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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 to identify preference of main and side dishes of 681 children who lived in Seoul and Gyoung-gi (Incheon)

in 2007. To accomplish this, we divided the children into three age groups, an infancy group (below 6 years of age), a middle

years group (between 7 and 12 years of age) and a juvenile group (above 12 years of age). Specifically, 145 children were

in the infancy group (boys 68, girls 77), 300 children were in middle years group (boys 138, girls 162) and 236 children were

in juveniles group (boys 131, girls 105). The average body mass index (BMI) of the parents of the respondents appeared

to be normal, and the majority of the parents had bachelor degrees. Across all age groups, most fathers were office workers

and most mothers were housewives. The preference for staple foods showed that the infancy group and the middle years

group preferred rice the most, while the juvenile group preferred stir-fried rice the most out of 5 grain items. Evaluation of

the preference for different types of noodles showed that both boys and girls from the infancy group preferred jajangmyun,

while those in the middle years group and the juvenile group preferred spaghetti. For breads, both boys and girls from the

infancy group had the highest preference for cake, while boys and girls in the middle years group and boys in the juvenile

group preferred pizza the most, and girls from juvenile group preferred cake the most. Evaluation of the preference for soups

and pot stew revealed that both boys and girls in the infancy group preferred seaweed soup, while boys from middle years

group preferred seol-long-tang and girls from middle years group preferred seaweed soup. Boys and girls from the juvenile

group preferred seol-long-tang the most. For hard-boiled foods and stir-fried foods, members of all age groups preferred beef

boiled in soy sauce the most and hard-boiled peppers the least. Finally, comparison of the preference for roasted foods,

seasoned vegetables and kimchi revealed that the infancy group preferred roasted seaweed the most and that both the

middle years and juvenile group had the greatest preference for roasted g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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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발달로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생

활수준이 향상되어 식생활이 크게 변화되었다. 하지만 외국

식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하여 식생활 문화가 크게 변

화되었고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가사기능

이 약화되어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Jung 2004). 이러한 변화에 따라 유아들의 결

식, 과식, 부적절한 간식 섭취와 편식 등의 불규칙한 식생

활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비만, 당뇨병과 같은 소아 성

인병의 발생이 증가하는 등 유아기 영양문제가 대두되기 시

작하였다. 한편으로 우리나라 어린이의 영양 상태는 경제수

준에 따라 영양부족과 영양과잉 양극화 현상까지 보이고 있

다(Chung 2006). 또한 유아뿐만 아니라 학동기 아동에 대

한 영양 상태에 대한 보고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들 수 있는

데 물질의 풍요와 활동 부족으로 인한 과잉영양과 함께 영

양섭취 불균형으로 인한 영양결핍이 양극화되고 있으며

(Song 1996), 어린이의 식습관 중 불규칙적인 식사, 결식,

편식이 문제시 되고 있다(Kim 2003). 이처럼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식습관과 식품기호도에 대한 연구는 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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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별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녀의 식습관과 식품기호도

및 식사를 구성하는 주식과 부식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의 전

체적인 현황에 관한 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을 유아기, 학동기, 청

소년기로 구분하여 좋아하는 조리법과 식재료를 포함한 일

반적인 식습관을 조사하고, 식품에 대한 기호도를 주식류

(밥류, 면류, 빵류, 국류, 찌개류)와 부식류(조림류, 볶음류,

구이류, 무침류, 김치류)를 중심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여 균

형잡힌 영양섭취를 고려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메뉴

개발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현재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에 거

주하는 유아기 145명(만6세 이하: 남 68, 여 77), 학동기

300명(만7~12세: 남 138, 여 162) 및 청소년기 236명(만

13세 이상: 남 131, 여 105)으로 총 68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조사방법 및 조사도구

본 조사는 2007년 4~6월 사이에 서울과 경기(인천)지역

을 중심으로 설문지 710부를 유치원생, 초등학생 및 중·고

등학생에게 배포하였고, 이중 설문응답에 신뢰성이 낮은 29

부를 제외하고 유치원생 145명, 초등학생 300명, 청소년

236명의 총681부(회수율 95.92%)를 통계처리에 이용하였

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1~4년)의 경우 설문지 이

해도 및 응답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모님이 응

답하도록 하였고, 그 외 연령층은 본인이 직접 설문에 응답

하도록 하였다.

본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Hong 등 2006) 조사된 문항

을 기초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

문지 문항을 재구성한 후 설문지를 보완·수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자녀의 일반적 사항으로 자녀

의 성별, 나이, 체중과 신장에 관한 것과 부모에 대한 일반

적 사항으로 부모의 나이와 신장, 체중, 학력, 직업, 부부합

산 월 소득에 관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자녀의 식사실태 조

사, 자녀 간식류 선호도에 관한 조사, 외식횟수에 관한 조

사, 선호하는 외식형태에 대한 조사, 조리법에 관한 조사로

가정 내 식사 시 선호하는 조리법, 외식을 포함하는 전반적

인 조리법, 식품기호도에 관한 조사 등으로 총 110문항을 조

사하였다. 이중 간식류 선호도와 외식형태 선호도, 조리법

선호도 등은 9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좋아한다 9점, 좋아한

다 7점, 보통이다 5점, 싫어한다 3점, 매우 싫어한다 1점으

로 조사 되었다.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처리 프로그램 SAS 9.1을 이용하였으

며, 연령, 신장, 체중 및 BMI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구하였

다.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수준 및 식습관에 관련된 사항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group 간의 유의성 검증은 χ2 검

증을 실시하였다. 그 외 간식의 선호도, 외식 시의 선호도

및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9점 리커트척도로 하여 평균과 표

준편차를 구하였고,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은 T-test를 실

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들과 학

부모들의 연령, 신장, 체중 그리고 BMI (Body Mass Index)

<Table 1> Age, height, weight and BMI of subjects

Category
Kindergartenancy Children Adolescences

Male(N=68) Female(N=77) Male(N=138) Female(N=162) Male(N=131) Female(N=105) 

Children

Age(years) 004.57±1.311) 004.88±1.27 011.86±1.73 012.00±1.62 015.09±1.38* 014.76±1.16
Height(cm) 111.02±8.91 111.17±11.38 157.25±15.66* 153.71±11.82 170.63±7.22* 160.66±5.34
Weight(kg) 018.78±3.61 018.31±3.50 048.21±13.41* 041.87±9.64 057.88±10.52* 047.74±5.10
BMI(kg/m2) 015.11±2.12 015.23±2.52 019.23±2.90* 017.75±2.73 019.71±2.93* 018.55±1.78

