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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veloped a vegetable preference increase program that can be applied at the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CCFM) for children in child-care facilities and kindergarten and the training performance was evaluated by 
192 5-year old children. Teachers considered ‘disliked food’ (3.23±0.85/out of 5) as the most serious nutritional problem 
and typical disliked food was ‘vegetables’ (54.2%). Based on this finding, to increase the preference for vegetables, a five- 
phase education program was developed. In this program, each phase was composed of activities to increase children's 
interest in vegetables by using each sense out of the five senses. Center dieticians had visited and conducted the program 
in 12 facilities. By using an illustration assessment tool, the training performance was evaluated by comparing the children's 
knowledge level and their preference changes in vegetables. Consequently, as examined by 10 questions on the knowledge 
of vegetables, trained children's (in total 192) knowledge of vegetables had considerably increased (p<0.01, p<0.001), and 
their preference for 15 out of the 16 vegetables, except for carrots, also showed a considerable preference increase after 
the training (p<0.01, p<0.001). Therefore, this program is considered to have contributed to reducing disliked vegetable 
eat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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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영․유아기는 음식에 대한 감각과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

기로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

요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정립해 주어야만 하는 때이다. 교육

기관에서 단체생활을 처음 시작한 어린이의 부모들은 그 곳

에서 아이가 무엇을 먹는지, 골고루 먹는지 등을 항상 걱정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는 2011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하

였고,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20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Mini-
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에서는 2~15명의 급식관련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관할 구역의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

는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급식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원장, 교사, 조리원, 학부모 등의 성인은 물론 유아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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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양교육이란 “교육대상의 영양상태 증진을 목적으로 영

양과 관련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라

고 정의된다. 즉, 바람직한 식생활 영위에 필요한 영양지식을 

습득시켜 실생활에 실천하려는 태도를 갖도록 하며, 스스로 

행동에 옮겨 실천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Lee 
등 2013). 영양교육의 목적은 영양상태를 향상시킴으로써 정

상적인 성장과 건강의 유지는 물론 질병까지 예방하는 것이

다. 특히 영․유아기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초기이므로 영양교

육을 통해 바른 식습관이 정착되게 이끌어야 할 것이다(Her 
& Jung 2009). 최근 여성의 취업 증가와 가족 구조의 변화 등 

여러 사회․환경 요인의 변화에 의해 영․유아기부터 가정

보다 교육기관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정에서 전담

하던 영양관리의 한 부분을 교육기관에서 담당하게 되어 영

양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Lee 등 2013). 2008년
에서 2009년에 걸쳐 실시된 센터에 대한 지원 요구도 조사결

과(Kim 등 2011)에서 ‘아동 대상 영양 및 위생교육’이 3.99점
(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나, 영양교육이 기본 지원사업으로 

포함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각 지역의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에서는 관할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영양에 대한 개념

과 지식을 습득하거나 음식에 대한 태도, 식사예절과 위생 등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어린

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이전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건강교육활동으로 영양교육이 시행되었지만, 센터 영양사에 

의한 방문교육은 학습동기 부여, 교육의 전문성, 교육 주제에 

맞는 교구 사용 등에서 원장과 교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Jo 등 2015).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등록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채소편식 

예방에 관한 3회 반복교육을 실시한 결과, 채소를 먹으려고 

노력하는 자녀의 비율이 교육 전후 비교에서 유의적으로 개

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Jo 등 2015). 특히 영양교육의 전문성

을 갖춘 영양사가 전문적인 영양교육 인력이 확보되지 못한 

유아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센터․시

설․가정이 연계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유아의 

올바른 영양․위생 지식의 습득과 실천에 매우 효과적인 교

육모델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유아기에는 많은 간식 섭취, 식욕부진, 식사 불규칙 및 결

식, 편식, 인스턴트식품 섭취 증가 등 다양한 식생활 문제가 

나타난다(Yu KH 2009; Lee 등 2016). 특히 편식은 음식을 좋

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강하고, 식사내용이 영양적으로 불

균형하여 발육과 성장 및 영양상태가 상당히 뒤떨어지는 경

우를 뜻한다(Wright & Radiclife 1992). 편식이 심한 경우, 영
양소의 결핍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데, 유아의 

