상 그렇다’와 ‘그렇
다’)으로 대답한 아동의 비율이 교육프로그램 전에
는 52.7%였는데 프로그램 후에 52.8%로 두드러진 
변화가 없었다(Table 2). 학교별로 봤을 때, ‘그렇다’ 
이상(‘항상 그렇다’와 ‘그렇다’)으로 응답한 아동이 
A교는 교육 전 49.8%에서 교육 후 56.3%로 6.5% 증
가하였고, B교는 교육 전 51.0%에서 교육 후 52.6%
로 1.6% 증가하였고, C교는 교육 전 57.3%에서 교
육 후 48.3%로 9% 감소하였으며, D교는 교육 전 
51.7%에서 교육 후 55.3%로 3.6% 증가하였다. 교육 
후 본 질문에 대한 학교별 변화는 네 학교 중 A교
가 가장 두드러지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증가하였으
며, C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전체적인 식생활태도를 점수화시켜서 식생활태도 
점수를 교육 전과 후로 비교해 보았을 때 교육 전
에는 18.27점이었고 교육 후에는 18.52점으로 식생활
태도의 점수차가 거의 없었다. 학교별 식생활태도 
점수는 D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육 후에 점수가 
증가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며 점수의 증가
를 보인 학교는 B교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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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Before/After Score for dietary practice
(Mean±SD)

A
(N=272)

Before
After

 18.4±3.4
 18.7±3.5

B*
(N=152)

Before
After

 18.2±3.7
 18.9±3.8

C
(N=249)

Before
After

 18.1±3.4
 18.4±3.5

D
(N=151)

Before
After

 18.3±3.0
 18.0±3.7

Total
(N=824)

Before
After

 18.3±3.4
 18.5±3.6

Paired t-test, * p＜0.05

Table 3. Changes in total score for dietary practice before and after the nutrition education program.

4. 식습관 변화
규칙적 식사 실천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

기 위해 아침식사의 섭취 횟수를 프로그램 전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5일 이상 규칙적으로 아침식사
를 실천한 아동은 교육 전 80.9%에서 84.2%로 3.3% 
증가되었으며, 일주일에 2일 이하로 아침식사를 실
천한 아동은 교육 전에 7.9%에서 6.2%로 1.7%감소
하였다(Table 4).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면, 교육 전에 
아침식사를 5~6일 섭취하던 아동들의 35.6%가 교육 
후에 7일 섭취로 변화하였고, 교육 전에 3~4일 섭취
하던 아동의 16.7%가 7일 섭취, 32.2%가 5~6일 섭취
로 이동하였다. 교육 전에 1~2일 섭취하던 아동의 
20%는 교육 후에 7일, 17.8%는 5~6일, 17.8%가 1~2
일로 유지하였으며 교육 전에 0일 섭취하던 아동의 
26.3%가 7일, 15.8%가 5~6일, 10.5%가 3~4일, 15.8%
가 1~2일로 이동하여 프로그램 후 유의적으로 개선
된 경향을 보였다(p＜0.001)(Table 4). 학교별로 봤을 
때, 가장 먼저 프로그램을 진행한 A교는 교육 전 
78.2%에서 86.7%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그 다음
으로 B교는 교육 전 84.9%에서 교육 후 86.8%로 증
가하였으며, C교는 교육 전 83.2%에서 교육 후 
86.8%로 증가하였고, D교는 오히려 교육 전 78.1%
에서 교육 후 77.8%로 소폭 감소하여 학교별로 아

침식사 실천에 대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 후 대상아동의 가공식품 섭취가 감소하였는

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일주일간 패스트푸드와 인스
턴트식품의 섭취 횟수를 프로그램 전후로 조사하였
다. 인스턴트식품의 경우 교육 전에는 일주일 동안 
15.4% 학생이 한 번도 섭취를 안했으나, 교육 후에는 
17.8%의 학생이 섭취하지 않았다. 교육 전에 인스턴
트식품을 7일 동안 섭취한 아동들은 100%가 1~2일 
섭취로 이동하였고, 교육 전에 5~6일 섭취하던 아동
들의 56.3%는 3~4일로, 18.8%는 1~2일로 이동하였으
며, 교육 전에 3~4일 섭취하던 아동의 50.8%가 교육 
후에 1~2일 섭취로 이동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Table 
4). 학교별로 보면, 일주일 동안 인스턴트식품을 한 
번도 섭취하지 않은 아동이 A교는 16.0%에서 교육 
후에 19.2%로 3.2%증가하였고, B교는 14.9%에서 교
육 후 17.7%로 2.8%증가하였으며, D교는 교육 전 
13.9%에서 교육 후 25.3%로 11.4% 증가하였으나, C교
는 오히려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5.9% 감소하였으나 
1~2일 섭취하는 아동은 C교는 교육 전에 64.9%에서 
71.1%로 6.2% 증가하여 교육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패스트푸드의 경우 교육 전에는 패스트푸드를 7
일 섭취한 아동이 0.5%, 5~6일 섭취한 아동이 0.2%, 
3~4일 섭취한 아동은 2.7%, 1~2일 섭취한 아동은 
50.4%, 0일 섭취한 아동은 46.1%였으며, 교육 후에
는 7일 섭취한 아동이 0.2%, 5~6일 섭취한 아동이 
0.9%, 3~4일 섭취한 아동은 2.1%, 1~2일 섭취한 아
동은 48.9%, 0일 섭취한 아동은 47.9%로, 패스트푸
드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섭취하지 않은 아동이 
교육 전 46.1%에서 47.9%로 1.8%가 증가하였다. 학
교별로 일주일간 패스트푸드 섭취 횟수를 살펴보면, 
A교는 7일 모두를 섭취하던 아동들이 교육 후에는 
모두 6일 이하로 이동하였고, 한 번도 섭취하지 않
던 아동들은 교육 전 45.5%에서 교육 후 48.1%로 
2.6%증가하였다. B교는 일주일간 한 번도 패스트푸
드를 섭취하지 않은 아동이 교육 전 52.7%에서 교
육 후 58.3%로 5.6% 증가하였으며, C교는 패스프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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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fter