Father

Age(years) 038.05±4.46 039.15±3.45 043.83±3.59 044.43±3.89 046.67±4.29 046.11±3.80
Height(cm) 174.41±5.21 173.99±4.55 173.75±5.11 174.41±5.37 172.89±6.61 173.81±4.96
Weight(kg) 072.47±9.05 072.58±7.80 073.03±9.80 071.70±8.93 069.08±9.32 071.18±6.84
BMI(kg/m2) 023.82±2.32 023.94±2.13 024.07±2.83* 023.38±2.19 023.13±2.79 023.56±2.43

Mother

Age(years) 035.93±4.40 036.03±3.44 041.52±3.70 041.60±3.74 043.53±3.76 043.22±3.36
Height(cm) 160.84±4.47 161.18±4.69 162.10±5.13 161.29±5.13 161.47±4.88 162.62±4.63
Weight(kg) 053.33±6.28 053.38±5.25 054.71±6.95 054.14±7.33 053.22±6.36 054.80±6.61
BMI(kg/m2) 020.67±1.88 020.62±2.33 020.83±2.59 020.66±2.34 020.55±2.72 020.76±2.44

1)Mean±SD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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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유아기

남아는 4.57±1.31세, 여아는 4.88±1.27세이고, 학동기 남

학생은 11.86±1.73세, 여학생은 12.00±1.62세였으며, 청소

년기 남학생은 15.09±1.38세, 여학생은 14.76±1.16세이

었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신장은 유아기 남아는 111.02±

8.91 cm, 여아는 111.17±11.38 cm이었고, 학동기 남학생은

157.25±15.66 cm, 여학생은 153.71±11.82 cm이며, 청소

년기 남학생은 170.63±7.22 cm, 여학생은 160.66±5.34

cm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체중은 유아기 남아

는 18.78±3.61 kg, 여아는 18.31±3.50 kg이고, 학동기 남

학생은 48.21±13.41 kg, 여학생은 41.87±9.64 kg이며, 청

소년기 남학생은 57.88±10.52 kg, 여학생은 47.74±5.10

kg이었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BMI는 유아기 남아

는 15.11±2.12 kg/m2, 여아는 15.23±2.52 kg/m2이고, 학

동기 남학생은 19.23±2.90kg/m2, 여학생은 17.75±2.73

kg/m2이였으며, 청소년기 남학생은 19.71±2.93kg/m2, 여

학생은 18.55±1.78 kg/m2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들의 식습관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 학생들의 식사의 규칙성, 좋아

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간식횟수, 편식정도, 좋아하는

조리법 및 외식횟수를 설문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아침식사를 거르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 모두 남아와 여아는 항상 챙겨 먹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항상 챙겨 먹는 비율이 79.41%와 70.13%,

52.94%와 58.02%, 48.85%와 37.14%로 낮아지면서 가끔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17.69%와 28.57%, 42.65%와 33.95%,

40.46%와 53.33%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

침식사를 먹는 미취학 아동이 Kim(1988)의 연구에서는

61.3%, Choi 등(2006)의 연구에서는 93.7%로 나타난 연

<Table 2> The eating habits of subjects N(%)

Category 
Kindergarten Children Adolescences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Eating habits
 always eat 54(79.41) 54(70.13) 72(52.94) 94(58.02) 64(48.85) 39(37.14)
Sometimes skip 12(17.65) 22(28.57) 58(42.65) 55(33.95) 53(40.46) 56(53.33)
Frequent skip 2(2.94) 1(1.39) 6(4.41) 13(8.02) 14(10.69) 10(9.52)

Regular meal 
Very regular 23(33.82) 28(36.36) 38(27.94) 42(26.09) 23(17.97) 13(12.38)
Normal 44(64.71) 44(57.14) 71(52.21) 98(60.87) 75(58.59) 69(65.71)
Desultory 1(1.47) 5(6.49) 27(19.85) 21(13.04) 30(23.44) 23(21.90)

Favorite food

Meat 42(61.76) 37(49.33) 92(67.65) 90(56.25) 87(66.41) 44(41.90)
Vegetable 3(4.41) 8(10.67) 6(4.41) 3(1.88) 4(3.05) 5(4.76)
Fruit 10(14.71) 14(18.67) 18(13.24) 53(33.13) 22(16.79) 41(39.00)
Fish 8(11.76) 12(16.00) 12(8.82) 7(4.38) 10(7.63) 9(8.57)
Grain & Starch 5(7.35) 4(5.33) 8(5.88) 7(4.38) 8(6.11) 6(5.71)

Unfavorite food

Meat 2(3.17) 9(13.04) 3(2.38) 4(2.76) 8(6.67) 5(5.38)
Vegetable 49(77.78) 37(53.62) 63(50.00) 77(53.10) 55(45.83) 33(35.48)
Fruit 6(9.52) 0(0) 7(5.56) 2(1.38) 5(4.17) 1(1.08)
Fish 3(4.76) 9(13.04) 34(26.98) 30(20.69) 32(26.67) 38(40.86)
Grain &　Starch 3(4.76) 14(20.29) 19(15.08) 32(22.07) 20(16.67) 16(27.20)

Snacks times 

Almost don't eat 3(4.41) 0(0) 18(13.24) 21(13.29) 35(26.72) 25(24.04)
1~2 times/day 55(80.88) 59(76.62) 98(72.06) 121(76.58) 80(61.07) 63(60.58)
3~4 times/day 10(14.71) 16(20.78) 14(10.29) 13(8.23) 9(6.87) 10(9.62)
5~6 times/day 0(0) 2(2.60) 6(4.41) 3(1.90) 7(5.34) 6(5.77)

Unbalanced
diet degree

Very much 1(1.47) 3(3.90) 5(3.68) 7(4.38) 7(5.34) 2(1.90)
Much 12(17.65) 15(19.48) 20(14.71) 26(16.25) 19(14.50) 13(12.38)
Normal 30(44.12) 25(32.47) 50(36.76) 40(25.00) 32(24.43) 32(30.48)
Llittle 18(26.47) 28(36.36) 44(32.35) 67(41.88) 50(38.17) 40(45.71)
Never do not 7(10.29) 6(7.79) 17(12.50) 20(12.50) 23(17.56) 10(9.52)

