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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effects of nutrition label education in children. The students of 
three randomly selected sixth-grade classes at an elementary school participated, were classified into a control 
group, an indirect (written message to parents) education group, and a direct (teaching children) education 
group. Nutrition label education was conducted in the latter two groups but not in the control group.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scores for nutrition knowledge or in the dietary 
attitudes of the control group and indirect education group. Improvements in test scores for nutrition knowl-
edge and dietary attitudes were observed only in the direct education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hanges in the indirect and direct education groups, such as selecting snacks (cookies) by considering the fat 
content. Moreover, after the lessons, the percentage of children who chose white milk (regular milk, cal-
cium-enriched milk, and low-fat milk)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direct education group. This study sug-
gests that conducting nutrition label education helps children improve their nutrition knowledge and leads to 
positive changes in dietary attitudes and eating behaviors. In particular, a direct nutrition education method is 
more effective than an indirect method such as a written message to parent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systematic and constant 'nutrition label education' be performed by nutrition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to 
establish healthy eating habits based on choosing nutritious snacks and processed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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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핵
가족의 증가, 아동 및 청소년의 의식구조 변화, 여

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참여도의 증가로 인한 

가사노동 시간의 단축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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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식습관 및 식품소비 패턴이 급격히 변화하

고 있다(전 등 199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Yi & Yang 2005). 통계청의 한 조사(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에 따르면 현재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70년대에는 39.3%였으나, 1999
년도에 들어와서는 47.6%, 2002년도에는 49.7%, 2008
년도에는 50.0%대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

상들은 아동의 식품구매를 증가시키고 아동을 자주

적인 소비주체로 부각시켰다(Lee 1994).
초등학교 아동의 영양 상태를 좌우하는 식습관이나 

식품에 대한 기호는 인간이 후천적으로 형성해 온 생

활양식으로 유아기와 아동기에 형성되어져 그 이후의 

식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일단 형성된 식습관이나 

식품 기호는 성인이 된 후에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아동의 대부분은 학교교육 시간과 사교

육 시간이 길어 충분한 영양소 섭취를 위한 식사시

간의 여유가 없고, 영양적인 간식을 섭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주변의 문구

점이나 가게에서 과자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가공식

품을 간식으로 사먹는 경우가 많다(Kim & Lee 2002; 
Kim & Joo 2004). 2008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Mini-
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결과에 따르면 6∼11
세 아동의 간식섭취빈도는 ‘하루 평균 2회’가 44.7%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2∼18세에서는 ‘하루 평균 

1회’가 45.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 
Jung(2005)의 경기지역 초등학생의 식습관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6%가 자신의 식습관의 

문제로 ‘가공식품 및 인스턴트 식품의 과잉섭취’를 

선택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의 간식구매 빈도를 조사

한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스낵과 과자류 구매 

빈도가 주당 2.37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Kang 등 

2004). 그러나 이러한 가공식품들의 대부분은 에너지 

함량이 높아 과량 섭취 시 체중을 증가시킬 뿐 아니

라 식욕을 감퇴시켜 다음 식사에 지장을 주는 등 균

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방해한다.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 발육과 건강 증진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식생활

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과 적절한 식품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Han 2007) 아동을 대상으로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간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가공식품은 가공과정에서 일부 영양소가 파괴되

기도 하고, 또 특정 영양소를 첨가하거나 제거하는 

사례가 있어 동일한 식품이라 하더라도 제품이 가

진 영양적 가치가 달라진다. 따라서 가공식품에 들

어 있는 영양소 함량은 전문가라 하더라도 실험실

에서 분석해 보지 않고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Park 등 1989).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창안된 제도가 

식품의 영양표시제도(nutrition label)이다. 영양표시제

도는 식품표시 항목 중의 하나로서 개별 식품에 함

유된 영양소의 종류와 함량 등을 표시함으로써 소

비자들에게 적절한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식품선택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 1997). 따라서 영양표시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유

용한 영양교육 도구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아동들은 

영양표시에 표기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올바른 

식품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아동들은 이러

한 영양표시제를 활용한 올바른 식품선택의 방법을 

익혀야 한다(손 & 장 1997).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양표시에 대한 연구