약 60~70%가 편식하며, 김치류, 채소류, 콩류, 생선류 등이 

주된 편식식품이었다(Oh & Chang 2006). 울산지역 유아의 약 

30% 정도만 음식 투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고(Yu 
KH 2009), 무기질과 비타민 및 식이섬유의 섭취를 위해서 편

식식품의 섭취가 증가되도록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식생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어(Lee & Lee 
201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이와 관련된 유아 대

상의 영양교육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는 직․간접 경험을 오감을 통하여 경험하고, 이는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Seol MH 2012). 루소는 이 시기에 자

발적 놀이와 신체활동을 통해 손, 눈, 귀, 입, 코 등의 오감을 

작용하게 함으로써 감각적인 경험과 인식에 의해 주체적인 

인간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것을 몸에 익혀야 한다고 보았다

(Park SR 2001). 그는 신체교육과 함께 감각교육이 아동교육

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어릴 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하

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자발적인 놀이와 신체활동 속에서 

오감을 작용하게 함으로써 감각적인 경험에 의해 인식 발달

을 올바르게 하는 것(Park SR 2001)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현

장에서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의 오감이 사고 유발 

및 사고 과정을 거쳐 인식이나 감정이 형성되도록 하므로 이

를 통해 감성능력을 개발하고, 지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성장

을 도모하는 교육방법을 오감활용 감성교육이라 부른다(Lee 
SS 2013). 오감활용 교육은 주로 초등학교의 미술(Ko HJ 
2008), 사회(Park JH 2009), 국어(Seol MH 2012) 교과에서 실

시되었고, 실과 가정영역에서 오감활용 감성교육을 통해 감

성능력 함양 및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이 증진되었다

고 보고된 바 있다(Lee 등 2013).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이 오감 교육을 통해 이루어

진 사례로서 Chung YH(2003)는 요리활동 과정 중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 오감을 사용해 유아가 크기, 모양, 색깔, 
맛, 촉감, 냄새 등의 기초개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Ju 
HJ(2014)는 한국전통음식을 만들면서 오감을 이용해 음식 재

료를 탐색하게 한 결과, 유아가 주도적, 직접적, 구체적 조작 

활동을 통하여 감각경험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며, 유아의 모

든 발달영역에 도움을 주는 경험이 되었다고 하였다. 유아 대

상 요리활동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적용한 연구(Kim 등 2014)
에서도 요리활동이 유아의 오감을 모두 사용하는 최적의 활

동으로 지식이나 기술 습득뿐 아니라, 성공감과 만족감을 맛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보고하여 요리활

동을 포함한 오감활용 교육이 유아에게도 교육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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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procedure Description

Demand survey for 

nutrition education 

- Study reference materials and previous studies

- Select target for the survey(teachers)

- Prepare questionnaire and conduct survey

- Analyze survey results(Select the theme)

Develop vegetable preference 

increase program utilizing 

five senses

- Select education contents for each phase per sense for vegetable preference increase

- Prepare contents for education methods per each phase of five senses

- Prepare education plans

Application of vegetable preference 

increase program and 

performance evaluation

- Develop illustration assessment tool for vegetable knowledge level and preference

- Apply the program to 5-year olds at kindergarten and child-care facilities

- Evaluate before-and-after vegetable knowledge level and preference change   

- Result analysis

Fig. 1. Study procedure and description.
 

의 식생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영양교육

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만큼 교육적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된 오감활용 교육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선행연구들(Chung 
YH 2003; Ju HJ 2014; Kim 등 2014)처럼 요리활동에 그치지 

않고, 이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을 오감활용 교육의 방법으

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아의 편식식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오감을 활용해 선호도를 증진하는 것은 편식 개선

교육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현장 방문하여 시행할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만 5세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그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유아 영양교육

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

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센터 관할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이 생각하는 만 5세 유아들의 식생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영양교육의 조건을 알아보았고, 둘째, 개
발된 오감을 활용한 채소 선호도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채

소 지식과 선호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원아대상의 영양교육 요구도 조사대상자는 창원시 1 어린

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 및 유치원 160개소 

중 설문 참여에 동의한 121개소의 유아반 교사였다.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로 시설 당 만 5세 담당교사 1명에게 설문

