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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ldhood obesity has rapidly increased worldwide and is one of the most serious health problems in this age

group. In order to prevent and manage childhood obesity, we developed a nutrition education website. The website

consisted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was made for self-assessment with regard to obesity index, dietary habits,

food frequency, dietary attitude, nutrition knowledge, nutrient intake, energy expenditure, and the stage of

behavioral change, and tailored messages and advice according to the assessment results. A total of 612 real-size

food photos as well as a nutrient database of 3,346 foods and 541 dishes were created to help children estimate

nutrient intakes accurately. In addition, an energy expenditure database of 156 activities for children was established

to calculate calorie consumption. The second part was made for setting long-term and short-term goals and keeping

track of the changes in energy intake and expenditure in one's own page. The third part was made for education.

Various types of nutrition information were provided; texts, pictures, calculators and games. The readability and

design of the website were evaluated by 46 obese children. Usefulness, design and readability of the website were

found to be desirable for children. This website is expected to be used by an obese child alone or with parents

or nutrition teachers in order to control body weight through healthy dietary habits and physical activities. In

addition, a non-obese child can also use this website for maintaining healthy dietary habits and preventing obesity.

(Korean J Community Nutr 17(4) : 390~4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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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초등학생 시기는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진행되며 식습

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적절한 영양상태를 유지하고 올

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

재 우리나라 어린이의 일부는 영양섭취의 불균형, 아침 결

식, 편식, 간식 및 인스턴트 식품의 과다 섭취 등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Kim 2001; Yon 등 2008). 또한

2011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비만율이 2007년 남학생 13.1%, 여학생 9.0%

에서 2011년 남학생 15.8%, 여학생 11.4%로 꾸준히 증가

하고 있어, 우리나라 어린이의 영양문제와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영양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어린이가 영양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서의 교

육 외에 TV, 라디오, 책,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점차 인터넷이 효과적인 매체로 부각되고 있다(Cotugna 등

1999; Her & Lee 2003a; Ahn 등 2008). 2011년 우

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Korea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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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Agency 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 만 3세 이

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78.0%이며, 학생의 인터넷 이용

율은 거의 100%에 달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이 영양정보를

얻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은 43.7%로 여러 정보

매체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Hong 2005). 이와 같이 인터

넷은 그림, 음향,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고 정

보제공자와 사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므로 영양정

보의 제공과 상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Kipp 등 1996;

Brug 등 2005).

국내에서 초등학생에게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영양

교육 웹사이트가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대부

분 2000년대 초부터이며(Jung 2008), 이 후 웹사이트를

활용한 영양교육이 효과적이었음도 보고된 바 있다(Her &

Lee 2003b; Kim & Hyun 2006). 그러나 모든 사람에

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가 개개인의 특성을 평가한 후 이 특성에 맞는 영양정보만

을 선택하여 맞춤식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영양교육 프로그

램 또는 웹사이트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Brug 등 1996),

맞춤형 영양교육이 지방섭취를 줄이거나 과일 및 채소의 섭

취를 늘리거나, 활동량을 증가시키는데 더욱 효과적이었음

이 보고되었다(Brug 등 1999; Oenema 등 2001;

Oenema 등 2005; Vandelanotte 등 2005; Spittaels

등 2007). 이들 대부분은 성인 대상의 연구이지만 몇몇 연

구에서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활동량을 증

가시키거나 체중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였

다(Chen 등 2008; De Bourdeaudhuij 등 2011;

Maes 등 2011).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생의 개개인의 영양문제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맞춤형 영

양교육 웹사이트가 개발된다면 인터넷을 활용한 영양교육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비만은 단기

간에 해결할 수 없고 식생활과 생활습관의 꾸준한 관리가 필

요한데, 영양교사가 비만 어린이들을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해 나가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어린이들

이 비만 상담을 받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

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영양상담이 필요한 비

만 어린이가 스스로 식습관의 문제점을 찾고 문제점에 대한

개별화된 정보를 제공받아 체중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교육 웹사이트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비만이 아

닌 어린이도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갖게 함으로써 비

만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영양교육 웹사이트 개발

1) 웹사이트의 개발 목적과 방향

웹사이트의 개발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을 주

요 사용자 집단으로 하여 이들이 비만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웹사이트에서는 어린이 스

스로 자신의 식생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하여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영양정보가 제공되

도록 하였다. 

2) 웹사이트 컨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웹사이트는 영양판정, 자기관리, 자기학습의 3개 영역으

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판

정해 볼 수 있도록 비만도, 식습관, 식태도, 영양지식, 식품섭

취빈도, 영양소섭취량, 에너지 소모량, 영양위험 등을 진단하

는 문항과 판정결과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먼저 국내외 여러 문헌(Stevens 등 1999; Kim & Lee

2000; Ku & Lee 2000; Joo 등 2001; Speck 등

2001; Wardle 등 2001; Johnson 등 2002; Park 등

2003; Caccialanza 등 2004)을 참고로 하여 식습관, 식품

섭취빈도, 식생활 태도, 영양지식 등을 판정할 수 있는 문항

을 개발하였고, 판정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고학

년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2006년 43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이고(Yon 등

2008), 2차 조사는 2007년 1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

문조사와 식이섭취조사이다(Yon & Hyun 2008; Yon &

Hyun 2009).