Favorite
cooking method

Panboiled foods 27(39.71) 22(30.14) 40(30.08) 48(31.58) 35(27.56) 38(36.89)
Seasonal vegetable 3(4.41) 8(10.96) 4(3.01) 16(10.53) 8(6.30) 19(18.45)
Fried foods 13(19.12) 12(16.44) 28(21.05) 31(20.39) 22(17.32) 12(11.65)
Steamed foods 3(4.41) 4(5.48) 14(10.53) 13(8.55) 10(7.87) 10(9.71)
Fresh vegetable 3(4.41) 2(2.74) 6(4.51) 7(4.61) 4(3.15) 5(4.85)
Roasted foods 19(27.94) 25(34.25) 41(30.83) 37(24.34) 48(37.80) 19(18.45)

No. of eating-out

≤1 times/week 37(56.92) 39(54.93) 53(39.85) 91(57.96) 70(55.12) 57(55.34)
2-3 times/week 25(38.46) 28(39.44) 68(51.13) 60(38.22) 50(39.37) 43(41.75)
4-5 times/week 3(4.62) 4(5.63) 9(6.77) 6(3.82) 5(3.93) 2(1.94)
≥6 times/week 0(0) 0(0) 3(2.26) 0(0) 2(1.57)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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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이며,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

면서 아침을 챙겨 먹던 아동기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입학하

면서 점차 아침을 많이 거르게 되는 것은 아동기에 비해 학

교에서의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지고 아침을 거르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 것으로 사료된

다. 학동기 남학생은 ‘항상 먹는다’ 52.94%, ‘가끔 끼니를

거른다’ 42.65%, 여학생은 ‘항상 먹는다’ 58.02%, ‘가끔 끼

니를 거른다’ 33.95% 순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Kang(2007)은 항상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학생은

53.7%,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학생은 46.3%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남학생의 식사 습

관은 ‘거르지 않고 먹는다’ 48.85%, ‘가끔 끼니를 거른다’

40.46%, 청소년기 여학생은 ‘가끔 끼니를 거른다’ 53.33%,

‘거르지 않고 먹는다’ 37.1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칙적인 식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유아기 남아는 ‘보

통이다’ 6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규칙적이

다’ 33.82%로 나타났으며 여아도 ‘보통이다’ 57.14%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규칙적이다’ 36.36%로 동일한 결

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전체 조사대상자

의 60%이상이 보통 또는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있으며

이는 Yoo(2005)의 학령기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아동이 47.3%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2007)

의 연구에서는 하루 세끼를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경우가

53.7%, 불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경우가 46.3%로 상이한 결

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동기 남학생은 ‘보

통이다’ 52.21%, 매우 규칙적이다 27.94%, 학동기 여학생

은 ‘보통이다’ 60.87%, ‘매우 규칙적이다’ 26.09%로 나타

났다. 청소년기남학생의 식사 시간의 규칙성은 ‘보통이다’

58.59%, ‘규칙적이지 않다’ 23.44%, 청소년기 여학생은 ‘보

통이다’ 65.71%, ‘규칙적이지 않다’ 21.90%, ‘매우 규칙적

이다’ 12.38%로 조사되었는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2007)의 연구에서 식사시간이 가끔씩 불규칙적이다

36.2%, 불규칙적이다 35.6%, 규칙적이다 28.2%로 나타났

는데, 이는 식사시간이 규칙적이지 못한 학생이 70% 이상

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Jo(2005)의 연구에서도 가끔 규칙적이다

50.3%, 규칙적이다가 32.4%, 규칙적이지 못하다 17.3%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질문에서 유아기의 남아는 고기류

(61.76%), 과일(14.71), 생선(11.76%), 곡류(7.35%), 야채

(4.41%)로, 유아기의 여아는 고기류(49.33%), 과일(18.67%),

생선(16.00%), 야채(10.67%), 곡류(5.33%)로, 유아기의 여

아와 남아 모두 고기류와 과일류를 좋아하고 있었으며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Ji(2006)의 연구에서 취업모 가정에서

선호하는 음식은 육류 38.3%, 과일·채소류 20.0%, 전업

모 가정에서 선호하는 음식은 육류 43.3%, 과일·채소류

13.3%로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육류를 가장 선호하는 것

으로 일치하였다. 학동기의 남학생이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

류 67.65%, 과일류 13.24%, 생선류 8.82%, 학동기 여학

생은 고기류 56.25%, 과일류 33.13%, 생선류와 곡류 및 전

분류 4.38%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남학생이 좋아하는 음식

은 고기류 66.41%, 과일류 16.79%, 생선류, 청소년기 여

학생은 고기류 41.90%, 과일류 39.00%, 생선류 8.57%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17개 식품군에 대한

기호도를 조사한 Chung(2002)의 연구에서는 기호도 1~5

위가 과일류, 음료류, 빵류, 우유, 과자류 등의 단 음식들이

조사되어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질문에서 유아기의 남아는 야채류

(77.78%), 과일(9.52%), 생성과 곡류(4.76%), 육류(3.17%),

유아기의 여아는 야채(53.62%), 곡류(20.29%), 육류와 생

선(13.04%)로, 유아가 기피하는 음식으로 과일·채소류

6.7%로 연구되어진 Ji(2006)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

이며 성별에 따른 유의적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동기 남학생이 싫어하는 음식으로 야채류 50.00%, 생선류

26.98%, 곡류 및 전분류 15.08%, 학동기 여학생은 야채류

53.10%, 곡류 및 전분류 22.07%, 생선류 20.69%인 것으

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남학생이 싫어하는 음식은 야채류

45.83%, 생선류 26.67%, 곡류 및 전분류 16.67%, 청소년

기 여학생은 생선류 40.86%, 야채류 35.48%, 곡류 및 전

분류 27.2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식횟수에 대한 질문에서 유아기 남아는 하루 1~2회가

80.88%, 여아는 하루 1~2회가 76.62%로 가장 많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Yoo(2005)의

연구에서는 간식횟수는 매일 1회가 45.4%, 2회가 47.5%로,

학령기 아동들은 하루에 1~2회 간식을 가장 많이 먹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Yang(2005)

의 연구에서는 평일에 먹는 간식 횟수는 1~2회가 76.6%,

주말에 먹는 간식 횟수는 1~2회가 64.9% 인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Jung(2002)의 연구