지를 배부해 자가 응답하게 하였고, 총 79부(회수율 65.3%)가 

회수되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만 5세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두 

관리하고, 이 두 시설에서 관리하는 공통 연령이 만 4세와 5
세인데, 발달 면에서 만 5세가 교육과 효과 평가에 더 용이하

기 때문에 이 연령을 교육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개발된 채소 선호도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위해 센

터에 등록된 어린이집 중에서 교육 참여 신청을 한 12개소의 

만 5세반 아동 214명을 대상으로 2015년 5월에서 8월까지 잘 

훈련 받은 센터 영양사들이 각 시설을 5주간 주 1회 방문하

여 30분 분량의 총 5차시 교육을 실시하였다. 각 시설의 만 

5세반 아동 수는 14~20명 수준이었고, 5차시 교육에 모두 참

여하고, 교육 전과 후 설문 문항에 응답한 192명(남아 82명, 여
아 110명)의 자료를 평가에 이용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행연구(Hong 등 2010; Seo 

등 2010; Choo & Chung 2013)를 통해 연구설계를 하였으며, 전
반적인 절차는 Fig. 1과 같다. 연구는 영양교육 요구도 조사, 오
감 활용 채소 선호도 증진 프로그램 개발, 오감 활용 채소 선호

도 증진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 평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3. 연구도구

1) 영양교육 요구도 조사지
영양교육 요구도 조사지는 영양교육 요구도 영역의 5문

항, 유아의 영양문제에 대한 인식 영역의 10문항, 대표적인 

편식식품 1문항, 일반사항 영역의 3문항의 총 19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영양교육 요구도 영역에서는 바람직한 영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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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llustration assessment tool for children's vegetable 
knowledge level and preference.

 

Variable Item Frequency (%)

Age
20's 22( 27.8)
30's 37( 46.8)
Over 40 20( 25.3)

Education 
career

Below 5 years 33( 41.8)
5∼10 years 26( 32.9)
10∼15 years 12( 15.2)

Over 15 years  8( 10.1)

Type of 
education 
facility

Private child-care center 52( 65.8)
City child-care center 11( 13.9)
Company in-house
child-care center  7(  8.9)

Home child-care  5(  6.3)
Private kindergarten  4(  5.1)

Total 79(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eachers for demand 
survey for nutrition education 

실시횟수와 1회 교육시간, 유아가 좋아하는 교육방법과 교

육자료, 유아에게 필요한 영양교육 분야를 조사하도록 구성

하였다. 유아의 영양문제에 대한 인식 영역에서는 편식, 과
식, 가공식품 과잉 섭취, 잦은 외식, 식욕 부진, 아침 결식, 
불규칙한 식사시간, 과자․사탕류 과잉 섭취, 패스트푸드 과

잉 섭취, 탄산음료 과잉 섭취의 10문항에 대하여 Likert의 5
점 척도(1점: 전혀 심각하지 않다~5점: 매우 심각하다)를 사

용하여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10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을 수행한 결과, Cronbach’α값이 0.884로 나타났다. 유아의 

대표적인 편식식품에 대해서는 다지선다형으로 조사하였다. 
일반사항 영역에서는 응답자의 연령, 교육경력, 근무하는 영

유아 교육기관의 형태를 조사하였다. 교사용 영양교육 요구

도 조사지는 초안 완성 후 창원시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터에 등록된 어린이집 교사 7명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 

후 완성하였다.  

2) 유아용 채소 지식 조사지와 선호도 조사지
사전검사(1차시 교육 전)와 사후검사(5차시 교육 후)로 센

터 영양사나 교사가 유아와의 면담을 통해 교육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해 개발한 두 가지의 조사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
육에 활용된 채소를 반영한 그림으로 된 채소 지식과 선호도 

조사지가 이용되었다(Fig. 2). 그림 조사지는 스스로 글을 읽고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유아를 대상으로 평가할 때 적합하다

(Hong 등 2010). 채소 지식 조사지는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 교육을 통해 알게 된 채소에 관한 질문을 읽거나, 듣고 

그림으로 제시된 3가지 채소 중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

표를 하게 하였다. 채소 선호도 조사지는 교육에 실제 이용한 

당근, 양파, 연근, 무, 콩나물, 버섯, 양배추, 상추, 깻잎, 시금치, 
가지, 오이, 토마토, 피망, 미역, 김의 16가지 채소 그림을 주고, 
잘 먹을 수 있는 것에 ○표를 하게 하였다. 