영양소 섭취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식품 또는 음식의 영양

소 함량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고, 어린이들이 자신이 먹

은 식품이나 음식의 양을 추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1회

분량의 식품 또는 음식 사진을 제작하였다. 식품 1회 분량에

들어 있는 영양소 함량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기 위하여

식품영양가표(Korean Nutrition Society 2000)의 식품

목록과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의 다소비, 다빈도식품 목록을 참고로

하여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 500여개를 선정하였

고, 한국영양학회의 자료(Korean Nutrition Society

2005)를 참고로 하여 식품별 1회 분량을 결정하였다. 1회

분량의 영양소 함량을 계산하고, 이 중에서 계절적으로 구입

이 가능한 식품을 구입하여 생 것으로 1회 분량에 대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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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찍고, 일부 식품의 경우 삶기, 굽기 찌기 등 조리를 하여

1회 분량의 사진을 찍었다. 이와 같이 하여 기존의 2,932개

식품의 영양소 함량 데이터베이스(Korean Nutrition

Society 2000)에 414개 식품의 1회 분량에 대한 영양소

함량과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였다. 

음식 1회 분량의 영양소 함량 데이터베이스는 충북지역

95개 초등학교의 급식 레시피를 수집하여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541개의 음식을 선정하였고, 급식 레시피를 참고

로 하여 각 음식의 표준 레시피를 결정하였다. 이 중에서 198

개의 음식은 직접 조리하여 필요할 경우 레시피를 수정하였

고 음식 사진을 제작하였다. 이와 같이 541개 음식에 대해

서는 1회 분량에 대한 영양소 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였고, 이 중 198개의 조리한 음식에 대해서는 사진 데이터

베이스도 구축하였다. 

또한 에너지 소모량 계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

기 위해 2005년 4월 초등학교 고학년생 24명을 대상으로

24시간 동안의 활동을 자세히 조사하였다. 조사 자료를 바탕

으로 156개의 어린이 활동 목록을 작성하였고, 이를 기본활

동, 여가활동, 운동, 이동, 일·작업, 집안일, 학습활동의 7

개 활동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Ainsworth 등 1993;

Ainsworth 등 2000)의 활동별 단위체중 단위시간 당 에너

지 소모량 계수를 참고로 하여 156개의 어린이 활동별 에너

지 소모량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체중을 스스로 관리하는 영역으로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변화되는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에

너지섭취량, 에너지소모량 및 체중 자료를 축적하여 관리하

고, 일기 작성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세 번째 영

역은 스스로 학습하는 영역으로 체중조절을 도울 수 있도록

식품별 에너지 함량과 운동별 칼로리 소모량을 계산할 수 있

는 프로그램, 영양 게임 등 다양한 형식의 영양정보 컨텐츠

를 개발하였다. 

3) 웹사이트 개발 환경

웹사이트 시스템은 윈도우 2003서버에서 ASP.NET 2.0

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MS_SQL

2005를 사용하였고, 시스템 구동이 필요한 웹 서버는 MS

IIS 6.0을 사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의 작성과 관리를 위해

MS_SQL 2005를 사용하였고 게임은 Rich Internet

Application(RIA) 시스템으로 구현하였는데 이는 MS사의

Silverlight 2.0 버전을 사용하였다. 

3. 웹사이트의 평가

웹사이트의 개발이 끝난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비만

어린이 46명에게 웹사이트를 활용하게 한 후 웹사이트의 유

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비만 어린이는 청주시의 2

개 초등학교의 영양교사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방과 후 컴퓨

터실에 모여 1시간 동안 각자의 컴퓨터에서 웹사이트의 컨

텐츠를 활용하도록 지도하였다. 응답할 시간이 필요한 판정

영역은 집에 가서 각자 끝마치게 하였고, 모두 끝난 후 웹사

이트를 평가하는 설문지에 응답해 오도록 하였다. 설문 문항

은 선행연구(Hyun 등 2001; Her & Lee 2003b; Lee

등 2004; Bae 등 2006; Kim & Hyun 2006)를 참고하

여 이해도, 흥미, 정보의 명확성, 메뉴별 유용성, 디자인, 편

리성, 추천 여부, 재방문 여부, 개선점 등으로 구성하였다.

—————————————————————————

결 과
—————————————————————————

1. 웹사이트의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웹사이트는 이름을 ‘아이다이어트’, 도

메인을 idiet.cbnu.ac.kr(또는 idiet.chungbuk.ac.kr)로

정하였다. ‘아이다이어트’의 메인 페이지는 Fig. 1과 같이 상

단에 6가지 주요 메뉴를 배치하고 영양판정 컨텐츠인 ‘나의

거울방’의 소메뉴를 화면 중앙에 배치하여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양정보’, ‘영양게임’, ‘칼로리 계산기’

는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이므로 개별 페이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게 메뉴 아이콘을 메인페이지 옆면 또는 하단에

배치하였다. 메인페이지에는 아이다이어트의 캐릭터가 줄넘

기를 하도록 플래시를 제작하였으며 메인페이지를 열면 잠

시 동안 음악이 나오도록 하였다. 각 메뉴의 하위메뉴는 Table

1의 사이트맵에서 볼 수 있다.

2. 웹사이트의 컨텐츠 개발

1) 영양판정 영역(‘나의 거울방 ’)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양판정 영역에서 개

발된 메뉴별 컨텐츠와 프로그램은 Table 2와 같다. ‘나의 거

울방’은 현재 자신의 모습과 영양문제를 비추어본다는 의미

의 이름이며, 비만도, 식습관, 식품섭취빈도, 식생활 태도, 영

양지식, 영양소섭취량, 에너지 소모량, 행동변화단계, 미량영

양소 부족 위험, 에너지 과잉섭취 위험을 진단할 수 있는 10

개의 하위 메뉴를 갖고 있다. 

‘나는 얼마나 뚱뚱할까?’에서는 2007년 소아·청소년 표

준성장도표(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Korean Pediatric Society 2007)를 이

용하여 비만도를 계산하고 저체중(<-10%), 정상, 비만(≥

20%)으로 판정하여 비만도와 비만 판정 메시지를 제공하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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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Main page of the website.

