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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for developing sugar related nutrition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in child-care facilities and their par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otal score of parent’s dietary attitudes towards sugar-rich 
foods was 17.94 and the total score of parent’s nutritional knowledge was 3.67. A positive relationship was observed among items 
of parent’s dietary attitudes (p<0.01), and some correlations were also observed between the total score of parent’s nutritional 
knowledge and the total score of parent’s dietary attitudes (p<0.05 or p<0.01). The total average score of children’s eating behaviors 
for sugar-rich foods was 23.98, and the item with the highest score was ‘I often eat candy, chocolate and jelly’. For children, food 
that received the highest preference was chocolate, and soft drinks received the lowest preference. The most frequently consumed 
food item was candy or caramel, and the least frequently consumed food item was soft drink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among 
the total score of children’s eating behaviors, food preferences, and food intake frequency (p<0.01). When parent’s tried to reduce 
the sugar intake, children’s total score of eating behaviors (p<0.001) and food intake frequency (p<0.001) for sugar-rich food was 
lower. We conclude that parent’s dietary attitudes may influence children’s eating behaviors, food preferences, and food intake 
frequency for sugar-rich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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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호전과 식생활의 변화 및 

가공기술의 발달로 가공식품의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Kang & Yoon 2009; Park JY 2011). 특히 과자, 빵, 케이

크 등과 같은 단맛 위주의 가공식품 섭취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 식품의 소비가 많은 어린이들의 당류 과잉 섭취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Kim & Chung 2007; Kim HR 2010). 2013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영유아의 에너지 섭취량의 주요 급

원식품을 조사한 결과, 빵류가 1~2세에서는 7위, 3~5세에서

는 4위였으며, 과자, 비스킷, 쿠키류는 1~2세가 10위, 3~5세가 

3위로 당류 함유량이 높은 식품들이 상위권으로 조사되었다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5). 식품의약

품통계연보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인의 가공식품

을 통한 총 당류 일일 섭취량이 2010년에는 42.1 g으로 8.3%
였으나, 2013년에는 44.7 g으로 8.9%까지 증가하였다(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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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6). 그 중 영유아의 섭취 현황

을 살펴보면, 1일 열량 대비 총 당류 섭취비율이 2013년 기준

으로 1~2세는 53 g으로 19.2%를, 3~5세는 65.1 g으로 18.2%
를 섭취하고 있었다. 가공식품을 통한 총 당류 일일 섭취량은 

1~2세는 23.4 g으로 8.1%였으나, 3~5세는 38.0 g으로 10.2%에 

달하였다. 이러한 섭취 현황은 1일 유리당 섭취량을 총 열량

의 5% 미만으로 제한(2,000 kcal 기준, 25 g)하라는 세계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섭취권고기준(Su-
gars Intake for Adults and Children Guideline 2015)보다 약 

3.6~3.8배 높은 수준이며,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안한 한국인

의 총 당류의 섭취기준(총 에너지 섭취량의 10~20%, 2,000 
kcal 기준, 50~100 g)의 상한선에 근접한 수준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5). WHO
에서 의미하는 유리당은 가공 조리 시 첨가하는 단당류와 이

당류, 꿀, 시럽, 과일주스 등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당류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영유아의 가공식품을 

통한 총 당류 섭취량이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보다 약 0.9~1.2
배 많아 우리나라 어린이의 건강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당류 과잉 섭취는 비만, 당뇨병,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왔다(Murphy & Johnson 2003; Johnson 등 

2009). 여러 연구들에서 어린이의 과도한 당류 섭취는 소아비

만과 영양 불균형 등과 같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대전

지역 남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과체중군

이 정상군에 비해 단맛에 대한 선호비율이 높았으며(Chung 
& Han 2002), 제주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고당류섭취군이 저당류섭취군에 비해 철분, 아연, 나이아신 

섭취가 유의적으로 낮았고, 단맛선호군이 단맛저선호군보다 

열량, 탄수화물 섭취량, 총 당류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고 하였다(Ko 등 2015). 또한, 단맛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정신적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식으로 당류가 