에서는 하루 1~2회가 86.6%로 가장 많았고, 3~4회가

12.4%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학동기의 남학생의 간식의 횟수는 ‘하루

1~2회’ 72.06%, ‘거의 먹지 않는다’ 13.24%, ‘하루 3~4

회’ 10.29%, 학동기 여학생은 ‘하루 1~2회’ 76.58%, ‘거

의 먹지 않는다’ 13.29%, ‘하루 3~4회’ 8.23%인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Kang(2007)의 학동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 따르면 간식을 섭취하는 횟수가 ‘하루에 1~2회 이상’

이 30.7%로 가장 많았으며 본 연구결과와는 두 배 이상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기 남학생의 간식 횟수는 하루 1~2

회 61.07%, ‘거의 먹지 않는다’ 26.72%, 하루 3~4회

6.87%, 청소년기 여학생은 하루 1~2회 60.58%, ‘거의 먹

지 않는다’ 24.04%, 하루 3~4회 9.62%로 나타났으며,

Cho(2007)의 연구에서 간식횟수는 하루에 한번 69.5%,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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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두 번 20.3%, 하루 세 번 이상 10.2% 로 본 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편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유아기 남아는 ‘보통이다’

44.12%, ‘약간 편식한다’ 26.47%, ‘많이 편식한다’ 17.65%,

유아기 여아는 ‘약간 편식한다’ 36.36%, ‘보통이다’

32.47%, ‘많이 편식한다’ 19.48% 로 유아기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편식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Park(1999)의 연구에서 남

녀 아동의 60.3%가 편식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남아와 여

아의 비율을 합하면 거의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학

동기의 남학생의 편식 정도는 ‘보통이다’ 36.76%, ‘조금한

다’ 32.35%, ‘많이 한다’ 14.71%, ‘전혀 하지 않는다’

12.50%, 여학생은 ‘조금한다’ 41.88%, ‘보통이다’ 25.00%,

‘많이 한다’ 16.25%, ‘전혀 하지 않는다’ 12.50% 로 나타났

으며, Kang(2007)의 연구에 따르면 편식정도가 보통인 학

생이 56.0%, 심한 학생이 24.3%, 편식이 심하지 않은 학

생이 19.1%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편식정도에서 유사

성이 있으며 비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

소년기 남학생의 편식은 ‘조금한다’ 38.17%, ‘보통이다’

24.43%, ‘전혀 하지 않는다’ 17.56%, ‘많이 한다’ 14.50% ,

청소년기 여학생은 ‘조금한다’ 45.71%, ‘보통이다’ 30.48%,

‘많이 한다’ 12.38%, ‘전혀 하지 않는다’ 9.52%로 분석되었

으며, Cho(2007)의 연구에서 편식하는 학생은 50.3%, 그

렇지 않은 학생은 49.7%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는 결과로 청소년기 학생들의 편식을 교정하기 위한 올바른

식습관형성 및 영양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좋아하는 조리법에 대한 질문에서 유아기 남아는 끓이기

39.71%, 굽기 27.94%, 튀기기19.12%, 유아기 여아는 굽기

34.25%, 끓이기 30.14%, 튀기기 16.44%를 좋아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학동기의 남학생이 좋아하는 조리법은 구이

류 30.83%, 볶음류 30.08%, 튀김류 21.05%, 찜류 10.53%,

학동기 여학생은 볶음류 31.58%, 구이류 24.34%, 튀김류

20.39%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기 남학생이 좋아하

는 조리법은 구이류 37.80%, 볶음류 27.56%, 튀김류 17.32%,

무침류 6.30%, 청소년기 여학생은 볶음류 36.89%, 구이류

18.45%, 무침류 18.4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Chung

(1997)은 초등학교 급식 식단에서 기호도가 높은 음식의 조

리법은 밥류(22.8%), 튀김류(21.1%), 국 및 탕류(11.5%),

볶음류(9.6%)인 것으로 연구하였고, Chung(2002)은 초등

학교 남학생의 17개 식품군에 대한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

구이류(6위), 튀김·전류(7위), 면류(8위), 떡류(9위), 찜류

(10위), 밥류(11위), 볶음류(12위), 탕·국·찌개류(13위)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외식하는 횟수에 대한 질문에서 유아기 남아는 주 1회 미

만 56.92%, 주 2~3회 38.46%, 유아기 여아는 주 1회 미

만 54.93%, 주 2~3회 39.44%로 외식을 자주하지 않고 주

로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취학 아

동을 대상으로 한 Yang(2005)의 연구에서는 직업이 없는

어머니의 73.7%가 주 3~4회 외식을, 직업이 있는 어머니

의 70.4%가 주 3~4회 외식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Jean(1999)은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45.9%와 직업이 없는

어머니의 45.2%가 일주일에 1번 외식을 가장 많이 하고

Jung(2002)은 일반 가정의 68.4%가 주 1~2회 외식을 가

장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학

동기의 남학생의 외식횟수는 주 2~3회 51.13%, 주 1회 미

만 39.85%, 학동기 여학생은 주 1회 미만 57.96%, 주 2~3

회 38.22%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Kang(2007)의 연구에

서는 ‘외식을 주로 한다’ 42.2%, ‘일주일에 2회’ 29.4%로

전체 학동기 아동의 71.6%가 자주 외식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청소년기 남학생의 외

식은 주 1회 미만 55.12%, 주 2~3회 39.37%, 청소년기 여

학생은 주 1회 미만 55.34%, 주 2~3회 41.75%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주식류에 대한 선호도

1) 밥류, 국수류, 빵류에 대한 선호도

주식류 중에서 밥류, 국수류, 빵류에 대한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 남녀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결과는 <Table 3>과 같다.