Table 1. Sitemap of the website

Main menu Sub-menu Supplemental menu Sub-menu

Introduction Welcome to 'idiet' Calorie counter Nutrient content of food

 (아이다이어트 소개) Tips for 'idiet'  (칼로리 계산기) Calorie expenditure of different activities

My state What is 'My state'? Nutrition information Healthy weight control

 (나의 거울방) Obesity  (영양정보) Nutrient glossary

Dietary habits Healthy dietary habits

Food frequency Meal plan guide

Dietary attitude Related sites

Nutrition knowledge Nutrition game Food group, Click!

Nutrient intake  (영양게임) Tetris

Energy expenditure Food basket

Stage of behavioral change Activity basket

Risk of nutrient deficiency

Risk of excess energy intake

Summary of my state

My secret What is 'My secret'?

 (나의 비밀방) Goal setting

Action plan

Calorie intake and weight loss tracker

My diary

My lesson What is 'My lesson'?

 (나의 공부방) Tips for healthy eating

Tips for physical activity

Tips for behavior modification

My recipe What is 'My recipe'?

 (나의 요리책) my recipe

My opinion What is 'My opinion'?

 (나의 의견함) Q&A

Board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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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습관을 판정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습관은?’은 식사 횟

수 및 규칙성, 아침식사, 식욕, 식사분위기, 식사속도, 식사

량, 과식횟수, 외식, 간식, 음식의 간, 체중조절을 위한 식사

량 조절 여부 등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또는 비만과 관련

되어 있다고 알려진 식습관을 질문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

(Yon 등 2008)에서 개발된 23개 문항 중 좋거나 나쁘다고

구분할 수 없는 문항 7개를 제외한 1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각 문항의 보기 중 가장 좋은 식습관에는 0점, 좋지 않은

식습관에는 1점 또는 2점을 주고 합계 점수를 이용하여 식

습관을 양호, 경계, 불량으로 판정하였다. 이들 16개 문항에

대한 Cronbach α 값은 0.632이었으며, 판정기준 설정은

Yon(2009)의 연구결과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간략히 설명

하면 1차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식습관 점수 분포로부터 양

호와 불량이 각각 20~25% 정도 되는 점수를 양호, 경계, 불

량으로 나누는 임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차 조사 대상자

들을 이 기준에 의해 분류한 후 양호군과 불량군의 식이섭취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판정기준의 타당성을 검

증하였다. 판정 결과는 신호등 형식을 이용하여 제공하였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에 따라 올바른 식습관 메시지가 제공되

도록 하였다.

식품섭취빈도를 판정할 수 있는 ‘나는 무엇을 자주 먹을

까?’는 식품섭취패턴을 평가하는 컨텐츠로 주식/기본반찬류

문항 9개, 주요 식품군 문항 7개, 고열량 식품군 문항 10개

로 문항을 구성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고 섭취빈도를 회상해

야 하는 기간이 1일 단위인 주식/기본반찬류, 3일 단위인 주

요 식품군, 1주일 단위인 고열량 식품군 순으로 문항에 응답

하도록 하여 회상을 쉽게 하였다. 개발된 문항은 Yon 등

(2008)의 연구에서 보고하였으며, 점수화 방법과 판정기준

설정은 위의 식습관 판정 기준 설정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고

(Yon 2009), 판정의 결과는 신호등과 메시지 형식으로 제

공하였다.

‘나의 식생활 태도는?’는 실제 식생활의 문제점을 개선하

려고 노력하는지를 평가하는 컨텐츠로 전체 10개 문항에 대

하여 현재 노력하고 있는지를 응답하게 하였고, 문항은 Yon

등(2008)의 연구에서 보고하였으며, 보기는 ‘매우 노력한

다’ 2점, ‘노력한다’ 1점, ‘노력하지 않는다’ 0점으로 점수화

하였고, 판정기준은 식습관 판정 기준 설정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Yon 2009). 판정 결과는 신호등 형식으로 제공하

였으며,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문항에 대하여는 올바

른 식습관 실천의 필요성에 대하여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는 웹사이트의 주 이용자인 초

등학생의 영양지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영양 관련 지식

을 묻는 질문을 객관식으로 만들었고 5개의 보기와 ‘모르겠

다’ 중에 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0개의 문항을 개

발한 후 예비조사에서 정답률이 20% 이하 또는 80% 이상

인 10개의 문항을 제외하였고, 1차 조사에서 정답률이 40%

이하와 70% 이상인 문항을 제외하여 최종 10개의 문항으

Table 2. Contents and programs developed in 'Assessment' part 

Sub-menu
Contents

Program
Questionnaire Message Database

Obesity ㅇ Growth chart1)
Calculate degree of obesity (%) and BMI/Classify 

assessment result/

Provide tailored message

Dietary habits ㅇ ㅇ Classify assessment result/Provide tailored message

Food frequency ㅇ ㅇ Classify assessment result/Provide tailored message

Dietary attitude ㅇ ㅇ Classify assessment result/Provide tailored message

Nutrition knowledge ㅇ ㅇ Classify assessment result/Provide tailored message

Nutrient intake ㅇ
Nutrient DB2)/Recipes

 Food photos/DRIs3)
Calculate nutrient intake/List food sources of each nutrient/

Calculate percentages of nutrient intake compared to DRIs

Energy expenditure ㅇ
Energy expenditure

 of activity4)
Calculate energy expenditure/Calculate energy balance

Stage of behavioral change ㅇ ㅇ Classify assessment result/Provide tailored message

Risk of nutrient deficiency ㅇ ㅇ Classify screening result/Provide tailored message

Risk of excess energy intake ㅇ ㅇ Classify screening result/Provide tailored message

Summary of assessment results ㅇ Provide tailored message

1)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n Pediatric Society (2007)
2) Korean Nutrition Society (2000)
3) Korean Nutrition Society (2005)
4) Ainsworth et al (1993); Ainsworth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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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하였다. 응답이 맞은 경우 1점, 틀리거나 모른다고 한

경우 0점을 주어 점수화 하였다. 10개 문항의 Cronbach α

값은 0.615이었으며, 영양지식 점수의 분포로 판정기준을

설정한 후(Yon 2009) 판정한 결과는 신호등 형식으로 제

공하였고 오답 문항에 대해서는 관련 영양 정보 메시지를 제

공하도록 하였다.