많이 함유된 과자나 빵류를 많이 먹는 어린이들은 사회성이 

낮았고, 우울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Lee HS 2003). 김천시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당류 간식 섭취에 대한 연구에서도 당

류 간식을 많이 먹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Kim & Seo 2013).
어린이들에서 가공식품의 섭취 증가는 당류 과잉 섭취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

품에는 상당량의 당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초콜릿 및 초콜

릿가공품을 1회 제공량인 30 g을 섭취하였을 때, 평균 총 당

류 함량이 각각 9.0 g과 10.6 g으로 나타나, 사탕류(7.1 g)나 

비스킷류(7.6 g)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oi 등 2008). 과
자나 사탕류보다 건강에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과일주스도 

200 mL당 21.9 g으로 나타나, 1회 제공량 섭취 시 오히려 초

콜릿류보다 당류를 2배 이상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5년을 기준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유제품들에 대해 당류 함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딸
기나 바나나과즙 등의 과즙함유우유의 평균 당류 함량이 100 
mL당 10.1 g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음료에서도 100 mL당 

평균 당류 함량이 12.9 g으로 콜라(12.6 g)나 사이다(10.3 g)와 

같은 청량음료와 비슷하거나 많았다(Kim JH 2006). 어린이는 

간식을 항상 하루에 1회 제공량만 섭취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당류가 들어 있는 식품들을 1회 제공량보다 

과하게 섭취할 경우 WHO의 섭취권고기준 및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쉽게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기는 인간의 생애주기 중 가장 급속하게 성장과 발

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의 적절한 영양공급은 건강

한 신체적 및 정신적 발달을 위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일
생동안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Stang & Bayerl 2003; 
Schwartz 등 2011). 개인의 식습관은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를 

맛보기 시작하는 영유아기에 형성되며(Schwartz 등 2011), 한
번 형성된 식습관은 개선이 어렵다(Park KM 2005). 따라서 

이 시기부터 습득한 영양지식은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스스

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며 건강하게 성장 및 발달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영양

교육이 필요하다. 
매년 한국인 기준의 당류 섭취 기준 마련 및 정책 수행을 

위한 정부기관의 조사와 학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만, 우리나라 미래 원동력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올바른 당

류 섭취를 위한 기준 마련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현재까지 발표된 영유아의 당류 섭취와 관련된 연구로는 경

기도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된 급식 시료의 당류 함

량을 분석한 연구로서(Jung 등 2011),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는 보육시설

에 입소 중인 어린이 및 부모를 대상으로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습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시설 어린이의 당류의 노출 수준을 파악하며, 부모와 자

녀 간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차

후 영유아 영양교육 및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안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2016년에 

영유아의 단맛에 대한 건강한 미각 형성을 목적으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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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 저감화 영양교육 프로그램인 ‘당차고 건강하게’ 특화사

업의 실태조사로서, 안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

한 어린이 현원 21~99명인 어린이집 중 특화사업에 참여한 

30개 기관의 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410부 중 응답이 미흡한 설문지 89부를 제외한 321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실태조사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대상은 참여 보육시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지 전달 및 회수는 설문내용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연구자

가 보육시설 원장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원장이 부모에게 

설문지를 전달하여 작성을 마친 설문지를 원장이 회수, 연구

자가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녀에 대한 설문의 경

우,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부모가 대신 응답하였다. 