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영양표시에 대한 영양교육 전 ․ 후의 영양지식과 영

양표시에 대한 인지도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아동들의 식품 선택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

현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2009년 5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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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Group Control Indirect 
education1)

Direct 
education2)

Boy 18 ( 60.0) 18 ( 56.3) 18 ( 60.0)

Girl 12 ( 40.0) 14 ( 43.7) 12 ( 40.0)

Total 30 (100.0) 32 (100.0) 30 (100.0)
1) Written massage to parents
2) Teaching children

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s by group.
Unit: N (%)

1개월간 강원도 속초지역에 소재한 S 초등학교에서 

수행되었다. 연구조사 대상 아동은 S 초등학교에 재

학 중인 6학년 일곱개 학급 중 임의로 선정된 세 

학급으로 대조군, 가정통신문교육군 및 아동교육군

으로 나누었다.
조사 대상자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세 그룹의 

대상자수는 대조군, 가정통신문교육군, 아동교육군이 

각각 30명, 32명, 30명이었고 남녀의 비율도 대조군

(남 18명, 여 12명), 가정통신문교육군(남 18명, 여 

14명) 및 아동교육군(남 18명, 여 12명)에서 유의한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2. 연구방법

대조군 및 2개의 영양교육군의 아동을 대상으로 

영양지식(28문항), 영양표시에 대한 태도(10문항) 및 

식품선택에 있어서 영양표시의 활용도 관련 식행동 

조사(스낵, 우유: 2문항)를 동일한 방법으로 2회(사
전 test와 사후 test) 실시하였다.

예비 설문지를 준비하여 본 연구대상자가 아닌 

같은 학년의 한 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의 난이도, 문

맥 및 보기내용 등을 수정 · 보완한 후 사전 test를 

시행하였다. 사전 test 후 대조군을 제외한 본 연구 

대상 아동에 대하여 약 4주간 영양교육을 진행한 

후 사전 test와 동일한 내용의 사후 test를 실시하였

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전 test

(1) 영양지식 test

영양교육 전후, 아동들의 영양지식 수준을 평가하

고자 영양소(9문항), 한국인영양섭취기준(7문항), 영

양표시제도(11문항) 및 기타(1문항)로 구성된 총 28
문항의 영양지식 test를 실시하였다. 각 서술 문항에 

대하여 1) 맞다 2) 틀리다 3) 모르겠다 중에서 하나

를 고르도록 하여, 정답에 1점, 오답과 ‘잘 모르겠

다’에 0점을 주어 총 28점 만점으로 영양지식 test 
점수를 계산하였다. 세 군에 있어서 아동들의 교육 

전, 교육 후 총점 및 영역별 점수를 구하였으며 교

육 전후 점수 차이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2) 영양표시에 대한 태도 test

영양표시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 및 태도를 알아

보기 위해 10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식품선택 시 영

양표시의 영향, 영양표시의 필요성, 영양표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 영양표시가 소비자에게 주는 혜

택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각 문

항 당 1점에서 5점까지 ‘5점 척도법’을 이용하여 답

하도록 하였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

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3) 식행동 test

영양교육 후 아동들의 행동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영양교육 전과 후, 실제 아동들의 식품선택 상황을 

시뮬레이션(simulation, 모의실험)을 통해 재현하였다. 
즉, 영양표시가 되어 있는 지방함량이 다양한 6가지

의 스낵을 펼쳐놓고, 자신이 원하는 과자를 1개 선

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 우유(흰우유)와 6가지 

가공우유(저지방 우유, 칼슘 강화 우유, 딸기우유, 초
코우유, 바나나우유 및 커피우유)를 펼쳐놓고 스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우유를 선택하도

록 하였다. 스낵류는 1회 섭취분량(30 g)의 지방함량

이 10% 이하인 스낵과 지방함량 10% 이상인 스낵을 

선택한 아동의 수를 조사하였다. 우유의 경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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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Time 
(min) Training methods

1 · Kinds and functions of 
nutrients

· Foods containing nutrients

40 · Powerpoint file
· Individual-test paper
· Homework

2 · Dietary reference intake 
(DRI) for Korean

· Children's DRI 

40 · Powerpoint file
· Nutrition label examples
· Sing a Song 1

3 · Definition of nutrition label
· Necessity of nutrition label

40 · Nutrition label news
· Powerpoint file
· Nutrition label examples

4 · Examples of nutrition label 40 · Powerpoint file
· Nutrition label examples
· Sing a Song 2

5 · Activity (Speed game 
including nutrition label)

40 · Speed game

6 · Application of nutrition 
label

40 · Powerpoint file
· Sodium panel
· Sing a Song 3

Table 2. Schedule of nutrition label education used in this 
study.