‘나는 얼마나 먹을까?’에서는 매일 자신의 에너지와 영양

소 섭취량을 알 수 있도록 달력으로부터 해당 날짜를 선택하

여 입력을 시작하도록 하였으며 섭취량을 평가한 날짜에 그

날의 에너지 섭취량이 기록되도록 구성하였다. 날짜 선택, 끼

니 선택, 섭취한 음식 선택의 순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달력은 계속 누적되도록 하여 지난달의 자료

도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장기간 자신의 식사섭

취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음식검색은 단어검

색 형식으로 하였으며 ‘국’, ‘찌개’와 같은 조리법이나 ‘된

장’, ‘시금치’와 같은 식품재료의 단어를 입력하면 단어가 포

함된 음식이름이 검색되도록 하였다. 웹사이트에서는 541

개 음식, 2771개 식품, 665개의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소 함

량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어를 통해 검색된 음식은 음식

코드 순에 의해 정렬되며 음식이미지 사진, 중량, 열량영양

소의 함량이 목록으로 보이게 된다. 이 중 612개의 식품과

음식은 중량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이용자라도 실제 섭취량

에 가깝게 입력할 수 있도록 사진을 제작하였다. 식품 또는

음식을 선택하면 실제크기 사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과

음식사진은 17인치 모니터의 1280×1024 해상도에서는

실물크기로 볼 수 있으며, 그 외의 모니터에서는 사진과 함

께 제공되는 줄자로부터 실물크기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Fig. 2). 섭취량의 결정은 보여지는 사진의 1배, 1/2배,

1/10배로 설정되어 있는 아이콘의 +를 클릭하면 그 양만큼

더해지고 -를 클릭하면 줄어들도록 구성하였고 입력하기를

클릭하면 입력부분에 끼니별 섭취음식 목록이 작성되도록 하

였다. ‘나는 얼마나 먹을까?’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정결과가

제공되도록 구성하였다. 즉, 입력한 음식의 중량에 따른 23

개 영양소 섭취량, 끼니별 영양소 섭취량, 1일 섭취한 음식

중 13개 영양소 별로 기여한 음식 목록 5가지, 1일 영양소

섭취량을 권장섭취량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여 그래프로 보

여주는 결과이다. 

‘나는 얼마나 움직일까?’는 매일 자신의 에너지 소모량을

계산하여 에너지 섭취량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컨텐츠로 ‘나

는 얼마나 먹을까?’와 같이 달력으로부터 해당 날짜를 클릭

하여 입력을 시작하도록 구성하였고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에

너지 소모량을 평가한 날짜에 그날의 에너지 소모량이 기록

                   Fig. 2. An example of real-size photo for portion siz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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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하였다. 날짜를 선택하고 입력 화면의 활동목록에서

활동내용과 활동시간을 골라 입력하는 형식인데 활동 목록

은 156개의 어린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기본활

동, 여가활동, 운동, 이동, 일·작업, 집안일, 학습활동의 7

개 활동영역으로 구분하여 목록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하였

다. 0시부터 24시까지 시간 순서대로 활동내용과 시간을 입

력하면 에너지소모량으로 계산되어 결과가 나오도록 구성하

였다. 에너지 소모량은 체중에 따라 계산되므로 체중은 가장

최근에 ‘나는 얼마나 뚱뚱할까?’에 입력된 체중이 자동으로

인식되게 하였으며 ‘나는 얼마나 먹을까?’에서 계산된 에너

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모량 결과를 이용하여 에너지 균형을

‘○○kcal 부족’, ‘○○kcal 초과’ 형식으로 보여준다(Fig. 3). 

‘나는 변할 수 있을까?’는 행동변화단계를 판정하는 컨텐

츠로 선행연구(de Graaf 등 1997; Lopez-Azpiazu 등

2000; Macqueen 등 2002; Doshi 등 2003; Ver-

heijden 등 2004)에서 개발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하였고 각 질문의 응답에 따라 의도 전, 의도, 준비, 유지, 행

동 단계로 판정되도록 하였고 결과메시지가 행동변화단계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도록 하였다.

‘영양소를 너무 적게 먹을 위험은?’과 ‘너무 많이 먹을 위

험은?’은 선행연구(Yon & Hyun, 2008; Yon & Hyun

2009)를 통해 개발한 간이평가표의 문항을 컨텐츠로 만든

것인데 ‘영양소를 너무 적게 먹을 위험은?’은 8개 문항의 응

답의 점수 합계에 따라 양호, 경계, 불량으로 판정되도록 하

였고 판정 결과로는 신호등과 메시지를 제공하였다. ‘열량을

너무 많이 먹을 위험은?’에서는 7개 문항의 응답의 점수 합

계에 따라 양호, 위험으로 판정되도록 하였고 판정결과로는

신호등과 메시지를 제공하였다.

‘나의 모습은?’은 모든 판정항목에 대하여 가장 최근 판정

일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여주도록 하였고 인쇄가 가능하도

록 하였다(Fig. 4).

                               Fig. 3. Result page of energy expenditur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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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관리 영역(‘나의 비밀방 ’)

체중조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동안 섭취량과 활

동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개발한 컨

텐츠가 ‘나의 비밀방’이다. ‘나의 비밀방’에서는 체중조절 목

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중조절 기간 동안 체

중, 식이섭취량, 에너지소모량 등을 관찰하면서 관리할 수 있

는 컨텐츠로 구성하였으며, 메뉴별 컨텐츠와 개발된 프로그

램의 기능은 Table 3과 같다. 

