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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ating habits and nutritional knowledg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regards to seafood in school meals. More than 80.6%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ported an ‘average’ preference 
for seafood. While ‘taste’ and ‘healthy food’ were common reasons to prefer marine products, ‘unpleasant taste and smell’ 
was a common reason not to prefer seafood. Students in general stated ‘eating if possible’ as their attitude towards seafood 
in school meals, 38.1% responded ‘eating all’ as their intake level.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ference 
for seafood by gender [boys, 3.44; girls, 3.64 (P<0.01)]. Also, students significantly difference preferred some types of 
seafood over others. The students who enjoyed eating seafood had more regular and balanced diets and a better attitude 
toward dietary life and health than did the counterparts who did not prefer seafood.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in 
knowledge existed according to gender; girls had a higher level of knowledge than did b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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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 소비의 형태는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인 요인, 그
리고 자연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각 개인이나 지

역,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급

속한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신체 발육 상태의 호전 등 식생활의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외국 식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해 건강을 저

해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나타났다(Lee 등 1997). Lee 
등(1999)은 외식산업의 발달과 수입식품의 증가로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식품의 소비 형태에도 변화가 일어나 육류

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 생선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보다 고지

방 섭취율이 높아져 혈청의 포화지방산이 높아지고, 불포화

지방산 조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수산물은 

EPA(Eiosapentaenoic acid), DHA(Docosahexaenoic acid) 등의 

고도의 불포화지방산, 필수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 등 필수 

영양소뿐만 아니라, 키틴, 타우린 등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

유되어 있는 우수한 식량자원으로 영양적 가치가 높이 평가

되고 있다. 또한 수산물에 대한 건강기능성이 제고되면서 

199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던 수산물의 소비가 다시 증가하

고 있으나, 20세 이하 연령층의 수산물 섭취량은 중․장년층

의 70% 수준으로 젊은 연령층에서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Kim YK 2010).
학령기 아동은 자신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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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건강의 중요성도 잘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품선택

에 있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편식이 심해질 우려가 

크고(Kim & Seo 2004), 건전한 식생활이 이루어지기가 어려

우므로 균형 잡힌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부모나 교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이다. 학령기 아동의 영

양은 그 시기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연속되는 청소년기의 건강과 성장, 
일생의 건강에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 

시기의 영양불량은 아동의 심신발달뿐만 아니라, 학습능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

서 교육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학교 급식을 통해 특정 식품들

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식품과 조리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급식 식단을 계획하고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식습

관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Lee KA 
1998). 학교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잔반량을 분석한 연구에서 초

등학생은 부식류에서는 채소반찬, 생선반찬의 섭취가 가장 낮

았고, 잔반량이 비교적 높은 음식으로 수산물 음식이 지적되고 

있어 학교에서 제공되는 수산물 음식이 학생들의 기호성향과 

기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Kim & Ryu 
2002). 따라서 식품에 대한 경험이 식품섭취에 영향을 주고 있

음을 볼 때, 수산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섭취 경험, 수산물 

음식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수산물 

섭취를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

은 전남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산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초등학생들의 수산물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전남 장흥지역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20명과 여학

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과, 중복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문항이나 용어 등을 수정․보완

하여, 2010년 7월 8일~7월 21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5학급 총 363부를 배부하여 수거된 360부(회수율: 
99.2%)의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40부를 제외한 총 320부
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Kim SJ 2010; Kim EJ 

2008; Oh SG 2010; Oh YJ 2009; Oh JY 2008; Lee SE 2009; 
Lyu 등 2009)에서 제작된 설문지를 토대로 본 조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하도

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초등학생의 일반적

인 특성 10문항, 수산물에 대한 인식 15문항, 식습관 태도 20
문항, 영양지식 20문항 등 총 6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초등학

생의 식습관 태도는 규칙적인 식생활, 균형 잡힌 식생활, 식
생활과 건강으로 구성하였고,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거의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초
등학생의 영양 지식은 정답인 경우 1점, 오답인 경우 0점을 

부여하여 총 20점 만점으로 측정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18(IBM corporation, Somers, NY, 

USA)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

의 일반적인 특성과 수산물에 대한 인식은 빈도, 백분율을 산

출하였고, 식습관 태도, 영양지식은 평균, 표준편차, One-way 
ANOVA와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

하였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chi-square 검증을 실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
초등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학생은 163

명(50.9%), 여학생이 157명(49.1%)이었고, 학년에 따른 비율

은 5학년은 147명(45.9%), 6학년은 173명(54.1%)이었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 139명(43.4%), 단독주택 119명(37.2%), 연립주

택 41명(12.8%), 기타 21명(6.6%)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

는 핵가족 282명(88.1%), 확대가족 34명(10.6%), 기타 4명(1.3%)
으로 대부분 핵가족 형태를 나타냈다. 가족의 한 달 총 수입

은 101~300만 원이 153명(47.8%)으로 가장 많았고, 301~500
만 원이 126명(39.4%), 500만 원 이상이 28명(8.8%), 100만 원 

이하가 13명(4.1%)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식생활 관리자는 

어머니가 283명(88.4%), 아버지가 14명(4.4%), 할머니가 14명
(4.4%), 기타 9명(2.8%)으로 대부분 어머니가 식생활을 관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63명
(50.9%)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이 137명(42.8%), 대
학원 졸업이 13명(4.1%), 중학교 졸업이 4명(1.3%), 초등학교 