4. 자료 분석
조사 결과는 SPSS version 18.0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

였다. 명목형 자료들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고, 등간 및 

비율척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교육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채소 지식은 대응표본 t 검정, 채소 선호도

는 χ2-test를 이용하였다.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표시하

였다.  

결과 및 고찰

1. 영양요구도 조사 결과

1) 교사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교사의 연

령은 ‘30대’(46.8%)가 가장 많았고, ‘20대’(27.8%)와 ‘40대 이

상’(25.3%)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교육경력은 ‘5년 미만’인 

경우가 4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10년’이 32.9%
로 나타났다. 근무하는 교육기관 형태로는 ‘민간어린이집’이 

65.8%로 가장 많았고, ‘시립어린이집’ 13.9%, ‘법인어린이집’ 
8.9%, ‘가정어린이집’ 6.3%, ‘사립유치원’ 5.1% 순으로 나타

났다. 

2) 영양교육 실시 횟수 및 시간에 대한 요구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아를 대상으로 했을 때 바

람직한 영양교육 실시횟수는 ‘1개월에 1회’가 69.6%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한 학기에 1회’도 21.5%를 나타내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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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Item Frequency (%)

Preferred 
training 
methods 

by children1) 

Role play  42( 36.5)
Cooking  24( 20.9)
Game  23( 20.0)
Sing along  12( 10.4)

Experiments   8(  7.0)
Craftwork   6(  5.2)

Total 115(100.0)

Preferred 
training 

materials 
by children2) 

Real thing  43( 29.1)
Attachable/detachable materials  27( 18.2)
Dolls  19( 12.8)

Children's story book  17( 11.5)
Stickers  17( 11.5)
Videos  14(  9.5)
Photos, Pictures  11(  7.4)

Total 148(100.0)

Most necessary 
are of nutrition 
education for 

Children3) 

Proper eating habit  69( 50.4)

Table manner  34( 24.8)
Nutrition/health topics  23( 16.8)

Others  11(  8.1)

Total 137(100.0)
1)~3) Multiple reponses

Table 3. Preferred methods of nutrition education, training 
materials and necessary area for nutrition education 

Variable Item Frequency (%)

Desirable 
number of 

nutrition education

Once a week  3( 3.8)

Once a fortnight  4( 5.1)
Once a month 55(69.6)
Once a semester 17(21.5)

Desirable 
training hour

Less than 20 min 11(13.9)
20~30 min 61(77.2)
30~40 min  7( 8.9)

Table 2. Number of nutrition education and training hours 
(n=79)

시 소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Park 등 2011)에서는 63.9%의 교사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3개월에 1회’가 20.0%, ‘6개월에 1회’가 20.0%로 실

시 빈도가 높지 않았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계획 없이 

수시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

으며(Kwon MH 2006),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한계점

으로 ‘전문성 부족’(47.6%), ‘관련 자료의 부족’(25.4%)을 꼽

아서(Park 등 2011) 영양전공자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되었다. 유아의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응답

하였듯이 ‘1개월에 1회’ 정도나 그 이상 자주 반복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침에는 센터 영양팀 인력으로 감당

해야 하는 정규 영양교육 횟수를 년 2회로 규정하고 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6). 정규 영양교육의 수

혜 대상은 관할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들 대다수가 포함되

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된 5차시의 채소 선호도 증진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하기에는 비용과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제약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12개소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되, 
영양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을 실

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교사들은 바람직한 1회 교육시간으로 대부분 ‘20 

~30분’(77.2%)을 선호하였다. 유아의 주의집중 시간이 짧은 것

을 고려할 때 30분 정도의 교육시간이 바람직하겠고, 한 차시

마다 교육주제에 맞는 1~2개의 활동으로 구성하면 지루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교사들의 자문에 따라 각 차시 프로그램 개

발에 반영하였다. 