반우유, 칼슘 강화 우유 및 저지방 우유를 선택한 

아동과 가당가공우유(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

유, 커피우유)를 선택한 아동의 수를 조사하였다.
예비조사 시, ‘영양표시’ 항목이 포함된 영양지식 

test와 태도 test를 먼저 실시한 경우, 조사대상 아동

이 test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는 질문 및 답변에 제시

된 보기를 기억하게 됨으로써 식행동 조사 시 이를 

반영하여 의식적으로 식품을 선택하게 됨을 확인하

였다. 즉, ‘영양표시’에 대한 문항이 포함된 영양지식 

test 및 영양표시에 대한 태도 test가 식행동(식품선

택 시 영양표시 활용도) 조사 시 식품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영양지식 test 
및 영양표시에 대한 태도 test 전에 식행동 조사를 

먼저 실시하였다.
특별히 식행동 평가 시 친구들이 선택한 가공식

품을 따라 고르는 것을 막기 위해 ‘보기’에 해당되

는 가공식품에 번호를 붙여 전시한 후 아이들이 가

공식품 앞을 지나가면서 선택하고자 하는 가공식품

의 번호를 설문지에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2) 영양교육 실시

임의로 선정한 세 학급을 각각 대조군, 가정통신

문교육군 및 아동교육군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

였다.

(1) 대조군

영양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2개의 영양교육군

에서 사전 test와 사후 test를 실시할 때 대조군에 대

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2번의 test를 실시하였다.

(2) 가정통신문교육군

아동교육군에게 실시한 영양교육과 동일한 내용

을 가정통신문으로 만들어 총 6회(주 1∼2회)에 걸

쳐 수업 종례 시간에 담임교사가 아동들에게 나누

어 주었다. 아동들이 가정통신문을 집으로 가져가 

학부모에게 전달하면 학부모가 내용을 숙지 후 아

동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협조문도 함께 가정으로 

발송하였다.
특별히 아동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미리 나누어줄 

경우, 아동들이 먼저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숙지할 우

려가 있어 협조문을 표지로 만들어 가정통신문의 내

용을 가린 형식으로 수업 종례 시간에 배부하였다.

(3) 아동교육군

4주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영양교육을 실시하였

다. 영양교육은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1주일에 

1∼2회(40분/회)에 걸쳐 총 6회 실시하였다. 영양교

육 내용과 방법은 Table 2와 같다.

3) 사후 test

사전 test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3. 자료처리 및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조사 수집된 자료는 SAS ver. 9.1 
(Statistical Analytical System) computer program을 이

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측정된 연속변수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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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ontrol Indirect education1) Direct education2)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Nutrients (9)  4.03±1.87  4.43±3.49***  4.66±1.77  4.78±1.56  3.60±1.67  6.93±1.87***

KDRI (7)  1.70±1.17  1.23±0.86  1.66±1.10  1.69±0.10  1.20±0.96  4.17±1.68***

Nutrition Label (11)  4.80±2.62  4.90±3.35  3.75±2.53  4.75±3.05***  5.43±2.52  8.80±2.16***

Other (1)  0.56±0.50  0.66±0.47  0.72±0.46  0.78±0.42  0.77±0.43  0.97±0.18*

Total (28) 12.17±4.11
 (43.46)3)

11.17±5.55
  (39.89)a4)

12.13±3.59
 (43.32)

12.00±4.36
 (42.85)a

11.50±3.80
 (41.07)

20.86±4.80
  (81.95)***b

1) Written massage to parents
2) Teaching children
3) % of correct answers
4) Different alphabe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at *P＜0.05 and ***P＜0.001

Table 3. Comparison of nutrition knowledge test scor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by group.
Unit: Mean±SD

Control Indirect 
education1)

Direct 
education2)

Pre-test 18.17±3.73a3) 16.25±4.20ab 15.63±4.29b

Post-test 19.70±3.62ab 17.41±5.02b 19.77±4.30a***
1) Written massage to parents
2) Teaching children
3) Different alphabe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at ***P＜0.001

Table 4. Comparison of dietary attitude test scor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by group.