졸업이 3명(0.9%)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

학교 졸업이 158명(49.4%), 대학교 졸업이 137명(42.8%), 대
학원 졸업이 15명(4.7%), 중학교 졸업이 7명(2.2%), 초등학교 

졸업이 3명(0.9%) 순으로 나타나 부모님의 학력 수준이 대학

교 이상 높았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많은 읍 단위 소재 학교인 

영향으로 판단된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사무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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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20)

Variables Category N(%)

Sex
Boys 163(50.9)
Girls 157(49.1)

Grade
5 147(45.9)
6 173(54.1)

Type  of 
residence

Apartment 139(43.4)
Single house 119(37.2)
Town house 41(12.8)
Others 21( 6.6)

Family
structure

Nuclear family 282(88.1)
Large family 34(10.6)
Others 4( 1.3)

Monthly 
family income

(won)

1,000,000 or below 13( 4.1)
1,010,000~3,000,000 153(47.8)
3,010,000~5,000,000 126(39.4)
5,000,000 or  above 28( 8.8)

Dietary
manager

Mother 283(88.4)
Father 14( 4.4)
Grandmother 14( 4.4)
Others 9( 2.8)

Education
of father

Elementary school 3( 0.9)
Middle school 4( 1.3)
High school 137(42.8)
College graduate 163(50.9)
Postgraduate 13( 4.1)

Education
of mother

Elementary school 3( 0.9)
Middle school 7( 2.2)
High school 158(49.4)
College graduate 137(42.8)
Postgraduate 15( 4.7)

Occupation 
of father

Professional 18( 5.6)
Office worker 125(39.1)
Self-employed 58(18.1)
Farmers/Fishermen 37(11.6)
Manufacturing workers 42(13.1)
Housewife 4( 1.3)
Others 36(11.3)

Occupation
of mother

Professional 33(10.3)
Office worker 87(27.2)
Self-employed 60(18.8)
Farmers/Fishermen 12( 3.8)
Manufacturing workers 13( 4.1)
Housewife 69(21.6)
Others 46(14.4)

사원, 공무원, 은행원 등)이 125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판매, 서비스업이 58명(18.1%), 생산직(근로자, 운전

사, 공장 등)이 42명(13.1%),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이 37
명(11.6%),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사 등)이 18명(5.6%), 기타

가 36명(11.3%), 무직(집안일 등)이 4명(1.3%) 순으로 나타났

다. 어머니의 직업은 사무직(회사원, 공무원, 은행원 등)이 87
명(27.2%)으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가 69명(21.6%), 자영업, 
판매, 서비스업이 60명(18.8%), 기타가 46명(14.4%), 전문직

(의사, 변호사, 교사 등)이 33명(10.3%), 생산직(근로자, 운전

사, 공장 등)이 13명(4.1%),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이 12
명(3.8%) 순으로 나타났으며, 78.4%가 맞벌이 가정이었다.

2. 초등학생의 수산물 선호도에 대한 인식
초등학생의 수산물에 대한 인식은 Table 2와 같다. 초등학

생의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는 ‘보통’이 138명(43.1%)으로 가

장 많았고, ‘좋아함’이 95명(29.7%), ‘매우 좋아함’이 25명
(7.8%), ‘싫어함’이 43명 (13.4%), ‘매우 싫어함’이 19명(5.9%)
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이 80.6%로 싫어하는 사람보다 많았

다. 이는 부산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Oh JY(2008)의 연

구에서 80.7%가 기호도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Lee & Kim(2000)의 부산지

역 학생들의 가정에서 수산물 섭취빈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주 2~3회 이상, Oh JY(2007)의 목포지역 학생들은 주 3~4회 

이상이라고 하여, 이는 지리적 여건이 바다와 인접해 있어 수

산물을 자주 접할 수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것으

로 사료되어진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Oh SG(2010)의 연

구에서는 ‘보통’이 35.6%, ‘좋아함’이 32.7%, ‘매우 좋아함’이 

16.3%로 84.6%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의 수산물

에 대한 선호도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Cho 등(2003)의 초

등학교 급식에서 영양사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의 수산물에 대

한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싫어하는 편이다’가 50.7%, ‘보통이

다’가 43.5%, ‘좋아하는 편이다’가 5.8%로 낮게 나타났고,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Nam 등(2002)의 연구에서도 수산물

에 대한 일반적인 기호도보다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수산

물에 대한 기호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수

산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급식에서 다양한 메뉴개

발 등을 통해 기호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초등학생이 수산물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맛이 좋아

서’가 64명(53.4%), ‘건강에 좋은 음식’이 31명(25.8%), ‘영양

가가 높음’이 15명(12.5%), ‘종류가 다양함’이 6명(5.0%), ‘조
리법 다양함’이 4명(3.3%)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 초등학생

(Oh & Chung 2013a; Lee SE 2009)과 중․고등학생(Nam 등 

2002)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급식의 수산물 음식을 선

호하는 이유로 ‘맛과 건강’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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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이었다. 수산물 음식을 싫어하는 이