2. 설문조사 내용
연구대상의 당류 함유식품 실태에 대한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Moon HJ(2010)와 Yeom NY(2016)의 선행연구

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사항, 부모의 당류 함유식품

에 대한 식태도 관련 문항 5개, 부모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영양학적 지식 평가 관련 문항 5개, 자녀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행동 관련 문항 10개, 자녀의 당류 함유식품 선호도 

및 섭취빈도에 대한 문항 각각 12개로 구성하였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태도 및 지식 

평가는 평소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인식과 섭취 감소를 위

한 노력을 평가하며, 관련 지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

하였다. 당류 함유식품 관련 식태도에 대하여는 5가지 문항

으로 구성하여 Likert 5점 척도법을 사용하였다(Likert R 1932). 
문항당 최고 점수는 5점으로 하여 응답을 ‘전혀 아니다.’로 

할 경우 1점을, ‘매우 그렇다.’로 할 경우 5점을 부여하였으

며, 이에 따라 부모의 당류 함유식품 관련 식태도는 총 25점
을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당류 함유식품 관련 영양학적 지식 

평가에 대하여는 5가지 문항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구성하

였다. 영양학적 지식 평가 점수는 한 문항당 1점씩으로 부여

하여, 응답이 맞을 경우 1점, 틀릴 경우 0점으로 측정하였으

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5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자녀를 대상으로 한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행동, 선호도 

및 섭취빈도 조사는 평소에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그

렇지 않은 식품보다 많이 먹는지,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

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자주 먹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실시하였다. 식행동 조사에 대하여는 10가지 문항으로, 
‘사탕, 초콜릿, 젤리를 자주 먹는다.’, ‘식빵보다 단 빵(단팥빵, 
크림빵 등)을 자주 먹는다.’, ‘흰 우유보다 단 요거트를 자주 

먹는다.’, ‘흰 우유보다 단 우유(바나나 우유, 초콜릿 우유 등)

를 자주 먹는다.’, ‘빵이나 떡을 먹을 때 잼이나 꿀을 발라 먹

는다.’, ‘생과일보다 가공된 과일주스를 자주 먹는다.’, ‘물보

다 청량음료(콜라, 사이다 등)를 자주 마신다.’, ‘아이스크림

을 자주 먹는다.’, ‘통 곡물 시리얼보다 시럽이 입혀진 단 시

리얼을 자주 먹는다.’, ‘팥죽, 콩국수, 과일화채를 먹을 때 설

탕을 많이 넣는다.’로 구성하였다. 당류 함유식품 선호도 및 

섭취빈도에 대하여는 총 12가지 음식들에 대해 조사하였으

며, 사탕 또는 캐러멜, 초콜릿, 젤리, 잼, 과자, 단 시리얼, 빵 

또는 케이크,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단 요거트, 단 우유, 가공

된 과일주스를 포함하였다. 자녀를 대상으로 한 당류 함유식

품에 대한 식행동과 선호도 조사의 응답방법은 Likert 5점 척

도법을 사용하였다(Likert R 1932). 문항당 최고 점수는 5점으

로 하여 응답을 ‘전혀 아니다’ 또는 ‘매우 싫어한다.’로 할 경

우 1점을, ‘매우 그렇다.’ 또는 ‘매우 좋아한다.’로 할 경우 5
점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녀의 당류 함유식품 관련 식

행동 점수는 총 50점을 만점으로, 선호도 점수는 총 6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자녀를 대상으로 한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섭취빈도 조사의 응답방법은 ‘먹지 않는다.’를 1점, ‘가
끔(주 1~2회)’을 2점, ‘자주(주 3회 이상)’를 3점, ‘매일’을 4점
을 부여하여 총 48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부모의 당류 함

유식품에 대한 식태도 점수는 높을수록 당류 함유식품에 대

한 인식과 섭취 감소를 위한 노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

으며, 자녀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행동, 선호도 및 섭취

빈도 조사에 대한 점수는 높을수록 당류 함유식품을 많이 먹

고, 좋아하고, 자주 먹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Ver. 18.0.0(IBM, Chicago,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과 당

류 함유식품 관련 식태도 및 영양학적 지식수준, 식행동, 선
호도, 섭취빈도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행동, 선호도 및 섭취빈

도는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의 여러 변인들 간의 상

호관련성, 자녀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행동, 선호도 및 

섭취빈도 간의 상호관련성, 부모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태도 및 지식 총 평균점수와 자녀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행동, 선호도 및 섭취빈도 간에 상호관련