Unit: Mean±SD

표준편차(Mean±SD)를 계산하였으며, 동일 group 내

의 연속변수에 대한 사전 test와 사후 test 결과 간의 

유의성을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P＜0.05
에서 평가하였다. 영양교육 방법이 서로 다른 세 군

의 평균값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두 군씩 

묶어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비교

하였다. 식품선택의 실제를 평가하는 식행동 조사 

결과는 해당 식품을 선택한 아동의 비율을 사전 test
와 사후 test 간에 비교함으로써 영양교육과의 관련

성을 χ2-test(P＜0.05)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영양교육 전후의 비교(사전 test와 사후 test)에서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모든 

결과는 남녀 구별 없이 제시하였다.

결 과

1. 영양지식 변화

영양표시 교육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의 아

동들의 영양지식 수준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영양교육 후 아동교육군의 영양

지식 점수는 20.86±4.80으로 영양교육 전인 11.50± 
3.80점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대조군 및 가정

통신문교육군의 경우는 사전 test와 사후 test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각 그룹별 영양교육 전후의 영역별 영양지

식 점수를 비교한 결과, 영양교육 후 가정통신문교

육군의 경우, 일부 영역에서만 유의한 증가를 보였

지만 아동교육군에서는 모든 영역(영양소, 한국인영

양섭취기준, 영양표시, 기타)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

타내었다(P＜0.05∼P＜0.001)(Table 3).

2. 영양표시에 대한 태도 변화

각 그룹별 영양교육 실시 전과 후의 영양표시에 

대한 태도 test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0개의 문항을 5점 척도법(1: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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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nutrition label
Control Indirect education1) Direct education2)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Selection of nutritious food  4.07±0.78  3.70±0.79  3.72±1.08  3.34±1.04  4.00±1.02  4.37±0.76

Easy comparison between 
 food products  3.77±0.82  3.60±0.89  3.44±0.95  3.43±1.23  3.37±1.07  4.17±1.12**

Improvement of nutrition 
 knowledge  3.53±0.90  3.53±0.82  3.13±0.98  3.25±1.11  3.40±0.93  4.17±1.12***

Improvement of products' 
 quality  3.50±0.86  3.46±0.94  3.25±1.02  3.28±1.02  3.53±0.97  3.87±1.28

Total 14.87±2.86 14.30±2.88 13.53±3.12 13.22±3.62 14.30±3.22 16.56±3.85***
1) Written massage to parents
2) Teaching childre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at **P＜0.01, ***P＜0.001

Table 5. Comparison of recognition test score of nutrition label's rol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by group.
Unit: Mean±SD

Group

Test
Fat
 content

Control Indirect education1) Direct education2)

Pre-test Post-test χ2-test Pre-test Post-test χ2-test Pre-test Post-test χ2-test

Fat 10% ↓  4 ( 13.3)  8 ( 26.7) χ
2=1.6

df=1
P=0.2059

 5 ( 15.6) 11 ( 34.4) χ
2=4.5

df=1
P=0.0339

 3 ( 10.0) 18 ( 60.0) χ
2=13.2
df=1

P=0.0003Fat 10% ↑ 26 ( 86.7) 22 ( 73.3) 27 ( 84.4) 21 ( 65.6) 27 ( 90.0) 12 ( 40.0)

Total 30 (100.0) 30 (100.0) 32 (100.0) 32 (100.0) 30 (100.0) 30 (100.0)
1) Written massage to parents
2) Teaching children

Table 6. Comparison of nutrition label education effects on selecting snack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by group.
Unit: N (%)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그

렇다, 5: 매우 그렇다)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아

동교육군만이 영양교육 후 영양표시에 대한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영양표시의 역할’에 대한 아동들의 인지도 변화