밥류에 대한 선호도는 평균의 차이는 있지만 유아기 남아

와 여아는 쌀밥, 볶음밥, 보리밥, 콩밥의 순서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기 남아와 여아 모두 콩밥을 가장 좋

아하지 않았는데, 이는 쌀과 콩에 대한 식감의 차이인 것으

로 사료된다. 학동기의 남아와 여아의 밥류에 대한 선호도

도 유아기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쌀밥에 대한 선

호도가 가장 높게 나온 Kim(1988), Lee(2000), Park

(2005), Choi(2006), Kang(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되

는 결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남학생과 여학생의 밥류에 대

한 선호도는 볶음밥, 쌀밥, 보리밥, 콩밥의 순으로, 유아기

와 학동기와는 다르게 볶음밥을 선호하고 있으나 콩밥에 대

한 선호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남녀학생

들의 밥류에 대한 선호도를 연구한 Jo(2005)와 Kim(2006)

의 연구에서는 쌀밥, 잡곡밥, 보리밥, 콩밥, 팥밥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볶음밥을 제외하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면류에 대한 유아기 남아의 선호도는 짜장면, 스파게티,

라면, 우동, 쫄면이였고 유아기 여아의 선호도는 짜장면, 스

파게티, 라면, 우동, 쫄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남 보육

시설에 있는 유아의 식품 기호도를 조사한 Lee(2006)의 연

구결과에서도 자장면, 김밥, 자장밥, 볶음밥, 국수, 쌀밥,

떡국이 3.5점 이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 면류에 대한 기호

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자주 먹게 되는 짜장면

을 선호하게 되고 매운 맛의 쫄면은 연령이 어린 이유로 좋

아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동기 남아의 면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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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는 스파게티, 라면, 우동, 짜장면, 쫄면이였고 학동기

여아는 스파게티, 우동, 짜장면, 라면, 쫄면 순으로 선호하

는 것으로 조사되어, 짜장면을 선호하던 유아기와는 달리 학

동기에서는 스파게티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쫄면은 유아기와

동일하게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체격을 가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식품군을 연구한 Chung

(2002)의 결과에서도 국수류, 떡류, 찜류, 곡류, 탕·국·

찌개류, 조림류 중에서 국수류가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타

낸 것으로 연구되었다. 청소년기 남학생의 면류에 대한 선

호도는 스파게티, 우동, 짜장면, 라면, 쫄면이었고 청소년기

여학생은 스파게티, 우동, 짜장면, 쫄면, 라면 순으로 선호

하고 있었으며 학동기와 동일하게 스파게티를 가장 선호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빵류에 대한 유아기 남아의 선호도는 케이크, 햄버거, 피

자, 도넛, 스폰지케이크, 크림빵이었고 유아기 여아는 케이

크, 피자, 도넛, 스폰지케이크, 햄버거, 크림빵 순이었으며,

부드럽고 단맛을 가진 케이크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크림빵

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동기 남아는

피자, 햄버거, 케이크, 도넛과 스폰지케이크, 크림빵을, 학

동기 여아는 피자, 케이크, 햄버거, 스폰지케이크, 도넛, 크

림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기에 가장 선호하

던 빵류가 케잌에 서  피자로 바뀌었고 가장 선호하지 않는

크림빵을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기 남학생은 피

자, 햄버거, 스폰지케이크, 도넛, 크림빵을, 청소년기 여학

생은 케이크, 피자, 스폰지케이크, 도넛, 햄버거, 크림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Jo(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

년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팥빵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

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콩과 팥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국류와 찌개류에 대한 선호도

주식류 중 국류와 찌개류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 학생들의 선호도는 <Table 4>와 같다. 

유아기 남아의 국류에 대한 선호도는 미역국, 쇠고기국,

된장국, 설렁탕, 콩나물국 순이었으며 유아기 여아는 미역

국, 쇠고기국, 콩나물국, 설렁탕, 된장국 순으로, 유아기에

는 미역국을 가장 선호하고 된장국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학동기 남아는 국류 중 설렁탕, 쇠고기국,

미역국, 된장국, 콩나물국 순이었으며 학동기 여아는 미역

국, 설럴탕, 쇠고기국, 된장국, 콩나물국 순이며, 학동기에

들어서는 설렁탕, 쇠고기국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주가 되

는 국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기 남학생의

국류에 대한 선호도는 설렁탕, 쇠고기국,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 순이었으며 청소년기 여학생은 설렁탕, 미역국, 된

장국, 콩나물국, 쇠고기국 순으로 청소년기 남녀학생들은 동

일하게 설렁탕을 가장 선호하면서 두 번째로 선호하는 국류

에서는 쇠고기국과 미역국으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

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n(2005)의 연구에서는 곰

탕과 미역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본 연구결과

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Table 5>에서 주식류 중 유아기 남아의 찌개류

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유아기 여아와 동일하게 된

장찌개, 김치찌개, 청국장, 생선찌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동기 남아와 여아도 동일하게 김치찌개, 된장찌개, 생선

찌개, 청국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기 남학생과 여

학생도 유사하게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선호하였으며 청국

장과 생선찌개 선호도에서 순서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n(2005)의 연구에서

는 김치찌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동

<Table 3> The preference for principal food of subjects

Category 
Kindergartenancy Children Adolescences

Male(N=68) Female(N=77) Male(N=138) Female(N=162) Male(N=131) Female(N=105) 

Meal

Rice *7.08±1.191) 6.82±1.40 7.48±1.73 7.48±1.61 7.50±1.93 7.31±1.82
Bean mixed-rice 4.44±2.07 4.64±2.43 5.08±2.59 4.53±2.42 *5.45±2.56* 4.56±2.36
Boiled barley 5.36±1.61 5.33±1.85 6.17±2.13 5.96±2.30 6.55±2.18 6.17±2.17
Fried rice 6.85±1.59 6.45±1.72 7.16±1.78 7.25±1.90 7.62±1.94 7.39±1.51

Noodle

Ramen 6.96±1.58 6.70±1.76 *7.58±1.62* 7.06±1.92 *7.10±2.13* 6.54±2.05
Udon 6.68±1.30 6.66±1.68 7.46±1.68 7.29±1.67 7.34±1.90 7.04±1.66
Jjajangmen 7.40±1.36 7.38±1.43 7.36±1.66 7.18±1.79 *7.27±1.98* 6.64±2.02
Spaghetti 6.94±1.54 6.96±1.59 7.59±1.57 7.47±1.63 7.54±1.77 7.39±1.68
Jjolmyeon 4.56±2.00 4.17±1.95 5.99±2.42 6.53±2.23 6.74±2.40 6.61±1.98

Bread

Cake *7.33±1.48* 6.71±1.90 6.78±2.09 6.99±1.81 6.97±2.32 7.06±1.89
Pizza 6.67±2.05 6.39±1.97 7.44±1.82 7.38±1.71 *7.35±1.97* 6.74±1.86
Cream-bread *6.25±1.83* 5.37±1.97 6.35±2.14 6.10±2.22 6.42±2.34 6.09±2.25
Sponge-cake 6.37±1.61 5.92±1.82 6.56±1.97 6.62±1.92 *7.00±2.03* 6.41±1.93
Doughnut 6.57±1.60 6.17±1.79 6.56±2.15 6.47±2.02 *6.99±2.18* 6.38±2.06
Hamburger *6.69±2.21* 5.78±2.56 7.06±2.15 6.64±2.25 *7.07±2.22* 6.24±2.19