성은 상관관계 분석(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

였고,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미하게 판단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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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Age distribution of 
respondent’s
(Korean age)

≤25  11( 3.43)

26~30   1( 0.31)

31~35  86(26.79)

≥36 223(69.47)

Family income 
distribution

Single-income 108(33.64)

Double-income 213(66.36)

Respondent’s 
education level

Middle-school   1( 0.31)

High-school  38(11.84)

College 245(76.32)

Graduate school  37(11.53)

Gender of children
Boy 153(47.66)

Girl 168(52.34)

Age distribution 
of children1)

0   2( 0.62)

1   5( 1.56)

2  55(17.13)

3  75(23.36)

4  91(28.35)

5  93( 8.97)

Number of response 321(100.0)
1) Count age in full.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았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 작성은 부모가 하였으나, 아버지인

지 어머니인지에 대한 구분을 따로 하지 않았기에, 분석 결과

는 모두 부, 모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응답한 부모 연령은 

36세 이상이 69.47%로 가장 많았고, 31~35세(26.79%)가 그 

다음 순으로 많았다. 맞벌이 여부에 대한 문항에 33.64%가 

외벌이로, 66.36%가 맞벌이라고 응답하여, 맞벌이 가정이 외

벌이 가정보다 약 1.97배 많았다. 부모의 최종학력은 대학 졸

업자가 76.3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졸

업자가 11.84%, 대학원 졸업자가 11.53% 순이었다. 본 연구

에서 조사된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가정보다 2배 가까이 많

았는데, 이는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외벌이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약 10% 가량 많다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었

다(Kim 등 2016). 이처럼 결과가 다른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기관을 어린이 현원 21~99명인 규모로 제한을 두

어 가정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하였으나, 전국보육실태조

사에서는 어린이집 규모와 유형의 제한 없이 가정, 민간, 직
장, 법인, 법인․단체, 국공립, 부모협동 모두를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자녀들의 성별은 남아가 47.66%, 여아가 52.34%로 여아가 

남아보다 많았다. 자녀들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 나이

는 만 3.64±1.15세로, 만 5세가 28.97%로 가장 많았고, 만 4세
가 28.35%, 만 3세가 23.36%, 만 2세가 17.13%, 만 1세가 

1.56%, 만 0세가 0.6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부모의 식태도와 지식
Table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부모

의 식태도의 총 평균점수는 25점 만점 중 17.94점이었으며, 
부모들이 평소에 당류 함유식품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당
류 섭취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

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음식을 달지 않게 먹으려는 노

력’은 3.78점을, ‘영양을 고루 갖춘 간식을 선택하려는 노력’
은 3.69점을, ‘간식의 영양성분표시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3.33점을, ‘당류 섭취를 줄이려는 노력’은 3.96점을, ‘직접 건

강한 간식을 만들려는 노력’은 3.17점으로 분석되어 ‘당류 섭

취를 줄이려는 노력’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부모의 당 함유식품에 대한 식태도 중 ‘간식의 영양성분표

시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점수가 3.33점으로 낮은 편에 속했

는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영양성

분표시는 소비자들에게 영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

적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

이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7). 하지만 영양성

분표시를 읽거나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양성분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관심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

고 있다(Chung & Kim 2007; Han 등 2014; Jung EH 2016). 영
양성분표시를 확인하는 주부들의 경우, 식태도와 간식습관이 

양호했으며(Lee & Lee 2014), 영양성분표시의 사용은 식사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Bae YJ 2014), 본 연구에서 

부모의 ‘간식의 영양성분표시를 확인하려는 노력’ 점수가 낮

은 결과는 부모 자신과 자녀, 가정 전체의 영양 상태에 부적

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영유아기는 생애주기 그 

어느 때보다 양질의 영양공급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양성분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영양교육이 

요구된다.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영양학적 지식의 총 평균점수는 5

점 만점 중 3.67점이었다. 문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당의 

역할’은 0.91점을,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0.67점을, 
‘성인의 하루 당류 권장섭취량’은 0.38점을, ‘당류 함유 식품