Total
7 day 5~6 day 3~4 day 1~2 day 0 day

Having breakfast

7 day 429 (86.3)  49 ( 9.9) 12 ( 2.4)  5 ( 1.0)  2 ( 0.4) 497 (100.0) 

5~6 day  58 (35.6)  81 (49.7) 19 (11.7)  4 ( 2.5)  1 ( 0.6) 163 (100.0) 

3~4 day  15 (16.7)  29 (32.2)  38 (42.2)  5 ( 5.6)  3 ( 3.3)  90 (100.0)

1~2 day   9 (20.0)   8 (17.8)  8 (17.8) 16 (35.6)  4 ( 8.9)  45 (100.0)  

0 day   5 (26.3)   3 (15.8)  2 (10.5)  3 (15.8)  6 (31.6)  19 (100.0) 

Total 516 (63.4) 170 (20.9) 79 ( 9.7) 33 ( 4.1) 16 ( 2.0) 814 (100.0) 

Instant food intake

7 day - - -   3 (100.0) -   3 (100.0)

5~6 day -   4 (25.0)   9 (56.3)   3 ( 18.8) -  16 (100.0)

3~4 day -   3 ( 2.4)  47 (37.3)  64 ( 50.8)  12 ( 9.5) 126 (100.0)

1~2 day   3 (0.6)   3 ( 0.6)  59 (11.2) 388 ( 73.8)  73 (13.9) 526 (100.0)

0 day   1 (0.8)   1 ( 0.8)   8 ( 6.5)  57 ( 46.3)  56 (45.5) 123 (100.0)

Total   4 (0.5)  11 ( 1.4) 123 (15.5) 515 ( 64.9) 141 (15.4) 794 (100.0)

Table 4. Frequency of having breakfast and instant food intake before and after the nutrition education program. N (%)

드를 섭취하지 않은 아동이 교육 후 1.1% 증가하였
고, 마지막으로 D교는 패스트푸드를 섭취하지 않은 
아동이 교육 후에 2.4% 감소하였으나 그 대신 일주
일에 1~2일 섭취하는 아동이 교육 전 49.3%에서 교
육 후 51.7%로 2.4% 증가하여 교육의 효과를 나타
냈다.

아동들이 교육 후에 학령기에 꼭 필요한 간식의 
섭취를 올바른 형태로 식사와 구분하여 실천하는지
를 평가하기 위해 밥보다 간식을 많이 먹는 횟수, 
밤 10시 이후에 간식을 먹는 횟수를 조사하였다. 교
육 후 7일 동안 10시 이후 간식을 섭취한 학생은 
1.5%, 5~6일은 2.9%, 3~4일은 9.9%, 1~2일은 55.9%, 
0일은 51.6%로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간식 섭취는 전체적으로 큰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
나 학교별로 세부적으로 봤을 때 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진행한 A교에서는 소폭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육 프로그램 후 과일 및 채소류의 섭취 횟
수의 변화를 보고자 일주일간 과일 및 채소류의 섭
취 횟수를 조사하였다. 과일류는 1~2일, 3~4일, 7일 

섭취한 비율이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에 소폭으로 
증가하여 평소에 5~6일 섭취하던 아동의 비율이 교
육 후 7일 섭취로 이동하고, 1~2일 섭취군이 교육 
후 3~4일 섭취한 비율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
으나, 전체적으로 과일류 섭취 횟수의 두드러진 개
선을 관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Lee 등(2000)의 선
행연구와도 같은 결과였다. 전체적인 결과와 마찬가
지로 학교별 과일섭취도 두드러진 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다.