‘나는 무엇을 할까?’에서는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를 나누어

설정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장기목표는 6개월 혹은

12개월 동안 목표체중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단기목표는 1~3

개월 동안 줄이고자 하는 에너지 섭취량과 늘리고자 하는 에

너지 소모량을 설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장기목표에 대하여

원하는 체중을 입력하면 줄여야 할 체중이 자동으로 계산되

                         Fig. 4. Summary page of assessment result.

Table 3. Contents and programs developed in 'Management' part

Sub-menu Contents Messages Programs

What should I do? 

   (Goal setting)

Long-term goal setting

   for desirable weight 
List of period for goal setting

Range of desirable

   weight 

Choose period from the list

Set desirable weight

Calculate how many kilograms

   should be reduced from the present

   weight if desirable weight is set

Short-term goal setting

   for cenergy intake and

   expenditure

List of period for goal setting

List of calories

Possible weight loss if

   the goal is achieved

Choose period from the list

Choose calories from the list

How can I do?

   (Action plan)

List of action plan for heathy

   dietary habit, lower energy

   intake, and higher energy

   expenditure List of frequency

Choose each one from the list

Am I changing?

   (Track changs)

Make a graph of energy intake,

   energy expenditure, and body weight

Track the changes

My diary Write a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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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으며 줄여야 할 체중을 지나치게 많이 입력하였을

경우 적절한 체중조절 범위에 대한 메시지가 제공되도록 하

였다. 또한 단기목표의 설정에 대한 메시지는 설정된 기간 동

안 목표를 달성했을 때 감량되는 체중에 대한 메시지가 제공

되도록 하였다. 

‘나는 어떻게 할까?’에서는 ‘나는 무엇을 할까?’에서 설정

한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목표를 설정하

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올바른 식생활, 많이 활동하

기, 적게 먹기의 실천내용에 대하여 각각 14개, 6개, 11개의

세부 실천목표 목록이 있고 이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정기간

동안 몇 회 실천할지를 스스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는 에너지 섭취량, 에너지 소모량,

체중에 대한 자료가 누적되어 가장 최근부터 10개씩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래프를 통해 에너지 섭취량과 소모량, 체

중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Fig. 5).

‘나의 일기장’은 ‘나의 비밀방’의 ‘나는 어떻게 할까’에서

설정된 목표의 실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하였

다. 실천목표를 달성한 날짜에 아이콘을 클릭하면 달력에 아

이콘이 붙여져서 목표달성여부를 월별로 관리할 수 있게 하

였고 일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6).

3) 자기학습 영역

자기학습 영역은 스스로 학습하여 체중조절을 도울 수 있

도록 ‘나의 공부방’, ‘나의 요리책’, ‘칼로리 계산기’, ‘영양정

                              Fig. 5. Energy intake tracking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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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영양게임’의 메뉴에 다양한 형식의 영양정보 컨텐츠를

개발하였으며, 메뉴별 컨텐츠와 개발된 프로그램의 기능은

Table 4와 같다. 

‘나의 공부방’은 실제 체중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컨텐츠이며 ‘나의 비밀방’에서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열량 섭취, 에너지 소비, 행동변

화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운동할까?’, ‘어떻게 행동을 바꿀까?’의 세 가지 메뉴로 구성

하였다.

‘어떻게 먹을까?’는 목표열량을 설정하고 식단을 구성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섭취해야 하는 목표열량

을 설정하고 음식의 재료로 음식을 검색하여 식단을 구성하

면 총열량을 계산해 주고 목표열량과 구성한 식단의 열량을

비교하여 메시지를 제공해주며 구성한 식단의 열량영양소 비

율을 막대그래프형식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어떻게 운동할까?’에서는 운동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일반

적인 운동지침과 걷기, 자전거타기, 줄넘기, 베드민턴의 4가

지 운동 종목에 대한 텍스트와 그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

고 ‘어떻게 행동을 바꿀까?’에서는 비만의 위험이 되는 ‘열

량섭취가 많을 때’와 ‘활동량이 부족할 때’의 경우에 변화하

면 좋은 행동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나의 요리책’에서는 웹사이트의 이용자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컨텐츠로 자신이 알고 있는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는 좋

은 요리 레시피를 공개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컨텐

츠의 제작은 게시판 형식을 이용하였으며 게시판 입력은 레

시피 이름, 재료 및 중량, 조리 방법, 음식이미지에 대하여 입

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칼로리 계산기’에서는 식품의 영양소 함량 검색 프로그램

과 운동 검색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얼마나 들어있을까?’

에서는 식품을 검색하고 중량을 입력하여 계산하기를 클릭

하면 에너지와 23개의 영양소, 식이 섬유, 콜레스테롤의 함

량이 계산되도록 하였다. ‘얼마나 소비될까?’에서는 ‘운동시

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의 경우 체중, 하고 싶은 활동, 소비

하고 싶은 열량을 입력하면 몇 분 동안 운동을 해야 하는지

계산해주고, ‘열량이 얼마나 소비될까?’는 체중, 하고 싶은

활동,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입력하면 열량이 얼마나 소모

되는지 계산해주며, ‘어떤 활동을 할까?’에서는 체중, 소비하

고 싶은 열량,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활

동의 목록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영양정보’는 텍스트 위주의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컨텐

                Fig. 6. Webpage of 'My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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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이며 올바른 다이어트, 영양소 사전, 올바른 식생활, 식사