1)Mean±SD. α=0.05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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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를 통해 유아기 때

매운 맛이 없는 된장찌개를 선호하다가 학동기에 접어들어

김치찌개를 선호하게 되고 진한 발효취를 가지는 청국장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선호도는 청소년기까지 진행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부식류에 대한 선호도

1) 조림류와 볶음류에 대한 선호도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 남녀학생들의 부식류 중 조림

류와 볶음류에 대한 선호도는 <Table 5>와 같다. 유아기 남

아가 좋아하는 조림류는 소고기장조림, 계란조림, 두부조림

이었으며 좋아하지 않는 조림류는 고추조림, 콩조림, 감자

조림이었고, 유아기 여아가 좋아하는 조림류는 소고기장조

림, 계란조림, 갈치조림이었으며 좋아하지 않는 조림류는 고

추조림, 콩조림, 고등어조림인 것으로 조사되어, 유아기 남

아와 여아 모두 소고기장조림과 계란장조림을 가장 좋아하

고 고추조림과 콩조림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동기 남아가 좋아하는 조림류는 소고기장조림, 계란조림, 감

자조림이었으며 좋아하지 않는 조림류는 고추조림, 계란조

림, 두부조림과 고등어조림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아기 여

아가 좋아하는 조림류는 쇠고기장조림, 감자조림과 갈치조

림, 계란조림이었으며 좋아하지 않는 조림류는 고추조림, 콩

조림, 두부조림과 고등어조림인 것으로 나타나, 유아기 조

림류에 대한 기호도가 학동기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남녀학생의 조림류에 대한 선

호도를 연구한 Gang(2007)의 연구결과에서 남학생은 돼지

고기장조림 4.33, 닭살조림 4.31, 소고기장조림 4.30 순으

로 선호하였고, 여학생은 미트볼 케첩조림 4.43, 돼지고기

장조림 4.31, 소고기장조림 4.29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학생 모두 장조림을 선호한다는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기 남학생이 좋아하는 조림류는 쇠

고기장조림, 감자조림, 계란조림이었고 좋아하지 않는 조림

<Table 4> The preference for soups & pot stews of subjects

Category 
Kindergartenancy Children Adolescences

Male(N=68) Female(N=77) Male(N=138) Female(N=162) Male(N=131) Female(N=105) 

Soup

Brown seaweed soup *7.20±1.641) 7.22±1.72 *6.73±2.10* 7.35±1.87 7.00±2.21 7.20±1.84
Bean-sprout soup 6.31±1.82 6.61±1.83 5.95±2.32 6.30±2.22 6.55±2.33 6.84±1.93
Beanpaste soup 6.83±1.78 6.36±1.76 6.72±1.99 6.93±2.12 7.27±2.00 7.00±1.93
Sllngt’ang 6.36±1.85 6.39±2.06 7.38±1.73 7.10±2.15 7.68±1.79 7.27±1.86
Beef soup 6.90±1.42 6.83±1.69 7.11±1.84 6.96±1.88 *7.33±1.97* 6.79±1.92

Pot stews

Kimchi pot stew 5.54±2.30 5.04±2.36 7.16±2.08 7.27±2.09 7.56±1.95 7.67±1.65
Soybean-paste pot stew 6.50±1.69 6.04±1.92 6.98±1.93 7.11±2.13 7.28±2.04 7.41±1.72
Fermented soybeans pot stew 5.12±2.25 4.42±2.05 5.06±2.71 4.91±2.80 5.34±2.80 5.23±2.87
Fish pot stew 5.00±1.97 4.41±1.90 5.23±2.51 5.16±2.56 5.52±2.71 5.17±2.67

1)Mean±SD.
*α=0.05 

<Table 5> The preference for stewed & panbroiled foods of subjects

Category 
Kindergartenancy Children Adolescences

Male(N=68) Female(N=77) Male(N=138) Female(N=162) Male(N=131) Female(N=105) 

Stewed

Stewed tofu with soy sauce *6.03±1.651) 6.01±1.77 6.01±2.37 6.08±1.99 6.54±2.40 6.05±2.24
Stewed mackerel with soy sauce 6.01±1.73 5.95±1.78 6.01±2.29 6.08±2.23 6.39±2.52 6.04±2.43
Stewed beef with soy sauce 6.70±1.53 6.72±1.73 6.92±2.09 6.97±1.74 6.81±2.15 6.65±1.91
Stewed potato with soy sauce 5.95±1.69 6.03±1.88 6.29±2.29 6.38±2.03 6.71±2.17 6.38±2.02
Stewed hairtail with soy sauce 5.98±1.70 6.09±1.86 6.28±2.33 6.38±2.13 6.45±2.44 6.11±2.30
Stewed bean with soy sauce 4.70±2.08 5.25±2.34 5.06±2.58 4.80±2.39 5.48±2.52 5.02±2.24
Stewed egg with soy sauce 6.40±1.69 6.29±1.94 6.30±2.16 6.33±2.06 6.58±2.31 6.52±2.05
Stewed pepper with soy sauce 3.18±1.83 3.09±1.82 3.85±2.44 4.08±2.46 5.00±2.74 4.49±2.36

Panbroiled

Stir-fried with marinated squid 5.58±1.93 5.76±1.46 *5.59±2.40* 6.60±1.74 6.40±2.46 6.32±2.23
Stir-fried with marinated anchovy 5.88±2.01 6.09±1.99 5.73±2.35 5.96±2.22 6.47±2.24 6.04±2.24
Stir-fried with marinated mushroom 5.37±2.05 5.53±1.96 5.02±2.50 4.79±2.53 5.88±2.55 5.55±2.19
Stir-fried with marinated pork 6.30±1.60 5.71±2.08 6.92±1.92 6.81±1.99 7.40±2.00 6.99±1.60
Stir-fried with marinated Kimchi 5.15±2.26 4.76±2.09 6.42±2.32 6.75±2.33 7.38±2.05 7.19±1.85
Stir-fried with marinated potato 5.93±1.73 5.91±1.95 6.14±2.30 6.28±2.34 6.84±2.19 6.67±1.95
Stir-fried with marinated octopus 5.32±1.79 4.92±1.84 6.22±2.51 6.58±2.32 6.89±2.41 6.35±2.24
Stir-fried with marinated shrimp 6.12±1.70 5.68±2.18 6.47±2.41 6.60±2.19 6.88±2.25 6.48±2.25