에 대한 옳은 설명’은 0.82점을, ‘당류를 가장 적게 먹은 사람 

선택’은 0.89점을 받았다. 각 문항의 응답이 맞으면 1점, 틀리

면 0점으로 계산하여 문항당 1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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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core1),2)

Dietary attitudes3)

When I eat foods, I try not to have sweets.  3.78±0.69

When I choose snacks, I consider nutritious aspects for snacks.  3.69±0.76

When I choose snacks, I try to check nutrition labels on snacks.  3.33±0.92

I am planning to reduce much sugar intake.  3.96±0.74

I prefer home-made snacks than outside ones.  3.17±0.87

Total score 17.94±2.76

Nutritional knowledge4)

The role of sugar  0.91±0.29

Food containing much sugar  0.67±0.47

Daily sugar intake recommendation for adult  0.38±0.49

Sugar contents in foods  0.82±0.38

Finding friend who took least sugar  0.89±0.32

Total score  3.67±1.03
1) Number of response: 321.
2)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3) Dietary attitudes score per each questionnaire: 1 point=strongly disagree; 5 points=strongly agree. High score denotes parents has strong 

dietary attitude for the less sweetened.
4) Nutritional knowledge score per each question: 1=right answer; 0=wrong answer. High score denotes parents has strong nutritional 

knowledge for sugar. 

Table 2. Parent’s dietary attitudes and knowledge scores on sugar-rich food

많이 맞춘 문항은 ‘당의 역할’에 대한 문항이었으며, 가장 많

이 틀린 문항은 ‘성인의 하루 당류 권장섭취량’에 대한 문항

이었다. 당류 함유 식품의 영양학적 지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성인의 하루 당류 

권장섭취량’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의 점수가 0.67~ 0.91점
으로 1점에 가깝게 조사되어, 부모들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

한 기본 지식수준이 대체로 낮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당류 권장섭취량 같은 전문적인 지식은 이에 대해 깊은 관

심을 갖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기 어려운 정보이

므로, 관련 영양교육을 실시하거나 기사, 광고 등과 같은 각

종 미디어를 통해 한국인의 당류 권장섭취량에 대해 좀 더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WHO에서는 1일 첨가당의 섭취

를 에너지 섭취비율의 10%에서 5%로 낮추는 지침을 제시함

으로써(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당류 섭취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제한하고자 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 2016년에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우리나라

의 당류 섭취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Jung J 2016). 특히 가공식품으로부터 얻는 당류 에너지 

섭취비율이 10% 이상인 대상자 비율이 1~2세에서는 32.6%, 

3~5세는 45.3%로 영유아의 비율이 전 연령 평균인 34.0%보

다 비슷하거나 훨씬 상회하여(Lee 등 2015), 많은 영유아가 

이미 당류를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가공식품의 당 함량 표시 의무화를 

시작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매 및 광고제한, 당류 섭취 저

감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 및 홍보활동 등 매년 당류 저감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Kim 등 2015). 성인에게 당류 

저감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당 함량을 줄

인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향후 당류 섭취 

조절 의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의 당류 저감화 정책에 대해 국민의 호응과 개선 여지가 

보였다(Kim 등 2015). 초등학교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당류 저감화와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는 대부분 필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Lee KA 2016), 어린이집 단체급식

에서 제공되는 식품들의 당 함량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당 절

임식품의 사용으로 어린이들의 당류의 과잉 섭취가 우려되

어 어린이집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Jung 등 2011). 하지만 현재까지는 영유아를 위한 당류와 