구성안, 다른 사이트 등의 카테고리 안에 다양한 자료를 제

공하였다. ‘영양정보’는 관리자가 게시판을 추가할 수 있으

며 지속적으로 영양정보를 업데이트 하기 위해 카테고리를

자유롭게 구성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양게임’은 네 가지 게임을 제공했는데, 식품군에 대한

개념을 이용한 ‘같은 식품군 클릭’, 식품의 열량 개념을 이용

한 ‘푸드 바스킷’, 활동의 에너지 소모량 개념을 이용한 ‘활

동 바스킷’의 세가지 게임과 ‘테트리스’였다. 앞의 세가지 게

임을 자주 이용하면 영양지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고 테

트리스 게임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형식으로 지속적

웹사이트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4) 기타 

‘아이다이어트 소개’에는 만든 사람들과 웹사이트 제작 의

도를 설명하였고, ‘아이다이어트를 잘 활용하려면?’에서는

이용방법을 설명하였다. ‘나의 의견함’에서는 묻고 답하기,

웹사이트 이용 후기 또는 제안을 할 수 있고 ‘새소식’을 통해

관리자가 공지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웹사이트의 평가

비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웹사이트를 활용하게 한 후 웹사

이트에 대하여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평가 문항의 보기를 5점 척도로 점수를 주어 문항별 평

균점수를 계산한 결과 전반적인 평가 문항 중 점수가 가장 높

았던 문항은 ‘체중조절에 도움이 될 것 같은가?’와 ‘전반적

인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가?’였고 점수가 가장 낮았던 문항

은 ‘전체적으로 흥미가 있는가?’였다. 각 문항의 긍정적 응답

비율을 살펴본 결과 ‘체중조절에 도움이 될 것 같다’의 문항

은 ‘매우 그렇다’41.3%, ‘그렇다’ 32.6%로 전체 어린이의

73.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웹사이트에 대한 전반적

인 평가 문항 중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

은 ‘전반적인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가?’, ‘체중조절에 도움

이 될 것 같은가?’, ‘내용의 구성은 읽기에 편한가?’, ‘각 메

뉴의 제목은 제공하는 정보를 잘 표현해주는가?’, ‘내용은 전

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운가?’, ‘다른 친구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은가?’, ‘다시 방문하고 싶은가?’, ‘전체적으로 흥미가 있

는가?’ 순으로 높았다. ‘전체적으로 흥미가 있는가?’의 문항

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6.6%로 8

개 문항 중 가장 낮았다. 즉, 73.9%의 어린이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 반면 46.6%의 어린이만이 흥미롭다고 응

답하였다. 

웹사이트의 컨텐츠별로 이해하기 쉬운지와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체 하위 컨

텐츠 중 이해하기 쉬운지에 대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은

‘나는 얼마나 뚱뚱할까?’였고 가장 점수가 낮았던 것은 ‘나

의 일기장’이었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은 ‘나의 모습은?’이었고 가장 점수가 낮은 것은 ‘영양게

임’의 ‘같은 식품군 클릭’이었다. ‘나의 거울방’ 컨텐츠에 대

한 평가에서 이해하기 쉬운지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은 것

은 비만도를 판정해 주는 ‘나는 얼마나 뚱뚱할까?’였고, 도

움이 되는지에 대해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나의 모습에 대

한 판정 결과’이었다. 그러나 영양소 섭취를 평가하는 ‘나

는 얼마나 먹을까?’의 결과 보기 컨텐츠 평가에서는 이해도

점수가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 컨텐츠에서

는 영양소섭취량, 끼니별 영양소 섭취량, 영양소별 기여식

품, 권장량에 대한 섭취비율 같은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

기 때문에 설명 없이 어린이들이 활용하기 어려웠을 것으

로 보이며 따라서 이해도 평가 점수가 낮았던 것으로 보여

진다.

Table 5. Overall evaluation of the website

Question Score
Strongly 

agree
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Do you think this site is useful for weight control? 4.11 ± 0.921) 19 (41.3)2) 15 (32.6) 11 (23.9) 0 (0.0) 1 (2.2)

Are you satisfied with the overall design? 4.00 ± 0.89 14 (30.4) 22 (47.8) 66 (13.0) 4 (8.7) 0 (0.0)

Do you think the contents are easy to read in terms of design? 3.98 ± 0.75 12 (26.1) 21 (45.7) 13 (28.2) 0 (0.0) 0 (0.0)

Do you think the title of the contents are self-explanatory? 3.91 ± 0.87 13 (28.3) 18 (39.1) 13 (28.3) 2 (4.3) 0 (0.0)

Do you think the overall contents are easy to understand? 3.89 ± 0.95 14 (30.4) 16 (34.8) 14 (30.4) 1 (2.2) 1 (2.2)

Do you want to revisit this website? 3.80 ± 0.98 12 (26.1) 17 (36.9) 15 (32.6) 0 (0.0) 2 (4.4)

Do you want to recommend others to visit this website? 3.74 ± 0.91 68 (17.4) 22 (47.8) 14 (30.4) 0 (0.0) 2 (4.4)

Do you think this website is interesting in general? 3.67 ± 0.92 69 (19.6) 17 (37.0) 17 (37.0) 2 (4.4) 1 (2.2)

1) Mean ± SD (5=strongly agree, 4=agree, 3=neither agree nor disagree, 2=disagree, 1=strongly disagree)
2) N (%)



402·어린이 영양교육 웹사이트 개발 

—————————————————————————

고 찰
—————————————————————————

초등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영양교육 자료를 분석한 연구

에서 Jung(2007)은 멀티미디어 자료로 14개의 영양교육

웹사이트를 제시하였다. 이 웹사이트들은 국가기관, 보건소,

대학교, 비영리 재단에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대부

분의 경우 내용과 디자인은 어린이에게 적합하였으나 하나

의 웹사이트 안에 다양한 주제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따라서

사이트마다 제공하는 정보가 비슷하다고 평가되었다(Jung

2008; Yon 2009). 반면, 국외의 영양교육 웹사이트의 경

우에는 대체로 주제를 채소와 과일의 섭취, 에너지섭취와 소

모, 식품안전 등으로 구체화하여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멀티미디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Hyun