유로는 ‘맛과 냄새가 좋지 않음’이 34명(54.8%)으로 초등학생

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좋아하는 수산물의 종류가 아

님’이 19명(30.6%), ‘씹는 느낌이 싫음’이 6명(9.7%), ‘모양이 

싫음’ 3명(4.8%)이었다. 초등학생(Cho 등 2003)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산물 특유의 맛과 냄새 때문’이 42.1%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Kim SJ 2010)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산물 음식을 싫어하는 이유로 ‘먹기가 불편함’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냄새가 싫어서’ 24.0%로 나타났다. 이
에 ‘맛과 냄새가 싫다’는 비율이 높으므로 학교급식에서 수

산물의 냄새를 최소화하고 맛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리방법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식품에 

비해 수산물 식품은 가시나 뼈를 고르는 등 ‘먹기가 불편해

서’가 수산물 음식을 싫어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므로 이

를 보완한 메뉴 개발이나 식생활 교육을 통해 수산물의 특성

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초등학생들이 수산물 음식을 먹는 이유는 ‘내가 좋아해서’가 

178명(55.6%)으로 가장 많았고,TV 등의 정보’ 49명(15.3%), 
‘선생님의 권유’가 47명(14.7%), ‘부모님의 권유’ 26명(8.1%), 
‘친구들이 먹어서’ 20명(6.3%) 순이었다. 이는 수산물의 우수

성과 정보를 TV 등 매스컴, 선생님, 부모님을 통한 식생활교

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산물 음식에 대한 인

식을 보면 ‘가능한 먹어야 함’ 189명(59.0%)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Oh JY(2008)의 부산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같은 경향이었다.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수산물 음식의 조리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튀김’이 170명(53.2%)으로 가장 많았고, ‘구이’가 

55명(17.2%), ‘볶음’이 41명(12.8%), ‘국 및 찌개’와 ‘조림’이 

각각 27명(8.4%)이었다. 이는 중․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수

산물 조리방법은 튀김류와 구이류, 선호도가 낮은 조리방법

은 젓갈류, 무침류, 국류, 전류 등(Nam 등 2002), 중학생(Han 
& Hong 2002)과 초등학생(Oh & Chung 2013b; Kim OM 2003)
도 좋아하는 조리방법이 구이와 튀김류라고 한 결과들과 같

은 경향이었다. 

3. 육류와비교한수산물음식의장점과단점에대한인식
육류와 비교한 수산물 음식의 장점을 복수응답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영양’이 194명(30.3%)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이 192명(30.0%), ‘맛’이 83명(13.1%), ‘다양한 

조리법’이 57명(8.9%), ‘가격’ 45명(7.0%), ‘위생’ 31명(4.8%), 
‘조리의 간편성’ 27명(4.2%), ‘구입의 편리성’ 11명(1.7%) 순
이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Oh SG(2010)의 연구결과도 

‘영양’ 29.6%, ‘건강’ 23.8%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

사하였으며, ‘영양’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생은 학교급식에서 ‘육류가 맛있다’가 76.6%, 
‘생선요리가 맛있다’가 58.6%로 나타나 육류요리에 대한 선

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영양이 많다’는 생선요리가 

20.5%로 육류의 6.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생선의 영양

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 수산물 음식이 건강식품

이라는 인식이 높았다(Kim OM 2003). 단점을 복수응답 방법

으로 조사한 결과, ‘맛’이 208명(32.5%), ‘다양하지 못한 조리

법’이 106명(16.6%), ‘조리의 불편성’이 91명(14.2%), ‘위생’이 

62명(9.6%), ‘가격’과 ‘구입의 불편성’이 각각 58명(9.1%), ‘건
강’ 32명(5.0%), ‘영양’ 25명(3.9%) 순으로 나타났다. 

4. 수산물 음식 개선방법 및 섭취장소에 대한 인식
학교급식에서 수산물 음식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는 Table 

2와 같이 ‘맛의 향상’이 131명(40.9%)으로 가장 높았고, ‘종류

의 교체’가 70명(21.9%), ‘섭취횟수 감소’ 51명(15.9%), ‘요리

방법 개선’ 46명(14.4%), ‘섭취횟수 증가’ 22명(6.9%)으로 나

타났다. 초등학생 대상(Lee SE 2009) 연구에서 ‘맛의 향상’이 

45.0%, 고등학생 대상(Kim SJ 2010) 연구에서 ‘더 맛이 있으

면 좋겠다’가 47.0%로 가장 높아 본 연구결과와 같았고, 수산

물의 종류나 음식별 기호도 분석을 통해 조리 방법의 다양화

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수산물 음식 섭취 장소로는 ‘집에서’가 169명(52.8%), ‘학

교급식에서’가 99명(30.9%), ‘음식점에서’가 52명(16.3%)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집’이 43.5%, 
‘학교’가 28.9%, ‘음식점’이 25.6%로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는

데(Cho 등 2003),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교’
가’ 47.1%, ‘집’이 27.9%, ‘식당’ 20.2%, ‘기타’ 4.8% 순으로 

본 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Oh SG 2010). 이는 초

등학생이 하루에 1끼를 학교에서 식사하는 것에 비해 고등학

생은 하루에 2끼에서 3끼까지 학교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많

아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5. 수산물 음식 교육에 대한 인식
수산물 음식 교육에 대한 인식은 Table 2와 같이 학교에서 

수산물 음식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정도는 ‘전혀 교육 받은 적

이 없음’이 140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을 잘 받지 

않음’ 91명(28.4%), ‘교육을 받은 적이 있음’ 58명(18.1%), ‘가
끔 교육을 받음’ 26명(8.1%), ‘자주 교육을 받음’ 5명(1.6%)으
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받은 