1)Mean±SD.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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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는 고추조림, 콩조림, 갈치조림이였고 청소년기 여학생이

좋아하는 조림류는 쇠고기장조림, 계란조림, 감자조림이였

고 좋아하지 않는 조림류는 고추조림, 콩조림, 고등어조림

인 것으로 조사되어 조림류에 대한 선호도는 유아기, 학동

기, 청소년기에 걸쳐 쇠고기나 계란을 이용한 조림류를 좋

아하고 비린 맛이 강한 고등어나 갈치 그리고 콩을 이용한

조림류는 좋아하지 않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n(2005)의 연구에서도

알 감자조림을 가장 좋아하였고 두부조림, 갈치조림, 장조

림 순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선호하는 조

림류가 비슷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남아가 좋아하는 볶음류는 제육볶음, 새우볶음, 감

자볶음이였고 좋아하지 않는 볶음류는 김치볶음, 오징어볶

음, 버섯볶음이었으며 유아기 여아가 좋아하는 볶음류는 멸

치볶음, 감자볶음, 오징어채볶음이었고 좋아하지 않는 볶음

류는 김치볶음, 오징어볶음, 버섯볶음이였다. 학동기 남아

가 좋아하는 볶음류는 제육볶음, 새우볶음, 김치볶음이었고

좋아하지 않는 볶음류는 버섯볶음, 오징어채볶음, 멸치볶음

이였으며, 학동기 여아가 좋아하는 볶음류는 제육볶음, 김

치볶음, 새우볶음과 오징어채볶음이였고 좋아하지 않는 볶

음류는 버섯볶음, 멸치볶음, 감자볶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동기 남녀학생의 볶음류의 선호도에 대한 연구를 한 Gang

(2007)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은 제육볶음 4.50, 소불고기

4.31, 닭볶음 4.31, 멸치볶음 3.94, 감자볶음 3.83, 새우

볶음 3.82, 오징어볶음 3.72을 좋아하는 볶음류였고, 여학

생은 제육볶음 4.51, 소불고기 4.41, 닭볶음 4.38, 멸치볶

음과 오징어볶음 3.91, 감자볶음 3.87, 새우볶음 3.82을 좋

아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선호하는 볶음류의 항목에 있어서

본 연구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기 남학생이

좋아하는 볶음류는 제육볶음, 김치볶음, 오징어볶음이였고

좋아하지 않는 볶음류는 버섯볶음, 오징어채볶음, 멸치볶음

이였으며, 청소년기 여학생이 좋아하는 볶음류는 김치볶음,

제육볶음, 감자볶음이였고 좋아하지 않는 볶음류는 버섯볶

음, 멸치볶음, 오징어채볶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볶음류에 대한 선호도를 연구한 Yoon(2005)

의 연구에서 고추장불고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멸치볶

음이 가장 낮게 나타나 매운 맛의 볶음류를 좋아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 모

두가 좋아하는 볶음류는 제육볶음이였고, 유아기에 좋아하

지 않던 김치볶음이 학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좋아하

는 볶음류로 바뀌게 되었고 버섯볶음에 대한 선호도는 유아

기, 학동기, 청소년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볶음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구이류, 무침류, 김치류에 대한 선호도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 남녀학생들의 부식류 중 구이류,

무침류 그리고 김치류에 대한 선호도는 <Table 6>과 같다.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 남녀학생들의 장어구이, 생선구

이, 더덕구이, 갈비구이, 김구이에 대한 선호도는 다음과 같

다. 유아기 남아가 가장 좋아하는 구이류는 김구이, 갈비구

이, 생선구이, 장어구이, 더덕구이었으며, 유아기 여아가 좋

아하는 구이류도 유아기 남아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자주 먹게 되는 김구이를 가장 좋

아하는 반면 향이 강한 더덕구이를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

으로 사료된다. 학동기 남학생이 좋아하는 구이류는 갈비구

이, 김구이, 장어구이, 생선구이, 더덕구이였으며, 학동기

여학생이 좋아하는 구이류는 갈비구이, 김구이, 생선구이,

장어구이, 더덕구이인 것으로 조사되어 Gang(2007)의 연

구결과와 비교하면 남학생은 돼지갈비구이 4.53, 닭다리구

이 4.53, 소갈비구이 4.49, 김구이 4.28, 더덕구이 2.91를

좋아하고 여학생은 닭다리구이 4.52, 돼지갈비구이 4.43,

쇠갈비구이 4.35, 김구이 4.20, 더덕구이 2.75를 좋아하므

로, 본 연구결과 갈치구이를 선호하고 더덕구이를 좋아하지

않는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기 남학생이

<Table 6> The preference for roasted & Seasonal vegetable & Kimchies of subjects

Category 
Kindergartenancy Children Adolescences

Male(N=68) Female(N=77) Male(N=138) Female(N=162) Male(N=131) Female(N=105) 

Roasted

Roasted eel *5.20±1.911) 4.84±2.16 *6.49±2.36* 5.88±2.68 *7.25±2.28* 5.45±2.77
Roasted fish 6.42±1.99 6.43±2.18 6.38±2.26 6.23±2.41 *6.67±2.58* 5.91±2.62
Grilled todok 3.74±1.66 3.89±1.86 4.30±2.50 3.99±2.39 *5.27±2.78* 4.24±2.50
Roasted rib 7.56±1.39 7.24±1.97 7.85±1.57 7.79±1.43 *7.86±1.90* 6.97±2.01
Roasted laver 7.99±1.21 7.68±1.54 6.75±2.11 6.96±2.02 6.86±2.55 6.38±2.21

Seasonal 
vegetable

Cucumber salad 4.72±2.11 4.83±1.99 *4.92±2.68* 5.63±2.61 5.73±2.88 6.07±2.32
Spinach salad 4.90±1.97 5.30±2.06 4.83±2.51 5.41±2.51 5.85±2.54 5.98±2.15
bean sprouts salad *5.09±1.97* 5.86±2.06 *5.34±2.50* 5.94±2.36 6.39±2.39 6.43±2.07