김치류를 제외한 채소(생채소, 나물류)섭취 횟수
를 조사한 결과, 1일 2회 이상 섭취 비율이 교육 전 
79.9%에서 교육 후 83.3%로 3.4% 증가하였고, 1일 0
회 섭취군은 3.8%에서 2.9%로 감소하였다(Table 5).
일일 채소섭취 변화를 살펴보면, 교육 전에 1일 동
안 채소를 한 번도 섭취하지 않던 아동들의 32.3%
가 1회 섭취로, 22.6%가 2회로, 22.6%가 3회 이상 
섭취로 이동하였으며, 1회 섭취하던 아동의 38.2%는 
2회, 24.4%는 3회 이상 섭취로 이동하였다. 또한 2회 
섭취하던 아동의 38.3%는 3회 이상 섭취로 이동하
였고, 3회 이상 섭취하던 아동의 현상유지는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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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fter

Total
0 1 2 More 3 times

0  7 (22.6)  10 (32.3)   7 (22.6)   7 (22.6)  31 (100.0)

1 10 ( 7.6)  39 (29.8)  50 (38.2)  32 (24.4) 131 (100.0)

2  2 ( 0.8)  34 (13.0) 125 (47.9) 100 (38.3) 261 (100.0)

More 3 times  5 ( 1.3)  29 ( 7.4)  97 (24.8) 260 (66.5) 391 (100.0)

Total 24 ( 2.9) 112 (13.8) 279 (34.3) 399 (49.0) 814 (100.0)

x2-test : p＜0.001

Table 5. Changes in frequency of vegetable intake per day before and after the nutrition education program. N (%)

Before After

Milk and milk products  365 ( 15.3)  412 ( 17.6)

Vegetable, fruit  397 ( 16.6)  386 ( 16.5)

Potato, sweet potato, corn  226 (  9.5)  240 ( 10.3)

Bread  279 ( 11.7)  306 ( 13.1)

Cookies, chips  357 ( 15.0)  321 ( 13.7)

Fast foods (hamburger, pizza)   29 (  1.2)   32 (  1.4)

Candy, chocolate   64 (  2.7)   66 (  2.8)

Stir fried rice cake, dumpling, sundea  253 ( 10.6)  251 ( 10.7)

Carbonated drinks  100 (  4.2)   71 (  3.0)

Frozen sweets  317 ( 13.3)  252 ( 10.8)

Total 2387 (100.0) 2337 (100.0)

Table 6. Frequently consumed snack before and after the nutrition program. N (%)
였다.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01) (Table 5). 각 학교별로 일일 채소섭취 횟수 
변화를 보았을 때, A교는 2회 이상 섭취한 아동이 
교육 전 79.6%에서 80.4%로 증가하였고, 한 번도 섭
취하지 않는 아동은 5.2%에서 2.6%로 줄었다. B교
는 2회 이상 섭취한 아동이 교육 전 79.6%에서 
86.5%로 증가하였고, C교는 79.5%에서 85.8%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가장 프로그램을 나중에 진행한 D
교는 오히려 교육 전 81.5%에서 80.8%로 줄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의 아침식사 형태를 
알아보고자 아침식사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섭취 형태
를 알아보았다. 아침식사의 형태는 전체 아동의 85.5%
가 한식(밥, 국, 김치)의 형태로 식사를 하고 있어 아
직까지 밥, 국, 김치가 중심이 되는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 전과 후에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인천지역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Cho 등(2002)의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
타나 가장 많이 섭취한 아침식사 형태는 밥과 반찬으
로 42.6%였고, 그 다음으로 빵이나 시리얼이 각각 
11.1%, 11.9%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성장기에 있는 학령기 아동의 충분한 영양섭취에 
있어서 중요한 간식을 질 좋고 영양이 풍부한 올바
른 형태로 섭취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동이 
즐겨먹는 간식의 형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채소 
및 과일, 우유 및 유제품, 과자류, 빙과류 순으로 조
사되어 과일과 유제품의 섭취 빈도가 높기는 하였

으나 간식으로 좋은 형태의 식품(우유류, 과일류, 곡
류)을 선택하는 대상자 비율은 전체의 41.4%에 불과
하여 대다수 아동들이 적합하지 않은 간식을 즐겨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형태의 간식섭
취는 교육 후에 44.4%로 증가하여 3%가 증가하였으
며, 변화가 필요한 간식류는 교육 전 47%에서 교육 
후 42.2%로 4.6%가 감소하였다(Table 6). Park(2000)
의 선행연구에서는 올바른 형태의 간식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영양교육의 효과를 보지 못한 것과 달
리 본 연구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Table 7에 전체적인 식습관을 점수화시켜서 식습
관 점수를 교육 전과 후로 비교해 보았을 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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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Before/After Score for habit score
(Mean±SD)

A
(N=272)

Before
After

 31.2±3.2
 31.4±3.5

B
(N=152)

Before
After

 32.4±3.4
 32.2±3.5

C
(N=249)

Before
After

 32.4±3.5
 32.1±3.8

D
(N=151)