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Table 5), 아동교육군

만이 유의하게 점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영양표시를 

이용하면 ‘제품 선택 시 타 제품과 쉽게 비교할 수 

있다’와 ‘영양지식이 향상된다’는 문항에 대한 태도 

점수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3. 식품선택에 있어서 식행동의 변화

영양적인 간식(스낵류, 우유류) 선택의 실제 상황

을 연출하여 아동들이 식품을 선택하게 하는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영양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

였다. 스낵류의 경우, 대조군에서는 지방 함량이 각

각 10% 이하를 선택한 아동의 비율이 사전 test보다 

사후 test에서 증가한 반면 10% 이상을 선택한 아동

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지방함량과 교육여부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통신문

교육군과 아동교육군에서도 사전 test와 사후 test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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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Test
Kind of
 milk

Control Indirect education1) Direct education2)

Pre-test Post-test χ
2-test Pre-test Post-test χ

2-test Pre-test Post-test χ
2-test

White milk  5 ( 16.7)  5 ( 16.7) χ
2=0

df=1
P=1.0000

12 ( 37.5) 13 ( 40.6) χ
2=0.2

df=1
P=0.6547

 2 (  6.7) 15 ( 50.0) χ
2=13.0
df=1

P=0.0003Processed milk 25 ( 83.3) 25 ( 83.3) 20 ( 62.5) 19 ( 59.4) 28 ( 93.3) 15 ( 50.0)

Total 30 (100.0) 30 (100.0) 32 (100.0) 32 (100.0) 30 (100.0) 30 (100.0)
1) Written massage to parents
2) Teaching children

Table 7. Comparison of nutrition label education effects on selecting milk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by group.
Unit: N (%)

에 그 분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함을 알 수 있

었고, 가정통신문을 통한 교육(P＜0.05)과 직접 교육

(P＜0.001) 모두 식품선택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

다(Table 6). 우유류(흰우유와 가공우유)의 선택에 있

어서는 아동교육군에서만이 영양교육의 실시와 아

동의 선택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01)(Table 7).

고 찰

아동기는 유아기에 이어 식습관이 형성되고 식품

에 대한 기호가 확립되는 시기이다. 또한 아동기의 

건강은 성적 성숙과 성인건강의 밑거름이 되며 아

동기의 체질과 식습관이 성인까지 계속된다(Jeong 
2008). 따라서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의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영양교육적 접근

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아동들

의 독립적인 구매력 증가와 관련하여(Kang 등 2004), 
학교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아동 스스로 자신의 

식품선택 뿐만 아니라 식생활을 모니터링 할 수 있

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용이한 접근방법 중 하

나가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읽기 교육이라 사료된다

(Oh & Jang 2004).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양교육 전과 후 모두 남

녀 아동 간에 성별에 따른 영양지식의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지식을 

조사한 다른 연구(Kim 1995; Han 등 1997; Yoon 등 

2000)에서도 남녀 간의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다. 현
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정규 

교과목인 ‘실과’를 통하여 식생활 및 영양에 대한 

수업을 받고 있으므로 남녀 아동 간의 영영지식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의 식이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4개 도시에 소

재한 중 ‧ 고등학교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 (2003)의 연구에서는 영양지식의 경우, 여학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식생활 태도 점수는 성별

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식태도 및 

식행동 조사에서도 영양교육 전과 후에 남녀 아동 

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11∼14세
의 중학생 470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신체상, 식태도 및 행동의 개선에 대해 

조사한 O'Dea & Abrsham(2000)의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여학생과 달리 남학생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아동 82명(남아 38명, 여아 44명)

을 대상으로 주 1회 1시간씩 8주간 영양사가 직접 

영양교육을 실시한 후 영양교육 전후의 식습관, 식



J Korean Diet Assoc 16(3):226-238, 2010 | 233

생활태도, 영양지식 및 식이섭취의 변화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Lee 등(200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