관련된 영양교육 연구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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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b c d e f g h i j

a 1.000

b 0.013 1.000

c 0.055 0.239** 1.000

d 0.022 0.001 0.085 1.000

e 0.025 0.052 0.067 0.308** 1.000

f 0.139* 0.115* 0.041 0.230** 0.616** 1.000

g －0.016 －0.045 －0.018 0.212** 0.282** 0.203** 1.000

h 0.066 0.039 0.004 0.234** 0.508** 0.428** 0.390** 1.000

i 0.075 0.053 0.050 0.541** 0.793** 0.750** 0.588** 0.761** 1.000

j 0.062 －0.006 0.092 0.085 0.173** 0.239** 0.173** 0.118* 0.232** 1.000
1) a: Age; b: Family income distribution; c: Education level; d: When I eat foods, I try not to have sweets.; e: When I choose snacks, 

I consider nutritious aspects for snacks.; f: When I choose snacks, I try to check nutrition labels on snacks.; g: I am planning to reduce 
much sugar intake.; h: I prefer home-made snacks than outside ones.; i: Total score of dietary attitudes; j: Total score of nutritional 
knowledge.

* p<0.05, ** p<0.01.

Table 3. Relationship among parent’s variables

서는 생애주기별로 정확한 당류 권장섭취량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킴으로써 영유아뿐만 아니라,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당류 저감화 교육 및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부모의 여러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
부모의 여러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분석은 Table 

3과 같았다. 부모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태도 조사의 항

목별 관계를 보면, 음식을 달지 않게 먹으려는 노력은 영양을 

고루 갖춘 간식을 선택하려는 노력(r=0.038, p<0.01), 간식의 

영양성분표시를 확인하려는 노력(r=0.230, p<0.01), 당류 섭취

를 줄이려는 노력(r=0.212, p<0.01), 직접 건강한 간식을 만들

려는 노력(r=0.234,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영양을 고루 갖춘 간식을 선택하려는 노력은 간식의 영양성

분표시를 확인하려는 노력(r=0.616, p<0.01), 당류 섭취를 줄

이려는 노력(r=0.282, p<0.01), 직접 건강한 간식을 만들려는 

노력(r=0.508,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식의 영

양성분표시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당류 섭취를 줄이려는 노

력(r=0.203, p<0.01), 직접 건강한 간식을 만들려는 노력

(r=0.428, p<0.01)과, 당류 섭취를 줄이려는 노력은 직접 건강

한 간식을 만들려는 노력(r=0.390, p<0.01)과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또한, 각 항목과 식태도의 총 평균점수와의 관계

에서도 영양을 고루 갖춘 간식을 선택하려는 노력(r=0.793, 
p<0.01), 간식의 영양성분표시를 확인하려는 노력(r=0.750, 

p<0.01), 직접 건강한 간식을 만들려는 노력(r=0.761, p<0.01)
을 할수록 식태도의 총 평균점수도 높아지는 강한 양의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영양학적 지식의 총 

평균점수와 식태도 조사의 항목별 관계에서는 영양학적 지

식의 총 평균점수는 영양을 고루 갖춘 간식을 선택하려는 노

력(r=0.173, p<0.01), 간식의 영양성분표시를 확인하려는 노력

(r=0.239, p<0.01), 당류 섭취를 줄이려는 노력(r=0.173, p< 
0.01), 직접 건강한 간식을 만들려는 노력(r=0.118, p<0.05), 당
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태도의 총 평균점수(r=0.232, p<0.01)
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영양학적 지식 점수는 식태

도, 즉 당 함유식품을 적게 먹으려는 노력들에 대해서만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비록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당 함

유식품을 적게 먹으려는 부모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식 간에 

관련성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사한 결과가 충남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있었는데, 여학생의 영

양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식행동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Jeong 
등 2014). 또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생의 영

양지식 변화율도 식행동의 변화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Lee 등 2009), 만 5세 유아들의 영양지식과 식태도 사이

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yo & Kang 
2014). 