Before
After

 32.1±3.6
 32.0±3.6

Total
(N=823)

Before
After

 32.1±3.6
 32.1±3.7

Table 7. Dietary habit score before and after the nutrition education programs. N (%)

School A B C D Total

Whether the program is helpful to change diet or not 

Greatly helpful 172 ( 63.2)  76 ( 49.7)  61 ( 41.5)  67 ( 44.7) 376 ( 52.3)

Helpful  79 ( 29.0)  61 ( 39.9)  71 ( 48.3)  69 ( 46.0) 278 ( 38.7)

Unhelpful  20 (  7.4)  16 ( 10.5)  15 ( 10.2)  14 (  9.3)  65 (  9.0)

Total 271 (100.0) 153 (100.0) 147 (100.0) 150 (100.0) 719 (100.0)

Whether material is helpful to understand the nutrition informations or not

Greatly helpful 183 ( 67.8)  98 ( 64.5)  81 ( 55.1) 101 ( 67.3) 463 ( 64.5)

Helpful  76 ( 28.1)  48 ( 31.6)  61 ( 41.5)  43 ( 28.7) 227 ( 31.6)

Unhelpful  11 (  4.1)   6 (  3.9)   5 (  3.4)   6 (  4.0)  28 (  3.9)

Total 270 (100.0) 152 (100.0) 147 (100.0) 150 (100.0) 718 (100.0)

Table 8. Questions about the quality and materials of the program. N (%)

전 ․ 후로 식습관 점수의 차이가 없었다. 각 학교별
로 봤을 때에도 네 학교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보
이지 않았다. Lee 등(2005)의 연구에서도 총 식습관 
점수가 교육 전 55.5에서 교육 후 56.4로 약간 향상
되었으나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Lee 등
(2000)의 연구에서도 식습관 점수가 교육 전 24.7에
서 교육 후 25.5로 뚜렷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진 않
았다. 다른 선행 연구의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와 
일치하여 영양교육 후 식습관 개선에 있어서 전반
적으로 작은 효과는 나타냈으나 실질적으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아 단기간에 
걸친 식습관 개선의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5. 프로그램 평가
Table 8에 영양교육 프로그램 후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프로그램과 자료
에 대체 평가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영양교육 프로
그램이 본인의 식생활 변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평
가한 결과 전체 52.3%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
으며 9%만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Table 8). 학교별로 교육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었으
므로 참여한 아동의 프로그램 만족도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학교별로도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였다. 학교별로 본 프로그램이 식생
활 변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질문하였을 때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학교는 프
로그램을 가장 먼저 실시한 A교였으며, 그 다음으
로 B교, D교, C교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프로그
램의 효과가 높은 학교에서 참여 아동의 만족도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재에 대한 평가에 있어 
교재가 영양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64.5%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
여 영양교육 시 교재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Table 8). 학교별 교재 평가(교육도구평가)를 했을 
때,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역시 A교였으며, 그 다음으로 D교, B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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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s to make
dietary habit change Most interesting topics Topics hard to understand

Healthy weight 130 ( 18.3) 178 ( 24.8)  45 (  6.8)

Fast food 207 ( 29.2) 185 ( 25.8) 103 ( 15.5)

Health diet 110 ( 15.5) 123 ( 17.1) 117 ( 17.6)

Breakfast  72 ( 10.1) 103 ( 14.3)  15 (  2.3)

Nutritions snack 113 ( 15.9)  80 ( 11.1)  53 (  8.0)

Nutrition labelling  78 ( 11.0)  49 (  6.8) 332 ( 49.9)

Total 710 (100.0) 718 (100.0) 665 (100.0)

Table 9. The helpful topics to change the dietary habits. N (%)

교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

하였을 때 자신의 잘못된 식습관을 고칠 수 있게 해
준 교육으로는 ‘패스트푸드의 정체’, ‘건강체중 알
기’, ‘영양간식’ 순으로 응답하여 현재 초등학생의 
패스트푸드의 높은 선호도와 체중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영양적으로 올바른 간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Table 9). 학교별로 
분석하였을 때, A교는 ‘패스트푸드의 정체를 밝혀
라’, ‘나의 건강체중은’, ‘건강밥상을 차리자’, ‘영양
이 풍부한 간식을 먹자’, ‘친구야 아침먹자’, ‘영양
표시를 확인해 보아요’ 순의 비율을 보였고, B교는 
‘건강밥상을 차리자’, ‘패스트푸드의 정체를 밝혀라-
나의 건강체중은’, ‘영양이 풍부한 간식을 먹자’, 
‘영양표시를 확인해 보아요’, ‘친구야 아침먹자’ 순
으로, C교는 ‘패스트푸드의 정체를 밝혀라’, ‘영양이 
풍부한 간식을 먹자’, ‘영양표시를 확인해 보아요’, 
‘나의 건강체중은-건강밥상을 차리자’, ‘친구야 아침
먹자’ 순으로, D교는 ‘패스트푸드의 정체를 밝혀라’, 
‘나의 건강체중은’, ‘영양이 풍부한 간식을 먹자’, 
‘영양표시를 확인해 보아요’, ‘건강밥상을 차리자-친
구야 아침먹자’ 순의 비율로 나타나 B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 ‘패스트푸드의 정체를 밝혀라’가 
자신의 잘못된 식습관을 고칠 수 있게 해준 프로그
램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Table 9).