아, 여아 모두 영양교육 전보다 영양교육 후 영양지

식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비만아동과 그 부

모를 대상으로 2주간의 영양교육 실시 후 영양지식, 
식행동, 식습관과 영양소 섭취상태를 중심으로 영양

교육의 효과를 평가한 Shin 등(2004)의 연구에서도 

영양교육 후 남녀 아동 모두에서 영양지식이 유의

하게 증가되었음이 보고되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2년 이상 영양교육을 받은 아동과 영양교육을 실시

하지 않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영양지식, 식

행동 및 영양소 섭취상태의 비교를 통하여 영양교

육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영양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은 아동들의 영양지식 점수가 높게 보고되었다

(Lee & Lee 2004c). 또한 초등학교 한 학급을 대상

으로 7주간의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영양

교육 전과 후의 아동들의 영양지식 변화를 비교한 

Yoon (2000)도 교육 전에 비하여 영양교육 후 전 항

목에서 영양지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보고하

면서 아동 대상 영양교육이 영양지식 향상에 매우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영양지식 test에서 ‘기타’에 해당하는 

문항인 ‘가장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

는 사람’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세 그룹 모두 영양

교육 후 뿐만 아니라 영양교육 전에도 ‘영양교사’
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대조군, 가정통신문교육

군, 아동교육군 각각 70.0%, 78.1%, 96.7%). 전국 

초등학교 영양교육 실태 및 영양교사의 영양교육 

실시를 위한 인식도를 조사한 Park 등(2006)의 연

구결과에 따르면 ‘영양교육을 담당할 적합한 교육

자’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교장의 경우는 ‘담임과 

영양교사의 협력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

이 61.9%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의 경우는 ‘영양교

사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88.7%로 가장 높게 나타

난 바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통한 

영양교육을 교과교육과 연계할 때 영양교육의 효

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므로 영양교사에 의한 영

양교육 실시가 확대되어야 한다.
영양표시를 이용하여 식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그 식품의 특징적인 면만을 강조하기 때문

에 일반 영양소의 과잉 또는 부족의 문제점을 확인

하기 어렵다는 단점(최 & 박 2003)이 있으므로, ‘영
양표시’에 대한 교육 이전에 영양교사에 의한 기본 

영양지식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Ministry of Health and Wel-

fare 2006)에 따르면 영양표시 사항 중 주의 깊게 살

펴보는 영양소로 13∼19세 여자에서는 열량(51.1%) 
및 지방(29.6%)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 칼슘(4.8%), 비타민(4.8%) 및 나트륨(1.5%) 등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식품구매 주체인 중상층 주부집단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통해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 이용 및 영양

소 함량표시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Chang(2000)과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60대 주부를 대상

으로 그들의 식생활과 영양표시제도에 관한 견해를 

조사한 Lee & Lee(2004b)에 따르면 가공식품에 함량

표기를 희망하는 영양소로 열량과 콜레스테롤을 가

장 많이 선택하였다.
최근 식품 중의 나트륨 함량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2005년도 국민영양건강조사 결과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에 따르면 우리

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1인 1일 평균 5,279.9 
mg으로 충분섭취량의 2배 이상을 섭취하는 비율이 

82%에 이르는 등 나트륨의 과잉 섭취가 심각한 문

제로 지적되었다. 반면, 평균 칼슘 섭취량은 권장섭

취량의 76.3%로 매우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

었으므로 이들 영양소에 대한 영양표시 이용도를 높

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칼슘을 의무표시 영양

소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교육과 정확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의무표시 대상 영양성분이 기존의 열량, 탄

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이외에 당,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식품의약품안정청 2006) 등

으로 그 범위가 넓어진 만큼 이에 대한 교육도 함



234 | 초등학생 대상 영양표시 교육 효과

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영양표시에 대한 태도 조사 결

과 역시, 아동교육군에서만 영양교육 전(15.63±4.29
점)에 비하여 영양교육 후 19.77±4.30점으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P＜0.001).
영양표시제도가 본인의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역시 아동교육군만이 영양

교육 실시 전(14.30±3.22점)에 비하여 영양교육 후에 

16.56±3.85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아
동교육군의 영양교육 후 영양표시의 유용성에 대한 

긍정적 답변 점수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자신에게 

필요한 식품 선택 시 유용하다’는 문항의 점수가 가

장 높았고(4.37±0.76점), 그 다음으로는 ‘타 제품과의 

비교가 용이하다’, ‘영양지식 향상에 도움이 된다’, 
‘제품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