적이 없음’ 64.7%, ‘교육을 잘 받지 않음’ 19.0%, ‘받은 적이 

있음’ 11.0%, ‘종종 받음’이 7.5%, ‘자주 받음’ 2.0%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여 전반적으로 식생활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Kim SJ 2010). 또한 학생들은 정규 수업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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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cognition of marine products of the subjects 
(N=320)

Variables Category N(%)

Preference of marine 
products in the 
school meals

Very like 25( 7.8)
Like 95(29.7)
Average 138(43.1)
Dislike 43(13.4)
Very dislike 19( 5.9)

Reasons to dislike 
marine products

(N=62)

Taste and smell 34(54.8)
Category 19(30.6)
Shape 3( 4.8)
Chewing feel 6( 9.7)
Allergy -

Recognition of 
intake 

on the marine 
 products 

Must eat 32(10.0)
Can eat 189(59.0)
Do not eat 60(18.8)

Do not know 39(12.2)

Advantages of 
marine products to 

meat1)

Taste 83(13.1)
Price 45( 7.0)
Hygiene 31( 4.8)
Nutrition 194(30.3)
Health 192(30.0)
Plain cooking method 57( 8.9)
Inconvenience of purchasing 11( 1.7)
Inconvenience of cooking 27( 4.2)

Improve method of 
marine products

Taste 131(40.9)
Replacement of the kind 70(21.9)
Cooking method 46(14.4)
Intake frequency increase 22( 6.9)
Intake frequency reduction 51(15.9)

Educational level of 
marine products

High frequency 5( 1.6)
Sometimes 26( 8.1)
Once 58(18.1)
Low frequency 91(28.4)
None 140(43.8)

Recognition of 
marine products 
after education

Eat after education 116(36.3)
Eat little after education 157(49.0)
Not eat after education 47(14.7)

Place to eat marine 
 products

Home 169(52.8)
Restaurant 52(16.3)
School meal 99(30.9)

Reasons to like 
 marine products

(N=120)

Healthy 31(25.8)
Variation 6( 5.0)
Taste 64(53.4)
Nutrition 15(12.5)
Vary cooking method 4( 3.3)

Table 2. Continued

Variables Category N(%)

Reasons to eat 
marine products

Parents 26( 8.1)
Teacher 47(14.7)
TV 49(15.3)
Friend 20( 6.3)
Myself 178(55.6)

Intake level of 
marine products

All 122(38.1)
Some 105(32.8)
A little 83(25.9)
None 10( 3.1)

Disadvantages  of 
marine products to 

meat1)

Taste 208(32.5)
Price 58( 9.1)
Hygiene 62( 9.6)
Nutrition 25( 3.9)
Health 32( 5.0)
Plain cooking  method 106(16.6)
Inconvenience of  purchasing 58( 9.1)
Inconvenience  of  cooking 91(14.2)

Cooking method 
preference of marine 

products

Broiled 41(12.8)
Boiled 27( 8.4)
Grilled 55(17.2)
Fried 170(53.2)
Stew 27( 8.4)

Method to get the 
information

TV, newspaper 123(38.4)
Friend 6( 1.9)
Teacher 37(11.6)
Parents 110(34.4)
Book 44(13.7)

Recognition of 
nutrition in the 
marine products

Very good 62(19.4)
Good 145(45.3)
Average 102(31.9)
Not good 4( 1.2)
Not good at all 7( 2.2)

1) Multiple choices (N=640)

수산물을 주제로 이루어진 것만을 인식하고, 그 외 관련 학습 

등은 전혀 식생활교육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육 후 수산물 음식의 섭취 인식은 ‘교육 후 얼마동안 먹게 

됨’이 157명(49.0%), ‘교육 후 먹게 됨’이 116명(36.3%), ‘교육 
후 전혀 먹지 않음’이 47명(14.7%)이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교육과 수산물 음식의 기호

도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고(Lee MH 2007),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주에 걸친 식생활교육 실시 

전, 후 학생들의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에서 식습관은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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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향상되었으며, 식생활 태도의 변화는 남학생의 경우 ‘몸
에 좋다고 하는 음식을 즐겨 먹는다’라고 하였다. 또한 식품 

섭취횟수도 식생활교육 후 증가를 가져왔는데, 특히 어패류

의 섭취 횟수가 증가하였다고 하였다(Lee 등 2000). 이는 수산

물의 우수한 영양에 대해 교육을 받을수록 더 많이 수산물 음

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수산물 음식섭취를 위

해서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수산물 음식에 대한 영양지식 정보처는 ‘TV, 신문 등’이 

123명(38.4%), ‘부모님’ 110명(34.4%), ‘책’ 44명(13.7%), ‘선생

님’ 37명(11.6%), ‘친구’ 6명(1.9%)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TV 등 대중매체’ 39.5%, ‘부모

님’ 33.4%로 대중매체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학생들

이 많이 접하는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는 정확하고 유익

한 내용을 담은 영양관련 정규 프로그램 개발 및 방영에 관한 

사명감을 인식해야 하며,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다양한 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다(Kim SJ 2010). 초등학생 식