교육내용 중 가장 관심이 높았던 주제를 평가한 

결과, 패스트푸드와 건강체중, 건강밥상 순으로 조사
되었다(Table 9). 학교별로 봤을 때, A교는 ‘패스트푸
드의 정체를 밝혀라’, B교는 ‘나의 건강체중은’, C교
는 ‘패스트푸드의 정체를 밝혀라’, D교는 ‘나의 건강
체중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대부분의 학교 
아동들이 교육내용 중 ‘패스트푸드의 정체를 밝혀라’
와 ‘나의 건강체중은’의 주제를 가장 흥미있게 참여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내용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것은 영양표시로 네 학교 모두 ‘영
양표시를 확인해 보아요’가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해 추후 영양표시 내용의 이해 강화를 위한 쉬
운 접근법과 교육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9).

교육 후 자신의 식습관 중 꼭 고쳐야겠다고 생각
한 것(또는 고친 것)은 음식을 빨리 먹는 것, 결식, 
편식, 불량간식 순으로 응답하여(Table 10), 아동의 
식생활 및 식생활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중요한 식생활 문제점을 
인식한 것이 바람직했다고 사료된다. 학교별로 질
문하였을 때, A교는 음식을 빨리 먹는 것, B교는 
밥을 자주 거르는 것, C교는 음식을 빨리 먹는 것, 
D교는 밥을 자주 거르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참여아동들이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는 자신
의 식사습관은 음식을 빨리 먹는 것과 밥을 자주 
거르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나타났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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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A B C D Total

Skipping meals  48 ( 17.8)  31 ( 20.3)  17 ( 11.7)  31 ( 20.8) 127 ( 17.8)

Eating speed  52 ( 19.3)  24 ( 15.7)  42 ( 29.0)  30 ( 20.1) 147 ( 20.6)

Unbalanced diet  44 ( 16.4)  29 ( 19.0)  24 ( 16.6)  28 ( 18.8) 125 ( 17.5)

Overeating  15 (  5.6)  11 (  7.2)   5 (  3.4)   8 (  5.4)  39 (  5.5)

Frequent intake of fast food  29 ( 10.8)  12 (  7.8)   7 (  4.8)  13 (  8.7)  61 (  8.5)

Prefering oily foods  27 ( 10.0)  12 (  7.8)  21 ( 14.5)  20 ( 13.4)  80 ( 11.2)

Eating unsanitary foods as snacks  41 ( 15.2)  25 ( 16.3)  24 ( 16.6)  15 ( 10.1) 104 ( 14.6)

Etc  13 (  4.8)   9 (  5.9)   5 (  3.4)   4 (  2.7)  31 (  4.3)

Total 269 (100.0) 153 (100.0) 145 (100.0) 149 (100.0) 714 (100.0)

Table 10. Dietary habits to be corrected. N (%)

고 찰
건강증진사업에서 사업 대상으로서의 학령기는 식

생활습관을 습득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균형
된 영양을 공급하고, 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
은 일생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건강증진사업
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인 확산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도시 보건소에서 개발한 영양교육 프로
그램을 지역사회 학교에서 실시하고, 그에 따른 참여 
아동들의 식습관, 식생활태도, 영양지식 등의 개선효
과를 알아보고, 나아가 실시된 프로그램의 개선할 사
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대도시 일부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
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양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지역
사회 자원을 이용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면 
사업의 파급 효과가 클 것이므로 지역 사회의 초등
학교의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많은 보
건소에서 영양사업을 단독으로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은 각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좋은 사업이라도 다른 
곳으로의 파급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강북보건
소 2002). 보건소의 영양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
기 위한 방법은 현존하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이용하여 
각 지역 사회에 맞게 수정 보완한 후 지역사회 자
원을 이용하여 영양사업을 시행한다면 좀더 효과적
인 영양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식습관 및 식생활태도를 개선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현실에 맞게 수정한 후 그 자
료를 제공하고 지원하며, 학교에서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아동들의 식습관, 식생활태
도, 영양지식 등의 개선효과를 알아보고, 나아가 학
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
선할 사항을 조사하였다.

영양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 웰빙교실’이라는 명
칭으로 2006년 3월~11월까지 매주 1회씩 총 7주에 
걸쳐 대도시 동일구 내 소재한 4개 초등학교 5학년
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교육은 각반 담임교사가 
학교별 재량활동시간에 ‘교사지도서’를 통해 교육내
용을 숙지 한 후 ‘교육용 슬라이드’, ‘학생용 교재’
의 교육도구를 가지고 실시하였다.