3) 영양교육 방법 및 분야에 대한 요구
본 연구에서는 원아들이 선호하는 영양교육 방법(Table 3)

은 ‘극활동’(36.5%), ‘요리활동’(20.9%), ‘놀이활동’(20.0%)으
로 나타나, Her & Jung(2009)의 조사결과인 ‘동화’(29.4%), ‘극

활동’(24.4%), ‘노래’(23.1%)와는 차이를 보였다. 설문조사에

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극활동’을 본 연구의 개발 

프로그램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센터 영양사 1인이 방문 

교육하는 상황에서는 극활동 수행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으로 

대신 차순위로 나타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선호하는 교육자료는 ‘실물’(29.1%), ‘탈부착자료’(18.2%), 

‘인형’(12.8%), ‘동화책’(11.5%), ‘스티커’(11.5%) 순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 시 원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

자료(29.1%)인 ‘실물’을 가지고 직접 오감으로 느끼고, 관찰하

며, 이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 활동들로 구성하도록 조사결

과를 반영하였다.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유아기는 

전조작기로서 구체적인 모양에 사고가 좌우한다(Yunk SJ 2007)
고 보고되므로 채소 ‘실물’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

료되었다.
원아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교육 분야에는 ‘바른 식습관’이 

50.4%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식사예절’(24.8%), ‘영양․

건강문제’(16.8%)순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활동사례집(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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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Mean±S.D. 
Picky eating 3.23±0.851)

Excessive intake of cookies/candies 3.22±0.81
Excessive intake of process foods 3.16±0.85
Excessive intake of fast foods 3.10±0.91
Skip of breakfast 3.08±0.73

Excessive intake of carbonated drinks 2.91±0.96
Frequent eating out 2.89±0.68
Lack of appetite 2.78±0.78
Irregular meal time 2.73±0.75
Excessive eating 2.65±0.77

Total 2.97±0.57
1) A 5-point Likert type scale: 1 point (absolutely not serious)~5 

point (very serious) 

Table 4. Teachers' perception on children's nutrition 
problems (n=79)

Fig. 3. Teachers' perception on children's disliked foods.

에서도 ‘바른 식습관’을 기르기 위한 영양교육이 아침밥 먹기, 
골고루 먹기, 각종 편식 예방, 싱겁게 먹기, 건강한 음식 고르

기 시장놀이, 세계음식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로 개발되어 

시도된 것으로 소개되었다.
 
4) 유아의 영양문제에 대한 인식
유아의 영양문제에 대한 교사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Table 

4)를 보면 ‘편식(3.23점±0.85)’과 ‘과자․사탕류 과잉섭취(3.22
점±0.81)’가 비슷하게 높았던 반면, ‘과식(2.65점±0.77)’에 대

한 인식도는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표적인 편식식품으로 

‘채소류(54.2%)’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다음이 ‘콩류(28%)’, 
‘김치(12.2%)’, ‘기타(5.6%)’순으로 나타났다(Fig. 3). 따라서 교

육 프로그램의 목적을 채소 편식을 예방․개선하는데 두며, 이
를 위해 채소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게 되었다. 유아가 편식하는 이유로는 ‘맛’(30.7%), ‘먹어 보지 

않아서’(20.0%), ‘질감’(18.7%), ‘냄새’(14.7%), ‘색깔’(6.7%) 순으

로 나타났고(Pyun & Lee 2010), Oh 등(2012)의 연구에서도 채소

와 과일 섭취 시의 단점으로 ‘색이 싫어서’, ‘맛이 없어서’, ‘모
양이 이상해서’, ‘가족이 싫어해서’로 나타나, 식품에 대한 미경

험과 함께 오감과 관련된 사항이 편식의 원인임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총 5차시의 프로그램으로 채소에 노출되는 기회를 

많이 주고(Lee & Chung 2015), 오감을 통해 채소의 특성을 알

고, 채소와 친근해질 수 있는 기회(Cho & Park 2015)를 제공하

는 내용으로 채소 선호도 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 오감 활용 채소 선호도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영양교육 요구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아들에서 가장 문

제가 된 채소 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오감 활용 채소 선호도 

증진 프로그램 ‘채소가 궁금해’를 개발하였다. 교육내용과 방

법은 채소 편식과 오감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Oh 등 2012; 
Lee & Lee 2014; Cho & Park 2015; Son 등 2015)을 참고로 