등 2003; Yon 2009).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이다이어트’는 일반적인 영양정보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어린이 영양교육 웹사이트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비만’이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어

린이 스스로 비만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현재 상태를 판정할

수 있고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컨텐츠와 프로그램으로 구성

하였다. 비만은 어린이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제이며, 체

중 조절은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Hyun 등 2003; Her & Lee 2003a).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양정보의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Hyun 등 2003)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은 영양소의 역할 등

의 일반적 지식보다는 ‘나의 식습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나의 식사에서 부족한 영양소는 무엇인가?’, ‘칼로리 또는

각 영양소를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 등 본인의 식생활과 관

련이 있는 내용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 따라서 본인의 식

사를 직접 평가해 보고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며, 맞

춤형으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영양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아이다이어트’는 비만 어린이 또는 체중조절에 관

심을 갖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평가해

보는 방법으로 스스로 체중조절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식습관, 식태도, 식품섭취빈도, 영양

Table 6. Evaluation of website contents

Menu Sub-menu Readability Usefulness

My state

Obesity 4.11 ± 0.86 4.02 ± 0.85 

Dietary habits 3.87 ± 0.93 4.00 ± 0.84 

Food frequency 3.83 ± 0.82 3.98 ± 0.76 

Dietary attitude 3.78 ± 0.84 3.84 ± 0.81 

Nutrition knowledge 3.63 ± 0.93 3.84 ± 0.78 

Nutrient intake 3.70 ± 1.13 3.89 ± 0.97 

Nutrient intakes per day 3.43 ± 0.83 3.91 ± 0.98 

Nutrient intakes per meal 3.35 ± 0.90 3.93 ± 0.85 

Food sources of each nutrient 3.37 ± 0.85 3.67 ± 0.94 

Percentages of DRI 3.30 ± 0.87 3.72 ± 1.00 

Energy expenditure 3.78 ± 1.06 4.02 ± 0.89 

Risk of nutrient deficiency 3.67 ± 0.99 3.84 ± 0.83 

Risk of excess energy intake 3.73 ± 1.10 3.86 ± 1.03 

Summary of my state 3.78 ± 1.07 4.09 ± 0.91 

My secret

Long-term goal setting 3.80 ± 0.99 3.81 ± 0.94 

Short-term goal setting 3.82 ± 1.01 3.79 ± 0.83 

Track changes 3.80 ± 0.97 3.88 ± 0.98 

My diary 3.48 ± 1.13 3.58 ± 0.98 

My lesson

Tips for healthy eating 3.80 ± 1.02 3.81 ± 0.93 

Tips for physical activity 3.77 ± 0.97 3.76 ± 1.01 

Tips for behavioral modification 3.79 ± 1.10 3.83 ± 1.06 

Nutrition game

Food group, Click! 3.52 ± 1.19 3.53 ± 1.16 

Tetris 3.55 ± 1.23 3.58 ± 1.22 

Food basket 3.52 ± 1.21 3.56 ± 1.22 

Activity basket 3.55 ± 1.21 3.58 ± 1.18 

1) Mean ± SD (5 = strongly agree, 4 = agree, 3 = neither agree nor disagree, 2 = disagree, 1 = strongly dis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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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섭취량, 활동량, 행동변화단계 등 다양한 영양판정이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설문형식의 컨텐츠를 구성하였으며 활용

방법을 설명하여 어린이가 쉽게 단계적으로 영양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형식으로 제공된 문항은 초등학생의

식습관, 식품섭취빈도, 식태도, 영양지식을 연구한 문헌을 고

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웹사이트에 적용하기 위해 문

항의 신뢰도를 검증한 후 영양소 섭취를 비교하여 판정기준

의 타당성을 검증한 것이다(Yon 등 2008; Yon & Hyun

2008; Yon & Hyun 2009; Yon 2009). 현재 일부 웹사

이트에서도 설문형식으로 된 영양판정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

지만 판정문항과 판정기준이 검증된 자료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아이다이어트’에서는 컨텐츠의 판정 결과로 전반적인

결과를 보여줄 뿐 아니라 컨텐츠를 구성하는 각 문항의 응답

에 따라 각각 다른 맞춤형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다. 

‘나의 거울방’의 ‘나는 얼마나 먹을까?’ 는 영양소 섭취량

을 계산하고 판정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가 스스로 자

신의 식사를 입력하여 판정하도록 구성하였는데 이 때 어린

이가 스스로 음식의 재료와 식품의 양을 정확하게 회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섭

취한 식품의 양을 알 수 있도록 모니터를 통해 실물크기 음

식과 식품 사진을 확인 한 후 섭취량을 입력하게 하여 실제

정확한 섭취량을 판정하게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한국건강증진재단의 건강다이어리(http://www.

hp.go.kr),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뉴트리이벨(http://www.

foodnara.go.kr/nutrieval), 농촌진흥청의 식품종합정보시

스템(http://koreanfood.rda.go.kr)에서도 사용자가 음식

사진을 보고 영양소 섭취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가

개발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스마트폰의 애플

리케이션으로 칼로리코디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

나 이 사이트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이며, 어린이

들이 자신의 식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

는 국내의 웹사이트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 운영하는 ‘아이날씬’ 사이트(http://info.go.

kr/inalssin/index.do) 는 ‘아이다이어트’와 비슷한 목적으

로 만들어진 사이트로, 음식 사진 대신 그림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영양교육 사이트에서는 활동량에 대한

평가가 간단한 질문지나 빈도조사지 형식으로 되어있고 에

너지 소모량은 계산해 주지 않고 있으나, ‘아이다이어트’의

‘나는 얼마나 움직일까?’에서는 에너지 소모량을 계산해주고

이를 에너지 섭취량과 비교하여 에너지 균형을 평가해준다.