럼 영양표시의 유용성에 대한 항목 중 ‘자신에게 필

요한 식품선택 시 유용하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

타난 것은 여고생 301명을 대상으로 영양지식, 식태

도, 식습관 그리고 식품 및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인

식을 조사한 Cho & Yu(2007)의 연구결과 및 20대 

남녀 소비자들의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

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인천 및 경기 지

역 남녀 2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Lee & 
Lee(2004a)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식품표시에 대한 여성소비자의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Joo 등(200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양표

시제도 시행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연령별로 다

르게 나타났는데, 40대 이상에 비해 20∼30대 여성

에서 ‘식품 표시가 건강에 필요한 식품 선택 시 용

이하다’는 항목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대체로 젊은 연령대 여성 일수록 식품 선택 시 영

양표시를 통해 식품 구입 측면이나 영양지식 면에

서 긍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건강유지

와 관련하여 영양표시제도가 자신에게 필요한 식

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영양지식 또는 영양표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하는 

경우, 설문지의 신뢰도가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미처 설문지의 신뢰도가 평가되지 못한 점이 본 연

구의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영양적인 간식 선택의 실제 상황을 연출하여 아

동들의 식품선택에 있어서 영양표시 활용도를 살펴 

본 결과, 가정통신문교육군과 아동교육군에서 사전 

test와 사후 test 간에 그 분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하였는데 영양교육 전후의 차이는 아동교육군에

서 더 크게 나타났다. 우유류(흰 우유, 가공우유)의 

선택에 있어서 아동교육군에서만이 영양교육의 실

시와 아동의 선택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총 4회의 

영양교육을 실시한 후 영양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평가한 Ahn 등(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영양교육이 아동들의 식행동을 개선하는데 효과적

임을 알 수 있었다. Lee 등(2000)은 인천시내 초등학

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주 1회 1시간씩 영양교

육을 실시한 후 영양교육 전후 아동들의 식습관, 식
생활 태도, 영양지식 및 식이섭취 변화를 조사하였

는데 영양교육 후 영양지식이 향상된 군에서 아동

들의 식행동이 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고, 
다른 연구(Her 등 2005; Lee 등 2005)에서도 영양교

육 후에 아동들의 식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

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영양표시제도의 활용 실태 결과(Chang 

2000)에 따르면 영양표시는 대부분의 소비자 계층에

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작은 글씨로 인해 잘 읽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Rothman 
등(2006)의 보고에서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영양표시를 읽고 수학적 계산을 

통하여 필요한 또는 섭취한 영양소를 산출하도록 

하였을 때 심지어 고학력을 가진 사람도 영양표시

를 읽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이

와 관련하여 국내 20대 남녀 소비자의 실생활에서

의 영양표시 활용도가 18.1%에 불과하다는 보고(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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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2004a), 주부들의 식품영양표시 내용 이해도

가 5점 만점에 3.3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보고(Lee & 
Lee 2004b), 서울지역 성인의 영양성분 확인율이 10% 
미만이라는 보고(Chang 1997) 등도 대부분의 소비자 

계층은 영양이나 건강정보에 대한 요구도는 높지만 

실제로는 영양표시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음을

(Chang 2000) 보여준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에서는 

영양교육 후 영양에 관한 전반적인 영양지식의 향상

은 물론 영양표시 관련 식태도와 식품선택 시 영양

표시 활용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므로 ‘영양표시’
에 대한 영양교육만 제대로 수행된다면 결코 우리나

라의 영양표시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님을 보

여주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영양표시에 대

한 교육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실

천을 유도한다면 영양표시제도가 매우 효과적인 영

양교육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어린이들이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홈페이지(http://nutrition.kfda.go.kr/nutrition/main.htm)를 

통하여 영양표시가이드, 영양성분표 산출프로그램, 알
기 쉬운 영양표시(동영상), 1회 제공량 산출지침서 등

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가

공식품 섭취와 영양표시 교육의 효과를 조사한 Chang 
등(2008)에 따르면, 영양표시는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체로 능동적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급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개발한 교육