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는 영양지식을 얻는 

곳은 TV/라디오가 많았지만, 대중매체를 통해 얻은 영양지식 

점수가 가장 낮았고, 학교에서 영양지식 교육을 받았을 때 영양

Table 3. Eating attitudes by sex of the subjects                                                (N=320, M±SD)

Eating attitudes Boys Girls t-value

Regular 
 diet

Eat three meals a day. 4.20±1.06 4.21±1.08 －0.07
Regular breakfast. 3.90±1.19 3.96±1.25 －0.49
Meal always on time. 3.36±1.20 3.31±1.23 －0.91
The slow leisurely meals. 3.33±1.09 3.63±1.05 －2.58**

Do not overeat and eat the right amount. 3.59±1.15 3.89±0.98 －2.55

Balanced 
diet

Eat every meal for grains. 4.20±1.09 4.27±1.07 －0.60
Eat every one of the meat, fish, legumes. 3.80±1.18 3.83±1.01 －0.24
Eat every meal with a side dish of vegetables (except kimchi). 3.67±1.09 3.76±1.09 －0.73
Eat fruit every day. 3.47±1.12 3.76±1.11 －2.32*

Eat every day, algae such as seaweed, kelp, laver. 2.93±1.10 3.17±1.04 －2.05*

Eat milk and dairy products daily. 3.61±1.28 3.74±1.26 －0.84
Eat every meal all around. 3.35±1.09 3.47±1.01 －0.96

Diet and 
health

Try not to eat very spicy, salty, and  sweet food. 2.91±1.20 3.47±1.07 －4.40***

Try not to eat burgers, pizza, ramen. 3.22±1.19 3.79±1.05 －4.58***

Do not eat out often. 3.72±1.10 3.84±1.03 －1.03
Try not to drink cola, soda. 3.04±1.23 3.47±1.18 －3.19**

Exercise regularly. 3.33±1.25 3.12±1.03   1.64
Chew well and eat by proper attitude. 3.15±1.14 3.36±1.12 －1.62
Nutritional knowledge actually applied. 2.89±1.13 3.12±1.09 －1.87
Do not eat often animal fat (including pork, ribs). 3.09±1.09 3.45±1.14 －2.88**

Average 3.44±0.59 3.64±0.59 －3.06**

*p<0.05, **p<0.01, ***p<0.001

지식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Kim YS 2005). 즉, 학교에서

의 식생활교육이 가장 정확하고, 교육의 효과도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과 실천이 연계된 지도가 필요하며, 가정과의 연계된 실

천을 위하여 학부모의 교육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수산물 음식의 영양 성분에 대한 인식은 ‘우수하다’가 145

명(45.3%), ‘보통이다’가 102명(31.9%), ‘아주 우수하다’가 62
명(19.4%), ‘전혀 우수하지 않다’가 7명(2.2%), ‘우수하지 않

다’ 4명(1.2%) 순으로 나타났다.

6. 초등학생의 식습관 태도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식습관 태도는 Table 3과 같다. 초

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식습관 태도는 남학생이 3.44점, 여학

생이 3.64점으로 유의한 차이(P<0.01)를 나타냈으며,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식습관 태도가 좋았다. 규칙적인 식생활 영역

에서는 ‘식사를 여유 있게 천천히 한다’(P<0.01), 균형 잡힌 

식생활 영역에서는 과일을 매일 먹는다’(P<0.05), ‘미역, 다시

마, 김 등 해조류를 매일 먹는다’(P<0.05), 식생활과 건강 영

역에서는 ‘너무 맵고, 짜고, 단 음식은 가능한 먹지 않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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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P<0.001)와 ‘햄버거, 피자, 라면 등을 자주 먹지 않는

다’(P<0.001), ‘탄산음료(콜라․사이다)를 가능한 피한다’(P<0.01), 
‘동물성 지방을 자주 먹지 않는다(삼겹살, 갈비 포함)’(P<0.01)
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규칙적인 식생활의 

‘식사를 여유 있게 천천히 한다’(P<0.01)는 남학생이 3.33±1.09
점으로 여학생 3.63±1.05점보다 식생활 태도가 낮았다.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본 연구 경향과 같이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식사를 여유 있게 천천히 하였는데 이는 남학

생들은 식사 후에 놀기 위해서 빠르게 식사를 하였다(Kim EJ 
2008). 식사 속도는 식사량과 비만과의 관계가 깊으므로 식사

를 여유 있게 즐기면서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

하며, 학교에서 가장 늦게 식사를 하는 고학년의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정해진 시간동안 식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균형 잡힌 식생활의 ‘과일을 매일 먹

는다’는 여학생이 3.76점으로 남학생 3.47점으로 보다 높아, 여
학생이 과일을 즐겨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역, 다시마, 김 

Table 4. Eating attitudes by marine products preference of the subjects                          (N=320, M±S.D.)