1. 영양지식 변화
영양교육 프로그램 진행 후에 영양지식의 변화는 

영양지식점수를 보면 교육 전에 72.48점에서 교육 
후에 85.69점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며(p＜0.001), 학교별 영양지식점수는 모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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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통계적 유의성으로 보이며 점수가 교육 후에 
향상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향상을 보인 
학교는 A교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효
과를 본 선행연구 중에서 Kyeon 등(2006)의 연구에서
도 영양지식이 교육 전 8.32점에서 교육 후 9.64점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향상하였고, 
Lee 등(2005)의 같은 학년(5학년) 연구에서도 교육 전 
59점에서 교육 후 77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Lee 등(2000)의 선행연구에서도 교육 전 47.59점에서 
교육 후 57.17점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며 향상되
었다. 다른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조사에서 영양
지식은 식습관과 식생활 태도에 비해 큰 효과를 보
였고, 이것은 실제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는 식습관과 
식생활태도에 비해 영양지식이 단기간의 영양교육 
프로그램에서 효과를 측정하기에 용이함을 보여주었
다. 그러므로 식습관과 식생활태도의 변화에도 영향
을 줄 수 있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을 알 수 있으나, 단기간의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효
과 측정에 있어서 영양지식이 효과적인 측정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Powers 등 2005).

2. 식생활태도 변화
영양교육 프로그램 후 식생활태도의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한 여러 가지 설문 중 ‘맛있는 것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나?’라는 질문에 ‘그렇
다’ 이상(‘그렇다’, ‘항상 그렇다’)으로 응답한 비율이 
교육 전에 56.4%에서 교육 후 61.3%로 증가하였다. 
학교별로 봤을 때는 ‘그렇다’ 이상(‘그렇다’, ‘항상 그
렇다’)이 A교는 교육 전 58.8%에서 교육 후 60.1%로 
증가하였다. B교는 교육 전 59.2%에서 66.6%로, C교
는 교육 전 51.6%에서 교육 후 56.5%로, D교는 교육 
전 57.1%에서 교육 후 66.0%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다(p＜0.05). Lee 등(2000)의 연구에서는 식생활태도
의 각 질문을 점수화시켰는데 ‘몸에 좋다는 음식을 
즐겨먹기’라는 항목에서 프로그램 전에는 3.55였고, 

프로그램 후에는 3.48로 효과를 보이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폭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나?’라는 질
문에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교육 전 
67.6%에서 교육 후 73.9%로 증가하였다. 학교별로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A교는 
교육 전 70.8%에서 교육 후 76.1%로, B교는 교육 전 
63.8%에서 교육 후 77.6%로, C교는 교육 전 64.8%에
서 교육 후 68.7로, D교는 교육 전 71.6%에서 교육 
후 74.1%로 통계적 유의성(p＜0.001)을 보이며 교육 
후에 증가하였다. Lee 등(2000)의 연구에서는 ‘잘못된 
식습관 수정 가능성’이라는 항목에서 프로그램 전에
는 점수가 3.94였고, 프로그램 후에는 3.78로 효과를 
보이지 못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식사할 때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으려고 노
력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이 교육 전 69.3%에서 교육 후 73.6%로 증가하였으
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학교별로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을 보면, A교는 교육 
후에 3.8% 증가하였고, B교는 5.3%, C교는 4.2%, D
교는 4.1%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Lee 
등(2000)의 연구에서는 ‘식사 시 골고루 섭취하려고 
노력’이라는 식생활태도 항목에서 교육 전 식생활태
도 점수가 3.80에서 교육 후 3.80으로 변화가 없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식사할 때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
루 먹으려 노력하나?’라는 식생활태도 항목에서 긍
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식품선택 시 건강에 좋은 식품인지 생각하나?’라는 
항목에서는 ‘그렇다’ 이상(‘항상 그렇다’와 ‘그렇다’)
으로 대답한 아동의 비율이 교육 프로그램 전에는 
52.7%였는데 프로그램 후에 52.8%로 두드러진 변화
가 없었다. Lee 등(2000)의 선행연구에서도 ‘식품선
택 시 영양적인 면 고려’라는 식생활 태도 항목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아침식사 중요성 인식률은 교육 전 41.7%에서 교
육 후 51.4%로 증가하였다. 패스트푸드 위해성 인식
률은 교육 전 93.4%에서 교육 후 96.8%로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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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별 아침식사 중요성 인식률은 교육 후에 A교
는 11.2%, B교는 12.3%, C교는 8.1%, D교는 7.0%로 
유의적으로 향상되었다(p＜0.001). 학교별 패스트푸드 
위해성 인식률은 교육 후에 A교는 16.5%, B교는 
8.5%, C교는 7.6%, D교는 6.6% 증가하였다. 규칙적 
식사 실천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선행
연구(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0, 강북구
보건소 2002)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건강증진 목표설
정에 있어 영양관련문제 중 우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Lee(1995)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결식 비율이 49.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된 아침식사의 섭취 횟수를 프로그램의 전후로 조사
한 것으로 교육의 효과를 보였다. Lee 등(2005)이 수
행한 연구에서는 ‘아침식사를 제대로 먹는다’에서 3
점 만점에 프로그램 전은 2.4점에서 후에는 2.5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선행연구(Lee 등 
2000)에서는 일주일 중 아침식사를 6~7일 했으면 3점, 
3~5일 했으면 2점, 0~2일 했으면 1점을 부여하여 프
로그램 전에는 2.46이었으며 프로그램 후에는 2.57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그에 비해 본 연구는 
조금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식생활태도 점수는 교육 전에 18.27점에서 교육 
후 18.52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학교별 식생활태도 점수는 B교가 교
육 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향상되었고(p＜ 
0.05), 나머지 학교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Lee 등
(2000)의 연구에서도 식생활태도 점수가 교육 전 
53.71에서 교육 후 53.76으로 차이가 없어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식생활태도 역시 단기간
의 일회성 교육으로는 크게 개선되기가 어려워 장
기간의 단계적 ․ 체계적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생활 태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었으나, 
학교 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똑같은 프
로그램의 운영도 운영자에 따라 그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으로 자료의 개발을 통한 영양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의 개발 등 