4. 당류함유식품에대한자녀의식행동, 선호도및섭취
빈도



Vol. 30, No. 5(2017) 보육시설 영유아의 당류 함유식품 섭취 실태 929

Variables
Score1)

t-value
Boys (N=153) Girls (N=168) Total (N=321)

Eating behaviors2)

I often eat candy, chocolate and jelly. 3.36±0.78 3.25±0.82 3.30±0.81 1.217

I often eat sweet breads rather than plain bread. 2.34±0.96 2.39±0.92 2.37±0.94 －0.504

I often eat sweetened Yoplait and yogurt rather than plain milk. 2.60±0.98 2.69±1.01 2.65±1.00 －0.801

I often eat sweetened milk rather than plain milk. 2.11±0.87 2.24±0.98 2.18±0.93 －1.229

I eat bread or rice cake with jam or honey. 2.54±1.08 2.59±0.99 2.57±1.03 －0.405

I often eat processed juice rather than fresh fruit. 2.20±0.91 2.26±0.93 2.23±0.92 －0.578

I often eat soft drink rather than water. 1.61±0.76 1.63±0.76 1.62±0.76 －0.196

I often eat ice cream. 2.35±0.93 2.48±0.95 2.42±0.94 －1.295

I often eat sweet cereals rather than whole grain cereals. 2.67±1.09 2.59±1.04 2.63±1.07 0.705

I eat red bean porridge, bean-oup noodles and fruit punch 
with a lot of sugar. 1.94±0.72 2.08±0.90 2.02±0.82 －1.572

Total score 23.73±5.11 24.21±5.23 23.98±5.17 －0.824

Food preferences3)

Candy or caramel 4.00±0.81 4.01±0.83 4.01±0.82 －0.130

Chocolate 4.02±0.86 4.08±0.80 4.05±0.83 －0.687

Jelly 4.01±0.85 3.93±0.85 3.97±0.85 0.825

Jam 3.25±0.94 3.13±0.92 3.19±0.93 1.256

Snack 3.92±0.73 3.85±0.79 3.88±0.76 0.750

Sweetened cereal 3.34±0.91 3.47±0.84 3.41±0.88 －1.333

Bread or cake 3.64±0.83 3.81±0.77 3.73±0.81 －1.886

Soft drink 2.64±1.27 2.70±1.28 2.67±1.27 －0.392

Ice cream 3.95±0.86 4.10±0.72 4.03±0.79 －1.597

Sweetened yogurt 3.78±0.76 3.80±0.85 3.79±0.80 －0.148

Sweetened milk 3.38±0.93 3.39±0.94 3.39±0.93 －0.132

Processed fruit juice 3.35±0.96 3.45±0.91 3.40±0.93 －0.952

Total score 43.29±6.49 43.71±6.24 43.51±6.35 －0.601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2) Eating behaviors score per each questionnaire: 1 point=strongly disagree; 5 points=strongly agree. High score denotes child has strong 

eating behaviors for more sugar-rich food. 
3) Food preferences score per each questionnaire: 1 point=dislike very much; 5 points=like very much. High score denotes child has strong 

food preference for sugar-rich food. 

Table 4. Children’ eating behaviors, food preferences and food intake frequency scores on sugar-rich food 

부모가 응답한 자녀들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행동, 선
호도 및 섭취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았다. 식행동 

조사 결과, 총 평균점수는 50점 만점 중 23.98점이었는데, 자

녀들이 당류 함유식품을 자주 먹는 식행동은 대체로 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

목은 ‘사탕, 초콜릿, 젤리를 자주 먹는다.’로 3.30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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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core1)

t-value
Boys (N=153) Girls (N=168) Total (N=321)

Food intake frequency2)