Eating attitudes Prefered 
group

Average 
group

Non-prefered 
group F

Regular 
diet

Eat three meals a day. 4.47±0.91a1) 4.14±1.08b 3.84±1.20c  8.14***

Regular breakfast. 4.28±1.07a 3.83±1.21b 3.48±1.33c 10.05***

Meal always on time. 3.70±1.13a 3.31±1.23b 3.15±1.24b  5.54**

The slow leisurely meals. 3.68±1.09a 3.41±1.04ab 3.23±1.11b  4.11*

Do not overeat and eat the right amount. 3.89±1.07a 3.76±1.01a 3.38±1.19b  4.78**

Average 4.01±0.76a 3.69±0.81b 3.41±0.89c 11.80***

Balanced 
diet

Eat every meal for grains. 4.40±0.96 4.17±1.12 4.05±1.19  2.58
Eat every one of the meat, fish, legumes. 3.91±116a 3.76±1.02a 3.74±1.14b  0.73
Eat every meal with a side dish of vegetables (except kimchi). 4.03±1.03a 3.55±1.03b 3.50±1.23b  7.96***

Eat fruit every day. 3.83±1.08a 3.44±1.07ab 3.57±1.26b  4.02*

Eat every day, algae such as seaweed, kelp, laver. 3.37±1.08a 2.94±0.94b 2.66±1.20b 10.50***

Eat milk and dairy products daily. 3.75±1.27a 3.65±1.26a 3.56±1.30b  0.48
Eat every meal all around. 3.82±1.08a 3.27±0.87b 2.94±1.10c 18.01***

Average 3.87±0.70a 3.54±0.61b 3.43±0.74b 12.02***

Diet and 
health

Try not to eat very spicy, salty, and sweet food. 3.34±1.23 3.15±1.05 2.95±1.26  2.40
Try not to eat burgers, pizza, ramen. 3.74±1.11 3.46±1.10 3.11±1.25  6.30**

Do not eat out often. 4.03±0.96a 3.63±1.05b 3.61±1.19b  5.75**

Try not to drink cola, soda. 3.64±1.11a 3.11±1.17b 2.79±1.34b 12.26***

Exercise regularly. 3.56±1.16a 3.14±1.04b 2.77±1.21c 10.75***

Chew well and eat by proper attitude. 3.49±1.16 3.22±1.02 2.85±1.20  6.82***

Nutritional knowledge actually applied. 3.24±1.12a 2.89±0.99b 2.79±1.28b  4.70**

Do not eat often animal fat (including pork, ribs). 3.41±1.13 3.25±1.09 3.02±1.15  2.52
Average 3.56±0.67a 3.23±0.68b 2.99±0.66c 16.24***

Total average 3.78±0.56a 3.46±0.55b 3.25±0.61c 20.70***

*p<0.05, **p<0.01, ***p<0.001
1) a, ab, b, c = Duncan group

등 해조류를 매일 먹는다’는 남학생은 2.93점, 여학생은 3.17
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과 건강에서

는 ‘너무 맵고, 짜고, 단 음식은 가능한 먹지 않으려고 한다’
에서는 남학생이 2.91점으로 여학생의 3.47점보다 낮아,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햄
버거, 피자, 라면 등을 자주 먹지 않는다’에서는 남학생이 

3.22점, 여학생은 3.79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스턴트

식품을 더 즐겨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음료를 가능한 

피한다’에서는 남학생은 3.04점, 여학생은 3.47점으로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동물성 지방을 자주 

먹지 않는다(삼겹살, 갈비 포함)’에서는 남학생이 3.09점, 여
학생은 3.45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동물성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수산물 선호도에 따른 식습관 태도는 Table 4

와 같다. 초등학생의 식습관 태도는 수산물 선호도에 따라 수

산물을 좋아하는 그룹은 평균 3.78점, 보통인 그룹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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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점, 수산물을 싫어하는 그룹은 평균 3.25점으로 나타나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수산물을 좋아하는 그

룹의 식습관 태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좋았다. 규칙적인 

식생활 영역에서 ‘매일 3끼를 모두 먹는다’(P<0.001), ‘아침식

사를 규칙적으로 한다’(P<0.001), ‘늘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

는 편이다’(P<0.01), ‘식사를 여유있게 천천히 한다’(P<0.05), 
‘과식하지 않고 언제나 적당한 양을 먹는다’(P<0.01)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수산물을 좋아하는 그룹

의 식습관 태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
한 규칙적인 식생활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

은 수산물을 싫어하는 그룹의 ‘늘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

는 편이다’가 3.15점으로 식사시간이 대체로 불규칙한 것을 

알 수 있었고, 규칙적인 식생활이 수산물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균형 잡힌 식생활 영역에서는 ‘채소반

찬을 매끼 먹는다(김치 제외)’(P<0.001), ‘미역, 다시마, 김 등 해

조류를 매일 먹는다’(P<0.001), ‘매끼 골고루 식사한다’(P<0.001)
에서 수산물 선호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수산

물을 좋아하는 그룹의 식습관 태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좋았다. 식생활과 건강 영역에서는 ‘햄버거, 피자, 라면 등을 자

주 먹지 않는다’(P<0.01), ‘외식은 자주 하지 않는다’(P<0.01),

Table 5. Nutrition knowledge by sex of the subjects                                                     N(%)
Category Boys Girls Total χ2