하되, 대학교수 2명과 창원시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

양팀 소속 영양사 5명의 토의를 거쳐 30분 분량으로 된 총 

5차시의 내용 체계도를 먼저 작성하고, 이에 따른 교육안과 

교육매체를 개발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1개소의 만 5세반을 

대상으로 교육을 사전 적용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내용 체

계도와 교육안을 일부 수정해 완성하였다. ‘채소가 궁금해’ 
프로그램은 원아들이 선호하는 교육방법으로 교사들이 응답

한 요리활동, 놀이 활동, 노래 부르기 활동으로 구성되었으

며, 대부분의 교육자료는 채소 실물을 활용하였다. Table 5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내용체계도로 각 차시별로 한 가지 감각

을 활용한 활동들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아가 채소의 

특성을 알고, 반복 노출을 통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1차시는 ‘채소를 만졌을 때 느낌이 궁금해’라는 주

제로 촉각을 이용해 채소촉각판의 채소들을 만져보고, 그 느

낌을 말로 표현하도록 하였고, 여러 채소를 다양한 모양으로 

잘라 채소화분을 만들어 봄으로써 채소에 다양한 질감이 있

다는 것을 느껴보게 하였다. 2차시는 ‘채소의 냄새가 궁금해’
라는 주제로 후각을 이용하여 채소의 냄새를 맡고 말로 표현

하게 하였으며, 그 느낌을 얼굴에 그려보도록 함으로써 채소

에 가지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관찰하고, 채소에게서 다양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인지하게 하였다. 3차시는 ‘채소 색깔과 모

양이 궁금해’라는 주제로 시각을 이용하여 채소 색깔을 관찰

하고 구분해 보는 활동을 하고, 채소 단면을 손수건에 찍어 

봄으로써 여러 모양이 숨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였다. 4
차시는 ‘채소 소리가 궁금해’라는 주제로 청각을 통해 채소

를 씹을 때 나는 다양한 소리를 경청하고, 콩으로 마라카스를 

만들어 채소 노래를 불러봄으로써 채소에 대한 관심을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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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senses) Theme Objective Activity

Phase 1 
(touch)

Wanna know 
what it feels like

- Can express feelings of touch with different kinds 
of vegetables.

- Can make vegetable pots.

1. Feel the vegetables
2. Make vegetable pots

Phase 2 
(smell)

Wanna know 
what is smells like - Can express smells of vegetables.

1. Can smell vegetables
2. Draw facial expressions 

when smell vegetables 

Phase 3 
(sight)

Wanna know 
colors and shapes

of vegetables

- Can sort out vegetables in 3 different colors
- Can make handkerchiefs printed vegetable shapes

1. Vegetable color play
2. Make vegetable shaped

handkerchiefs
Phase 4 
(hearing)

Wanna know 
what it sounds like

- Can express various sounds when chewing vegetables
- Can make bean maracas

1. What it sounds like?
2. Make bean maracas

Phase 5 
(taste) 

Wanna know 
what is tastes like

- Can express various tastes of vegetables
- Can make vegetable riceballs

1. Taste vegetables
2. Make vegetable riceballs

Table 5. Contents for training methods of ‘wanna know vegetables’ for children

Phase Training materials Training activity

Phase 1 
(touch)

Phase 2 
(smell)

Phase 3 
(sight)

Phase 4 
(hearing)

Phase 5 
(taste) 

Table 6. Examples of education materials for each phase 

시켰다. 5차시는 ‘채소 맛이 궁금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각

을 통하여 채소의 다양한 맛을 직접 느끼고 말로 표현해 보도

록 하였고, 채소 주먹밥을 만들어 먹어봄으로써 음식의 소중

함과 나누어 먹는 즐거움을 느껴보도록 하였다. 

3. 채소선호도증진프로그램의현장적용및효과평가

1) 채소 선호도 증진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센터 영양사가 개발된 교육안과 매체를 가지고 신청한 12

개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하여 5세반 1개소의 유아

들을 대상으로 총 5차시 교육을 실시하였다. Table 6은 각 차

시의 교육도구 및 활동을 하는 예이다. 