좀더 구체적인 연구와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식습관 변화
영양교육 프로그램 후 식습관의 변화를 알아보고

자 하였으며 동일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수행 후 식
습관의 변화 차이를 보았다. 규칙적인 식사를 평가하
기 위해 아침식사 섭취횟수를 조사하였을 때, 아침식
사를 일주일에 5일 이상 섭취한 비율이 교육 후에 
3.3% 증가하였으며, 2일 이하로 섭취한 비율은 교육 
후에 1.7% 감소하였으며 모두 유의적이었다(p＜0.001). 
학교별로 알아보았을 때, 학교별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가공식품 섭취횟수를 살펴보았는데 패스트
푸드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섭취하지 않은 비율이 
교육 후에 1.8% 증가하였고(p＜0.001), 인스턴트식품
을 한 번도 섭취하지 않은 비율은 교육 후에 2.1% 
증가하였다(p＜0.001). 학교별 알아보면, 그 감소의 
폭이 학교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간식 섭취와 관련된 
설문의 경우 전체와 학교별 모두 교육 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간 과일섭취도 교육 후에 변화
를 보이지 않았고, 학교별로도 마찬가지였다. 

일일 채소섭취는 2회 이상 섭취한 비율이 교육 
후에 79.9%에서 83.3%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
＜0.001). 학교별로 보면, 일일 채소섭취는 2회 이상 
섭취비율이 A교는 교육 전 79.6%에서 80.4%로, B교
는 교육 전 79.6%에서 교육 후 96.5%로, C교는 79.5
에서 교육 후 96.3%로 증가하였고, D교는 교육 후
에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다.

일주일 중 인스턴트식품을 6~7일 섭취했으면 3점, 
3~5일 섭취했으면 2점, 0~2일 섭취했으면 1점을 부
여하여 교육프로그램 전에는 1.91점, 교육 후에는 
1.82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Lee 등(2000)의 
선행연구와 ‘가공식품, 즉석식품을 자주 먹지 않는
다’로 조사되어 프로그램 전과 후에 변화가 없었던 
또 다른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변화가 
있었다. Kim 등(2002)의 선행연구에서도 영양교육 
전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아동이 35.9%에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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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42.31%로 증가하여 영양교육 유무에 따라 유의
적인 차이를 보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평소에 즐겨먹는 간식의 종류 변화를 알아보았는데 
교육 후에 바람직한 형태의 간식 섭취비율이 교육 
전 41.4%에서 교육 후 44.4%로 증가하였으며 변화
가 필요한 간식의 섭취비율이 교육 전 47.0%에서 
42.2%로 감소하였다.

식습관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변화를 보이
지 않았으며 숫자상으로는 오히려 교육 후에 0.02점
이 낮아졌다. 학교별 식습관 점수도 각 학교마다 교육 
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습관 점수의 경우, 7주
간의 교육으로 큰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식습
관 평가 도구의 제약도 있어서 변화의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를 볼 때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교육 시
행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4. 프로그램 만족도 및 평가
본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식생활 변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
이 52.3%였고, 자신의 잘못된 식습관을 고칠 수 있
게 해준 교육 내용은 ‘패스트푸드의 정체를 밝혀라’
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교육내용 중 가
장 관심이 높았던 주제는 ‘패스트푸드의 정체를 밝
혀라’,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주제는 ‘영양표시를 
확인해 보아요’였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식습관, 식생
활태도, 영양지식 부분이 대체로 향상되었으나, 가
장 효과적으로 향상된 것은 영양지식으로 그 다음
으로 식생활태도, 식습관 순이었다. 