Kimchies
Korean cabbage kimchi 5.43±2.14 5.49±2.16 6.32±2.47 6.75±2.08 7.14±2.23 7.01±2.05
Water radishes kimchi 5.28±2.04 5.58±2.11 5.43±2.72 5.73±2.60 6.45±2.65 6.72±2.07
Cucumber kimchi 4.61±2.20 4.78±2.13 5.18±2.89 5.82±2.74 5.98±2.87 6.23±2.47

1)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olumn at α=0.05 by Tukey’s studentized range test



유아기, 학동기 및 청소년기 식습관과 식품 기호도에 관한 연구(I) - 주식과 부식을 중심으로 - 639

좋아하는 구이류는 갈비구이, 장어구이, 김구이, 생선구이,

더덕구이였으며 청소년기 여학생이 좋아하는 구이류는 갈비

구이, 김구이, 생선구이, 장어구이, 더덕구이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에 주로

좋아하는 구이류는 갈비구이와 김구이이며, 좋아하지 않는

구이류는 강한 향을 가지고 있는 더덕구이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 남녀학생들의 오이무침, 시금치

무침, 콩나물무침에 대한 선호도는 다음과 같다. 유아기 남

아가 좋아하는 무침류는 콩나물무침, 시금치무침, 오이무침

이였고 유아기 여아가 좋아하는 무침류도 동일한 선호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동기 남학생과 여학생이 좋아

하는 무침류는 콩나물무침, 오이무침, 시금치나물이었다. 학

동기를 대상으로 한 Gang(2007)의 연구에서 무침류에 선

호도는 콩나물무침, 시금치무침, 오이생채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콩나물무침을 가장 좋아한다는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기 남학생이 좋아하는

무침류는 콩나물무침, 시금치무침, 오이무침이였고 청소년

여학생이 좋아하는 무침류는 콩나물무침, 오이무침, 시금치

무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Yoon(2005)의 연구에서 고등학

생들의 무침류에 대한 선호도는 콩나물무침, 시금치무침, 오

이무침 순으로 조사되어 무침류 중에서 콩나물무침을 가장

좋아하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 남녀학생들의 배추김치, 물김

치, 오이소박이에 대한 선호도는 다음과 같다. 유아기 남아

가 좋아하는 김치류는 배추김치, 물김치, 오이소박이였으

며, 유아기 여아가 좋아하는 김치류는 물김치, 배추김치, 오

이소박이였다. 학동기 남학생이 좋아하는 김치류는 배추김

치, 물김치, 오이소박이였고 학동기 여학생이 좋아하는 김

치류는 배추김치, 오이소박이, 물김치이었다. 그리고 청소

년기 남학생이 좋아하는 김치류는 청소년기 여학생과 동일

하게 배추김치, 물김치, 오이소박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김치류를 연구한 Yoon(2005)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배추김치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반면에 유아기, 학동기, 청소

년기에는 향이 있는 오이김치를 동일하게 좋아하지 않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 남여를 대상으로 일

반적인 식습관을 알아보고, 주식과 부식류를 구분된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여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를 거치

면서 변화되는 식품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를 비교하여 자녀

의 성장기와 성별에 따른 균형잡힌 영양 공급을 위한 조리

기법과 메뉴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침식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유아기, 학동기, 청소

년기 남아와 여아 모두 항상 챙겨 먹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

나 항상 챙겨 먹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가끔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조사대상자의 60%

이상이 보통 또는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유아기의 여아와 남아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은 고

기류와 과일류였으며 싫어하는 음식은 과일ㆍ채소류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유아기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

다 편식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소년

기 남학생과 여학생도 편식을 교정하기 위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영양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좋아하는

조리법에 대한 질문에서 유아기 남아는 끓이기를, 유아기 여

아는 굽기를 좋아하고, 학동기의 남학생은 구이를, 학동기

여학생은 볶음을 좋아하고, 청소년기 남학생은 구이를, 청

소년기 여학생은 볶음을 좋아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성장하

면서 기름을 이용한 조리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 모든 남아와 여아는 밥류

중 쌀밥을 가장 좋아하고 콩밥을 가장 좋아하지 않았고, 면

류에 대한 유아기 남아와 여아는 짜장면을 가장 선호하다가

학동기와 청소년기가 되어서는 스파게티를 좋아하게 되고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 모두 공통적으로 쫄면을 좋아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빵류에 대한 유아기 남아와 여아

는 부드러운 케잌을  좋아하다가 학동기와 청소년이 되면서

햄버거나 피자와 같은 메뉴를 좋아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3) 유아기 남아와 여아의 국류 중에서 공통적으로 미역

국을 가장 좋아하였으며 학동기에 접어들어서는 설렁탕, 쇠

고기국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주가 되는 국류를 선호하는

되고 이는 청소년기에도 동일한 선호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유아기 남아와 여아가 좋아하는 찌개류는 된

장국이였으며 학동기와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김치찌개를 가

장 좋아하게 되면서 된장찌개를 좋아하였으며 발효취가 강

한 청국장은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조림류에 대한 선호도는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에

걸쳐 쇠고기나 계란을 이용한 조림류를 좋아하고 비린 맛이

강한 고등어나 갈치 그리고 콩을 이용한 조림류는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 모두가 좋

아하는 볶음류는 제육볶음이였고 유아기에 좋아하지 않던

김치볶음이 학동기와 청소년기가 되면서 좋아하는 볶음류로

바뀌게 되었고, 버섯볶음에 대한 선호도는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볶음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에 주로 좋아하는 구이류는

갈비구이와 김구이이며, 좋아하지 않는 구이류는 강한 향을

가지고 있는 더덕구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아기, 학동

기, 청소년기 남녀학생들의 무침류에 대한 선호도는 콩나물

이 가장 높았으며, 짙은 녹색을 띠거나 향이 있는 오이무침

이나 시금치나물은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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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학동기, 청소년기 남녀학생들이 좋아하는 김치류는 배

추김치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독특한 향이 있는 오이김치

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유아기에는 맵거나 향이 강하지 않은

식재료를 이용한 조리법을 선호하고, 학동기에 들어서는 매

운 맛이 가미되는 찌개류를 좋아하면서 청소년기까지 유사

한 선호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구이류와 같

은 조리법에서는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에 걸쳐 동일한

선호도를 가지므로 유아기에 형성된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청소년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유

아기에 형성되는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특히 주식류에서 잡곡밥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

는 학부모 및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이 필요하며, 부식류에

서 선호도가 높은 육류를 활용한 채소류의 메뉴개발이 필요

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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