2) 채소 선호도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채소 지식은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의 다섯 감각에 

대하여 각 2문항씩 구성해 평가하였다(Table 7). 교육 전에는 

후각 점수가 1.68±0.58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교육 후에는 촉

각 점수가 1.85±0.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 

전과 후의 지식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교육 전 가장 점수가 

낮았던 미각점수가 1.05±0.71점에서 1.48±0.63점으로 0.43점 

증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 증가를 보였던 반면, 교육 전 가장 

점수가 높았던 후각점수는 교육 후 1.84±0.42점으로 교육 전

에 비해 0.16점 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가장 낮은 점수 증가를 

보였다. 전체지식 점수는 10점 만점에 교육 전 6.69±1.77점에

서 교육 후 8.29±1.33점으로 1.60점 증가하였고, 오감각 점수

와 전체 점수 모두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가 유의적인 점수

증가를 보였다(p<0.01~p<0.001). 채소 지식의 유의적 증가는 

채소 선호도 증진 프로그램이 만 5세 유아의 수준에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채소 지식 체계 정립에 기여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채소를 주제로 놀이와 요리활동 등의 체험활

동으로 구성한 4차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한 연구(Lee & Lee 2014)에서도 유아의 영양지식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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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Before After Score 
change t 

Sight 
(2 questions) 1.36±0.591) 1.73±0.46 0.37 －6.816***

Smell 
(2 questions) 1.68±0.58 1.84±0.42 0.16 －3.164**

Touch 
(2 questions) 1.54±0.65 1.85±0.40 0.31 －5.651***

Hearing 
(2 questions) 1.05±0.71 1.38±0.65 0.33 －4.766***

Taste 
(2 questions) 1.05±0.77 1.48±0.63 0.43 －5.936***

Total 
(10 questions) 6.69±1.77 8.29±1.33 1.60 －9.959***

1) Mean±S.D. 2 as full score.
**p<0.01, ***p<0.001

Table 7. Before and after change of children's vegetable 
knowledge level (n=192)

Kind Before After
Difference 

in 
percentage

χ2

Laver  89(46.4)1) 145(75.5) 29.1 34.308***

Sesame leaf  77(40.1) 129(67.2) 27.1 28.317***

Pimento  85(44.3) 127(66.1) 21.8 18.577***

Lettuce  81(42.2) 122(63.5) 21.3 17.568***

Brown seaweed 100(52.1) 140(72.9) 20.8 17.778***

Lotus root 111(57.8) 150(78.1) 20.3 18.193***

Tomato 120(62.5) 159(82.8) 20.3 19.937***

Bean sprout 100(52.1) 137(71.4) 19.3 15.089***

Onion  73(38.0) 109(56.8) 18.8 13.537***

Egg plant  84(43.8) 117(60.9) 17.1 11.369**

Radish  98(51.0) 130(67.7) 16.7 11.055**

Cabbage  81(42.2) 111(57.8) 15.6 9.375**

Cucumber 120(62.5) 150(78.1) 15.6 11.228**

Mushroom 115(59.9) 142(74.0) 14.1 8.577**

Spinach  90(46.9) 115(59.9) 13.0 6.540**

Carrot 141(73.4) 151(78.6)  5.2 1.429
1) Frequency (%)
**p<0.01, ***p<0.001

Table 8. Before and after change of children's preference 
on vegetables (n=192)  

전에 비해 교육 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식생활교육에 활용된 16 종류의 채소에 대해 선호도를 평

가한 결과,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 전에는 당근(73.4%)
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양파(38.0%)의 선호도가 가장 낮았

으며, 나머지 채소들은 40~60%의 선호도를 보였다. 교육 후

에는 김의 선호도가 46.4%에서 75.5%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

고(차이 29.1%), 깻잎(27.1% 증가), 피망(21.8%), 상추(21.3%), 
미역(20.8%), 연근(20.3%), 토마토(20.3%)도 20.0 % 이상 선호

도가 증가하였다. 반면, 교육 전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당근

은 5.2% 선호도가 증가하여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
리고 16종류의 채소 중 당근을 제외한 15종류의 채소에서 교

육 전에 비해 교육 후에 유의적인 선호도 증가를 보였다(p< 
0.01~p<0.001). 본 결과와 다르게 Oh 등(2012)의 연구에서는 

영양교육 후 채소 선호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

하였다. 이 경우는 채소와 과일, 유제품의 충분한 섭취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4차시의 교육을 시행하였으나, 채소에 할