또한, 동일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4개 학교를 대
상으로 동일하게 진행하였는데, 다른 효과를 보였으
며 전반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보인 학교는 A교였
고, 가장 효과를 적게 보인 학교는 D교였다. 이러한 
차이는 보건소의 관리,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임선생님의 교육내용 숙지정도, 운영방식, 의지 
및 열정, 해당학교의 환경적인 면, 학생들의 동기부
여 및 흥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인할 수 있겠
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의 학교별 결과 차이는 보건
소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실시할 학교를 
모집하였는데 각 학교들이 처음에 신청하는 과정에
서부터 학교별로 운영 의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이 관찰되었고(A학교는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 관계
가 있는 학년별 부장교사가, 나머지 학교는 보건교
사가 신청) 이것이 전체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식생활습관을 습득하는 시기인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대상아동들의 식습관, 식생활태도, 영양지식 등의 
개선효과를 알아보고, 나아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
로 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선할 사항을 알아보
고자 한 것으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단기간
의 보건소 영양교육 프로그램 후 그 효과는 일반적
인 교육 원리와 같이 영양지식, 식생활태도, 식습관 
순으로 향상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교육 후 지
식의 변화는 가장 먼저 발생하며, 그 이후에 태도가 
변화하고, 그러한 긍정적인 자극(교육)이 계속되고 
수용자의 적극적인 수용의지가 있을 때 습관이 변
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의 단기적인 효과인 지
식향상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 식습관과 식생활태도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디
자인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교과 교육과 함께 
이런 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은 어렵기 때문에 전
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
증진사업의 경우 지역사회의 도움이 없이 보건소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와 같이 효과적인 건
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과 장소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마다 참여 의지가 다르다면 그 효과도 다
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 그러
므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경우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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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시행할 때 학교의 참여의지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이 매우 필요할 것이며, 
그와 더불어 보건소의 계속적이고 동일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실
행하기 위해서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동시
에 관련 요인들과 프로그램 수행과정 및 방법이 교
육의 효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프로그
램 수행에 있어서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
며 그에 대한 연구가 더욱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대도시 보건

소에서 개발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학교
에서 실시하고, 그에 따른 참여아동들의 식습관, 식
생활태도, 영양지식 등의 개선효과를 알아보고, 나아
가 실시된 프로그램의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영양교육 프로그램은 대도시 동일구 소재 4개 초
등학교의 5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육은 보건소
의 관리하에 각반 담임교사가 학교별 재량활동 시간
에 총 7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교육의 평가는 설문조
사로 식습관, 식생활태도, 영양지식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영양교육 전과 후 2회에 걸쳐 담임교
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여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2.0을 이용하였고 유의성 검정은 
α= 0.05 수준에서 x2-test,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영양지식 변화는 영양지식을 점수화
시켰을 때, 전체적으로 교육 전 72.48점에서 교육 후 
85.69점으로 유의적으로 향상되었고, 학교별로는 A교
가 가장 큰 폭으로 향상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p
＜0.001). 식생활태도 변화는 ‘맛있는 것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나?’라는 질문에 ‘그렇
다’ 이상 응답한 비율이 교육 전 56.4%에서 교육 후 

61.3%로 증가하였고,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
율이 교육 전 67.6%에서 교육 후 73.9%로 증가하였
고, ‘식사할 때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
율이 사전 69.3%에서 사후 73.6%로 증가하였고 모두 
유의하였다(p＜0.001). 아침식사의 중요성 인식률은 
교육 전 41.7%에서 51.4%로 증가하였고, 패스트푸드 
위해성 인식률은 교육 전 93.4%에서 교육 후 96.8%
로 증가하였다. 학교별로 봤을 때, A교와 B교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인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식습관 
변화를 보면, 아침식사 섭취횟수는 일주일에 5일 이
상 실천한 비율이 교육 후에 3.3% 증가하였다. 패스
트푸드섭취와 인스턴트식품 섭취비율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섭취하지 않은 비율이 교육 후에 각각 1.8%, 
2.1% 증가하였다. 과일섭취는 변화가 없었고, 채소섭
취는 교육 후에 일일 2회 이상 섭취비율이 79.9%에
서 83.3%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평소 
즐겨먹는 간식은 교육 후 올바른 형태의 간식섭취비
율이 증가하였다. 프로그램 만족도 및 평가는 52.3%
가 자신의 식생활 변화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하
였으며, 관심이 높았던 교육주제는 가장 많이 접해본 
주제(패스트푸드)로 응답하였다. 

종합해 보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단기간 
보건소의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영양지식, 식
생활태도, 식습관 순으로 좋게 나타났고, 동일한 교
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학교마다 프로그램의 효
과에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 결과를 볼 때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의 
교육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으나, 영양교육 후 실
제생활의 변화를 위해서는 단계적 체계적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고, 동일한 프로그램
을 실시할 때 수행하는 방법도 표준화해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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