그리고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에너지 소모량 계산 데이터

베이스(Ainsworth 등 1993; Ainsworth 등 2000)를 우

리나라 어린이의 주요 활동에 맞게 목록 별로 에너지 소모량

계수를 작성하여 156개 활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여 어린이가 24시간 에너지 소모량을 계산할 수 있게 하

였다(Yon 2009). 

또한 ‘아이다이어트’에는 개인의 목표와 판정자료를 누적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 페이지를 만들었다. 실질적으로

영양판정 및 체중관리 프로그램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료가 누적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상에 개

인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영양판정을 실시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영양소 섭취량과 에너지 소모량을 계

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국외 웹사이트로는

SuperTracker(USDA, http://www.choosemyplate.

gov/SuperTracker), Shape Up America!(Shape Up

America!, http://www.shapeup.org), Healthy Eating

Club(www.healthyeatingclub.org), Nutrition Analysis

Tool(University of Illinois, http://www.myfoodrecord.

com), Diet Pro(Radium Technologies, http://www.

dietpro.net) 등이 있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일일 영양소 섭

취량과 에너지 소모량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권장량에 대한 섭취비율과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해줄 수 있

는 식품 등 평가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일부

사이트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체중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평

가자료가 누적되어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 

웹사이트를 개발한 후 이용자를 대상으로 웹사이트를 평

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웹사이트를

개발한 후 실제 교육을 실시하여 평가한 연구(Kim & Hyun

2006)에서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97.2%로 매

우 높았고 여대생과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웹사이

트를 개발한 후 평가한 연구에서 실생활에 유용한지를 조사

한 결과 유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0.0%로 높았다(Kim

등 2001). 본 연구에서도 웹사이트를 개발한 후 실제 이용

목표 대상자인 초등학교 비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중조절

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비

율이 73.9%로 나타나 비만 어린이들이 ‘아이다이어트’를 체

중조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흥미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46.6%만이 흥미롭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어린이들이 체중조절에 관심은 많지만 이

것을 위한 정보의 습득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

며, 영양교육 웹사이트의 특성 상 정보를 다루게 되므로 어

린이들이 즐겨찾는 흥미 위주의 웹사이트와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어린이의 경우 요리와 게임에 대한 흥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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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Hyun 등 2003; Her & Lee

2003b), ‘아이다이어트’에도 어린이의 흥미를 고려하여 요

리 관련 컨텐츠와 게임 컨텐츠를 구성하였으나 게임의 경우

영양지식을 활용한 게임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에

게 흥미를 끌지 못하였거나, 게임을 이해할 만큼 충분한 시

간이 없었을 수도 있다. 요리 관련 컨텐츠의 경우 정보를 공

유하는 컨텐츠이므로 요리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어린이가

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제공한

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므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들

이 이해하기 어려운 컨텐츠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 비만 관리

에 적극적인 협조자 역할이 기대되는 학부모, 영양교사 등을

대상으로 컨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에 대한 교육

이 병행되어 학부모, 영양교사와 함께 활용한다면 더욱 유용

한 사이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비만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어린이

가 스스로 현재 상태를 판정할 수 있고 체중을 관리할 수 있

는 웹사이트인 ‘아이다이어트’를 개발하였다. 

‘아이다이어트’는 크게 세 개의 목표를 가지고 컨텐츠를 구

성하였다. 첫 번째로 스스로 영양판정을 할 수 있는 자가평

가 컨텐츠였고 두 번째는 스스로 체중관리가 가능한 자기관

리 컨텐츠였으며 세 번째는 스스로 웹사이트를 활용하고 정

보를 습득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학습 컨

텐츠였다. 영양판정 컨텐츠인 ‘나의 거울방’에서는 비만도,

식습관, 식품섭취빈도, 식태도, 영양지식, 영양소섭취량, 에

너지소비량, 행동변화단계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식습관, 식

품섭취빈도, 식태도, 영양지식 등 설문 형식의 평가에서는 평

가 결과와 각 평가 문항에 맞는 메시지를 제공하도록 하였

다. 특히 영양소 섭취량을 평가하기 위한 컨텐츠에서는 어린

이가 혼자 음식과 식품의 선택을 통해 영양소섭취량을 계산

하는 것을 돕기 위해 612개의 음식과 식품 사진을 모니터상

에서 실물크기로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의 에너지 소

모량 계산을 돕기 위해 156개 어린이 활동에 대한 에너지소

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프로그램에 활용하였다. 자

기관리 컨텐츠인 ‘나의 비밀방’에서는 체중, 에너지섭취, 에

너지소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양판

정 단계에서 평가된 결과가 누적되어 스스로 자기 기록을 살

펴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기장 형식의 컨텐츠를

제공하여 목표 실천을 돕도록 하였다. 자기학습 컨텐츠에서

는 영양정보, 운동정보, 식단작성, 칼로리 계산기, 영양 게임

등 형식이 다양한 영양정보를 제공하였다.

웹사이트를 개발한 후 비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이다이

어트’를 활용하게 한 후 평가한 결과 어린이들은 ‘아이다이

어트’가 어린이의 체중조절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특성을 갖는 ‘아이다이어트’는 어린이가 자신의

식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스스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웹사이트로, 아직 미흡한 부분인 실물

크기 음식 사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어린

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컨텐츠를 보완한다면 더욱 유용한

사이트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이다이어트’는 비만 어린

이 뿐 아니라 모든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을 계획하고 관리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영양교사나 학부모가 어린

이의 영양판정과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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