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net working)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하였다.
Lee 등(2002)도 대학생들의 영양표시 관련 식행동 

조사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때부터 영양교육이 교

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기한 바 있는데, 최근 

초등학교 교과서에 영양표시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제안으로 

사료되며 영양표시의 색깔이나 모양 등을 다양화한

다면 영양표시가 아동들에게 흥미로운 영양정보제

공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속초시에 소재한 S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일곱 개 학급 중 세 학급 아동을 대상

으로하여 임의로 대조군, 가정통신문교육군, 아동교

육군으로 나눈 뒤 대조군을 제외한 두 군의 아동을 

대상으로 영양표시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 아동교육군에게는 재량활동 시

간을 이용하여 총 6회(주 1∼2회)에 걸쳐 영양교육

을 실시하였고, 가정통신문교육군에게는 아동교육군

의 영양교육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만들어 학부모

가 내용 숙지 후 아동을 교육할 수 있도록 안내장

과 함께 집으로 발송하였다. 영양교육 전후, 설문지

를 통해 아동의 영양지식과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

도를 평가하였고 간식선택의 실제상황을 연출하여 

아동들의 식품선택의 식행동 변화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는 총 92명(남자 54, 여자 38)으로 대

조군 30명(남자 18, 여자 12), 가정통신문교육군 

32명(남자 18, 여자 14), 아동교육군 30명(남자 

18, 여자 12명)이었다. 세 군 모두, 영양지식을 비

롯하여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도 및 식품선택 시 

영양표시의 활용도 점수에 있어서 남녀 간의 유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영양교육 실시 전 세 그룹의 영양지식 점수는 대

조군, 가정통신문교육군, 아동교육군이 각각 12.17± 
4.11, 12.13±3.59, 11.50±3.80점으로 세 군 간에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영양교육 후 아

동교육군의 영양지식 점수가 20.86±4.80점으로 영

양교육 전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대조군, 가
정통신문교육군의 사후 test 점수보다도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또한 각 그룹별 영양교육 전후

의 영역별 영양지식 점수를 비교한 결과 역시 아

동교육군에서만이 영양교육 후 모든 영역(영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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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영양섭취기준, 영양표시, 기타)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P＜0.001).
3. 각 그룹별 영양교육 실시 전과 후의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도를 5첨 척도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교육군에서만이 영양교육 전(15.63±4.29
점)에 비하여 영양교육 후 19.77±4.30점으로 유의

한 증가를 나타내었다(P＜0.001). 영양표시의 역

할에 대한 각 그룹별 인지도 조사 결과, 아동교

육군만이 영양교육 실시 전(14.30±3.22점)보다 영

양교육 실시 후(16.56±3.85점)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P＜0.001).
4. 영양적인 간식(과자류, 우유류) 선택의 실제 상황

을 연출(시뮬레이션)하여 영양교육 효과를 평가

한 결과, 과자류의 경우, 가정통신문교육군과 아

동교육군에서 사전 test에 비하여 사후 test 에서 

그 분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하였으므로, 가

정통신문을 통한 교육(P＜0.05)과 직접 교육(P＜ 

0.001) 모두에서 영양교육이 식품선택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유류(흰우유와 가공우유)의 

선택에 있어서는 아동교육군에서만이 영양교육의 

실시와 아동의 선택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가

공식품의 영양표시읽기 교육을 실시한 결과 아동들

의 영양지식이 향상되고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도 

및 식품선택에 있어서 영양표시의 활용도가 증가함

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가정통신문교육군보다 아

동교육군에서 영양교육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

루어지는 가정통신문을 이용한 교육만으로는 효율

적인 영양교육을 할 수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

었다. 또한, 아동대상 영양표시 영양교육을 통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식생활에도 전반

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4주간의 교육만으로는 부

족하다. 따라서 영양표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통한 체계적이

고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며, 이 교육이 

전문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영양

교사에 의해 실시된다면 아동들이 어려서부터 영양

적인 간식 및 올바른 가공식품을 선택함으로써 바

람직한 식습관이 형성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최고 학년인 6학년을 대

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초등학교 1학년을 포

함하여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양표시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 영양교육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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