An amount of nutrient for body is same all people. 103(63.2)  93(59.2) 196(61.3)   0.53
If we don't exercise as much as we eat, body weight will increase as fat. 147(90.2) 144(92.3) 291(91.2)   0.45
High nutritive value food means high calorie food. 102(62.6) 113(72.0) 215(67.2)   3.20
A same amount of carbohydrate and fat product same calorie. 100(61.3) 106(68.4) 206(64.8)   1.73
A cola and cider doesn't have a calorie. 150(92.0) 134(85.4) 284(88.8)   3.57
A carbohydrate is nutrient that makes active energy. 138(85.7) 128(82.1) 266(83.9)   0.79
Protein food is meat, fish, eggs and beans. 145(89.0) 141(89.8) 286(89.4)   0.06
A carbohydrate is nutrient that makes up our body.  84(51.9)  76(48.7) 160(50.3)   0.31
Tofu is an excellent protein food. 152(93.3) 149(94.9) 301(94.1)   0.39
The obesity susceptible to high blood pressure, or heart disease. 150(92.6) 150(96.2) 300(94.3)   1.89
Nutritional supplements is enough to keep health. 104(64.6) 123(78.8) 227(71.6)   7.91**

It is recommended to eat fresh fruits and vegetables to the intake of the vitamin. 160(98.2) 155(98.7) 315(98.4)   0.17
This is because it is low fat lips, mouth gaping destroy. 139(85.3) 135(86.0) 274(85.6)   0.03
If you are iron deficiency, susceptible to anemia. 137(84.0) 141(89.8) 278(86.9)   2.33
A calcium is nutrient that makes up the bones and teeth. 151(92.6) 147(93.6) 298(93.1)   0.12
To lose weight, we should not to eat breakfast. 151(92.6) 154(98.1) 305(95.3)   5.32*

Dietary fiber-rich food is good for obesity prevention.  85(52.1)  85(54.5) 170(53.3)   0.18
The supplement to give you enough to eat later when you did  not eat enough on growth. 122(74.8) 139(88.5) 261(81.6)   9.96**

To eat salty better for your health. 154(94.5) 155(98.7) 309(96.6)   4.35*

We must have good eating habits from an early age. 161(98.8) 157(100) 318(99.4)   1.94
M±S.D. 16.27±2.44 16.76±2.05 16.52±2.45 －1.97*

*p<0.05, **p<0.01

‘탄산음료(콜라․사이다)를 가능한 피한다’(P<0.001), ‘규칙적

으로 운동을 한다’(P<0.001), ‘바르게 앉아 꼭꼭 씹어 먹는다’ 
(P<0.001), ‘영양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한다’(P<0.01)에서 수산

물 선호도에 따라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수산물을 

좋아하는 그룹의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식습관 태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좋았다. 전체적으로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수산물을 좋아하는 그룹의 ‘매일 3끼를 모두 먹는다’가 4.47점
이었고, 이는 규칙적인 식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의 결과

로 사료된다. 또한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수산물을 싫어하

는 그룹의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를 매일 먹는다’로 2.66점
이었는데, 이는 학생들이 식재료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섭취

하였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학교급식에서는 칼

슘(Ca)을 보충하고 맛을 내기 위해 매일 국물 육수를 만드는 

재료로 다시마, 국멸치, 국새우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학동기 아동의 영양필요량과 섭취방법에 

대해, 또한 해조류의 영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7. 초등학생의 영양 지식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영양지식은 Table 5와 같다.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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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성별에 따른 영양지식은 남학생이 16.27점, 여학생이 

16.76점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영양지식 점수가 높았다. 항목별 영양지식은 ‘적절

한 식사 대신에 영양보충제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 
(P<0.01)와 ‘살을 빼기 위해서는 아침을 굶어야 한다’(P<0.05), 
‘성장기에 충분히 먹지 못하여 잘 자라지 못했을 때 나중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면 된다’(P<0.01), ‘짜게 먹는 것이 건

강에 좋다’(P<0.05)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답률이 높아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적절한 식사 대신에 

영양보충제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충분하다’(P<0.01)에서는 

남학생(64.6%)이 여학생(78.8%)보다 정답률이 낮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영양지식 수준이 낮았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아침

을 굶어야 한다’(P<0.05)에서는 남학생(92.6%)이 여학생(98.1%)
보다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남․여학생이 모

두 살을 빼기 위해서 밥을 굶는 것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성장기에 충분히 먹지 못하여 잘 자라지 못했을 

때 나중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면 된다’(P<0.01)에서는 남학

생(74.8%)이 여학생(88.5%)보다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짜

Table 6. Nutrition knowledge by marine products preference of the subjects                                 N(%)

Category Prefered
group

Average 
group

Non-prefered 
group Total χ2

An amount of nutrient for body is same all people.  79(65.8)  85(61.6) 32(51.6) 196(61.3) 3.50
If we don't exercise as much as we eat, body weight will increase as fat. 107(89.2) 127(92.7) 57(91.9) 291(91.2) 1.05
High nutritive value food means high calorie food.  75(62.5)  98(71.0) 42(67.7) 215(67.2) 2.12
A same amount of carbohydrate and fat product same calorie.  76(63.9)  91(66.4) 39(62.9) 206(64.8) 0.30
A cola and cider doesn't have a calorie. 107(89.2) 122(88.4) 55(88.7) 284(88.8) 0.04

A carbohydrate is nutrient that makes active energy. 106(89.1) 112(82.4) 48(77.4) 266(83.9) 4.53
Protein food is meat, fish, eggs and beans. 111(92.5) 119(86.2) 56(90.3) 286(89.4) 2.73
A carbohydrate is nutrient that makes up our body.  63(52.9)  71(51.8) 26(41.9) 160(50.3) 2.20
Tofu is an excellent protein food. 115(95.8) 126(91.3) 60(96.8) 301(94.1) 3.37
The obesity susceptible to high blood pressure, or heart disease. 112(94.1) 129(93.5) 59(96.7) 300(94.3) 0.85
Nutritional supplements is enough to keep health.  85(71.4)  95(69.3) 47(77.0) 227(71.6) 1.24
It is recommended to eat fresh fruits and vegetables to the intake of the vitamin. 120(100) 133(96.4) 62(100) 315(98.4)  6.70*