애하는 교육시간이 짧아서 선호도가 증진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해당음식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고, 실제 섭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10~15회 반복노출이 효과적이라

고 보고되었는데(Birch & Markin 1982), 본 연구의 교육에서

는 이보다 적은 자극으로도 선호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

다. 편식을 줄이기 위해 권고되는 방법은 환경변화를 통한 중

재이고, 식품에의 반복노출이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

한 음식의 친숙도를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실제로 

놀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6개월간 채소에 직접 노출시켜서 유

아의 채소 섭취 및 식사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 결과, 

노출집단에서 채소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는 비타민 

C와 엽산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 Chung 2015). Son 등(2015)은 유아의 채소 편식 감소와 정

서지능 향상을 위한 12차시 컬러푸드 원예활동을 실시한 결

과,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편식행동이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유아 대상의 14차시 오감을 이용한 미

각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 연구(Cho & Park 2015)
에서도 새로운 음식 기피증, 새로운 음식 섭취의향, 채소 섭

취량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따라서 유아

의 채소 편식을 개선하려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채소

에 노출되는 기회를 많이 주고, 오감을 통해 채소의 특성을 

알고 친근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들로 구성함으

로써 선호도를 높이려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들이 방

문 교육할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봄으로써 유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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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교사들이 인식하는 만 5세 원아들의 식생활 문제점과 이

를 개선하기 위한 영양교육의 요구도를 알아보았으며, 개발

된 채소 선호도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채소 지식과 선호도

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1. 원아를 대상의 바람직한 영양교육의 실시횟수로는 ‘1개

월에 1회’(69.6%), ‘한 학기에 1회(21.5%)’ 순으로 응답하였

고, 영양교육의 1회 시간으로는 ‘20~30분’(77.2%)을 선호하였

다. 원아가 선호하는 교육방법으로는 ‘극활동’(36.5%), ‘요리

활동’(20.9%), ‘놀이활동’(20.0%) 순으로 응답하였고, 원아가 

선호하는 교육자료는 ‘실물’(29.1%), ‘탈부착 자료’(18.2%), 
‘인형’(12.8%)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유아 영양문제에 대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편식(3.23±0.85/5점)’문제가 가장 높

게 대두되었고, 편식식품으로는 ‘채소류’(54.2%)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2. 채소 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오감 활용 채소 선호도 증진 

프로그램인 ‘채소가 궁금해’는 총 5차시로 ‘채소를 만졌을 때 

느낌이 궁금해(촉각)’, ‘채소의 냄새가 궁금해(후각)’, ‘채소 색

깔과 모양이 궁금해(시각)’, ‘채소 소리가 궁금해(청각)’, ‘채소 

맛이 궁금해(미각)’라는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교육활

동은 요리활동, 놀이활동, 노래부르기활동 등으로 구성하였으

며, 대부분의 교육자료는 채소실물을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3. 교육효과 평가에서 채소지식은 교육 전의 6.69±1.77점

(총 10점 만점)에서 교육 후 8.29±1.33점으로 1.60점이 증가하

였고, 오감각 점수와 전체점수 모두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가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p<0.01~p<0.001). 또한 채소에 대

한 선호도에서도 당근을 제외한 15종류의 채소에서 교육 전

에 비해 교육 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1~p<0.001). 
본 연구에서 개발된 ‘채소가 궁금해’ 프로그램은 유아의 

채소에 대한 지식과 선호도를 증진시켜 채소 편식 개선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교사들이 원하는 영양교육 

횟수인 ‘1개월에 1회’에 맞추어 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려

면 센터 영양사의 방문 교육보다 교사 스스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센터가 뒷받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사료된

다. 따라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향후 본 교육 프

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교사 

대상 집합교육을 통해 전수함으로써 교사가 원아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향후 푸드브릿지 등과 같은 편식 교정 프로그

램을 포함한 다양한 영양교육 분야에서 유아 대상 오감 활용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

양 전문가와 유아교육 전문가가 공동연구를 수행한다면 시

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는 유아 대상 교육의 효과 평가를 채소 지식과 선호도 변화 

측면에서만 시행하였을 뿐, 실제 유아의 채소 섭취에 대한 영

향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계획할 때는 이

에 대한 확인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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