This is because it is low fat lips, mouth gaping destroy. 100(83.3) 123(89.1) 51(82.3) 274(85.6) 2.46
If you are iron deficiency, susceptible to anemia. 101(84.2) 121(87.7) 56(90.3) 278(86.9) 1.50
A calcium is nutrient that makes up the bones and teeth. 114(95.0) 126(91.3) 58(93.5) 298(93.1) 1.39
To lose weight, we should not to eat breakfast. 114(95.0) 132(95.7) 59(95.2) 305(95.3) 0.07
Dietary fiber-rich food is good for obesity prevention.  69(57.5)  71(51.4) 30(49.2) 170(53.3) 1.46

The supplement to give you enough to eat later when you did  not eat enough on growth.  96(80.0) 113(81.9) 52(83.9) 261(81.6) 0.42
To eat salty better for your health. 116(96.7) 134(97.1) 59(95.2) 309(96.6) 0.49
We must have good eating habits from an early age. 120(100) 137(99.3) 61(98.4) 318(99.4) 1.75

M±S.D. 16.63±2.32 16.48±2.28 16.35±2.15 16.51±2.26 0.34
*p<0.05 

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P<0.05)에서는 남학생(94.5%)이 

여학생(98.7%)보다 정답률이 낮았지만, 대부분의 남․여학생

이 짜게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영양지식

은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영양 지식의 점수가 높

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함을 알 수가 있었다(Kim EJ 
2008). 

초등학생의 수산물 선호도에 따른 영양지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초등학생의 영양지식은 수산물 선호도 결과에 따라 

좋아하는 그룹은 매우 좋아한다와 좋아한다의 120명(37.5%)을 
좋아하는 그룹으로, 보통이다의 138명(43.1%)을 보통인 그룹

으로, 싫어한다와 매우 싫어한다의 62명(19.3%)을 싫어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했을 때, 좋아하는 그룹이 16.63점, 보통

인 그룹이 16.48점, 싫어하는 그룹은 16.35점으로 20점 만점

에 평균 16.51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의 영양지식은 수산물 선호도에 따라 ‘비타민의 섭취를 위해

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이 좋다’(P<0.05)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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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수산물을 좋아하는 그룹과 싫

어하는 그룹이 보통인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장 정답률

이 높은 문항은 수산물을 좋아하는 그룹의 ‘비타민의 섭취를 

위해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이 좋다’ 와 ‘좋은 식

습관은 어릴 때부터 길러야 한다’의 문항으로 100%의 정답

률을 나타내었다. 또한 전체 문항 중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

항은 수산물을 싫어하는 그룹의 ‘우리 몸의 피와 살을 만드

는 영양소는 탄수화물이다’가 41.9%로 나타났다. 영양지식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으며(Park 등 2000), 영양과 식품에 관한 기

초 지식을 바탕으로 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합리적인 

식사계획 및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Kang 등 2001). 이
처럼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영양지식은 직접, 
간접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Park SU 2004). 따라

서 학령기 아동의 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무엇보다 식

생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급식에서 초등학생의 수산물에 대한 인식

을 알아보고, 식습관 태도, 영양지식의 차이를 조사하여 학교

급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수산물에 대한 인식, 식습관 태도와 영양

지식을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8.0 for Window) 프로그

램으로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초등학생의 수산물에 대

한 선호도는 ‘보통’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이상은 80.6%로 일반적으로 수산물을 좋아하였다. 수산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맛과 건강’이었고, 싫어하는 이유는 ‘맛과 

냄새가 좋지 않음’이었다. 수산물을 섭취하는 이유는 내가 좋

아해서, TV 등에서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였고, 학교급식의 

수산물 음식에 대한 인식은 ‘가능한 먹어야 함’이 가장 높았

다. 섭취 정도는 ‘모두 다 먹는다’가 38.1%로 나타났고, 수산

물을 육류와 비교했을 때의 장점은 영양과 건강, 단점으로는 

맛과 다양하지 못한 조리방법이었다. 수산물 음식의 개선 사

항으로는 맛의 향상과 종류의 교체, 조리방법은 튀김과 구이

를 좋아했으며, 수산물에 대한 교육은 ‘교육을 전혀 받은 적

이 없다’가 가장 높았다. 수산물의 영양지식 정보처는 TV, 신
문 등과 부모님, 수산물에 대한 교육 후 섭취인식은 ‘얼마 동

안 먹게 됨’이 49.0%, ‘먹게 됨’이 36.3%이었다. 영양성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섭취 장소는 집과 학교급식 

순이었다.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식습관 태도는 남학생이 

3.44점, 여학생이 3.64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식습관 태도가 좋았다. 또한 수산물을 좋

아하는 그룹이 규칙적인 식생활과 균형 잡힌 식생활, 식생활

과 건강에 대한 태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좋았다. 초등학

생의 성별에 따른 영양지식은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영양지식이 높

았다. 또한 수산물을 좋아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영양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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