Candy or caramel 2.39±0.73 2.41±0.73 2.40±0.73 －0.228

Chocolate 2.12±0.60 2.23±0.65 2.18±0.63 －1.464

Jelly 2.22±0.75 2.15±0.61 2.18±0.68 0.793

Jam 1.49±0.53 1.55±0.57 1.52±0.55 －1.035

Snack 2.38±0.69 2.26±0.67 2.31±0.68 1.629

Sweetened cereal 1.78±0.61 1.82±0.66 1.80±0.64 －0.438

Bread or cake 2.10±0.52 2.10±0.45 2.10±0.48 －0.058

Soft drink 1.35±0.59 1.46±0.56 1.41±0.58 －1.739

Ice cream 1.86±0.63 1.92±0.59 1.89±0.61 －0.883

Sweetened yogurt 2.31±0.75 2.27±0.71 2.29±0.73 0.562

Sweetened milk 1.64±0.64 1.68±0.73 1.66±0.69 －0.497

Processed fruit juice 1.77±0.64 1.73±0.65 1.75±0.65 0.621

Total score 23.42±3.61 23.57±3.63 23.50±3.61 －0.379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2) Food intake frequency score per each questionnaire: 1 point=Do not eat; 2 points=Rarely (1~2/week); 3 points=Often (more than 3/week); 

4 points=everyday. High score denotes child eat sugar-rich food very often. 

Table 4. Continued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총 평균점수가 

60점 만점 중 43.51점이었는데, 자녀들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선호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었다. 항목별 

점수를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식품은 초콜릿

(4.05점)이었고, 아이스크림이 4.03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이어서 사탕이나 캐러멜(4.01점), 젤리(3.97점), 과자(3.88점) 
순이었다.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이는 식품으로는 청량음료

가 2.6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잼이 3.19점으로 그 다음 순이

었다.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섭취빈도 조사에서는 총 평균점수

가 48점 만점 중 23.50점이었는데, 자녀들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섭취빈도는 대체로 주 1~2회 정도로 볼 수 있었다. 항목 

별 점수를 보았을 때, 가장 자주 먹는 식품은 사탕이나 캐러

멜(2.40점)이었고, 그 다음은 과자(2.31점)였다. 이어서 단 요

거트(2.29점), 젤리(2.18점), 초콜릿(2.18점) 순이었다. 가장 섭

취빈도가 낮은 식품은 청량음료로써 1.41점이었고, 잼이 1.52
점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행동, 선호도 및 섭취빈도를 성별

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항목별이나 총점 모두 유의미한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5. 당류함유식품에대한자녀의식행동, 선호도및섭취
빈도 간의 상호관련성

자녀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행동, 선호도 및 섭취빈도 

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았다. 각 항목에 

대해 총점으로 비교하였을 때, 당류 함유식품을 많이 먹는 식

행동과 선호도(r=0.294, p<0.01)와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당류 함유식품을 많이 먹는 식행동과 섭취빈도(r=0.596, p< 
0.01)와는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섭취빈도도 증가하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223, p<0.01). 다시 말하면, 자녀

가 당류 함유식품을 많이 먹으려고 하고, 좋아하고, 자주 먹

는 행동은 모두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탕이

나 캐러멜을 보았을 때, 자녀들은 사탕이나 캐러멜에 대한 선

호도가 높았고, 이는 평소에도 사탕, 초콜릿, 젤리를 자주 먹

으려고 하는 식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도 사탕이나 캐러멜을 가장 자주 먹었다. 또한 청량음료의 경

우에는 청량음료를 자주 먹으려는 식행동 점수가 가장 낮았

고, 선호도와 섭취빈도도 모두 점수가 가장 낮았다. 다른 식

품들의 경우 식행동, 선호도, 섭취빈도가 항상 같은 순의 결

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거의 유사하였다. 아이스크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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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score of eating 
behaviors

Total score of food 
preferences

Total score of food 
intake frequency

Total score of eating behaviors 1.000

Total score of food preferences 0.294** 1.000

Total score of food intake frequency 0.596** 0.223** 1.000
** p<0.01.

Table 5.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variables

Age
Family 
income 

distribution

Education 
level

Dietary attitudes1)
Total score of 

nutritional 
knowledge Ⅰ Ⅱ Ⅲ Ⅳ Ⅴ Ⅵ

  a2) －0.014 0.068 －0.100 －0.278*** －0.021 －0.109 －0.008 －0.058 －0.132* －0.077

  b －0.070 0.106   0.031 0.045   0.131* －0.004  0.007  0.051  0.064  0.028

  c －0.078 0.049 －0.086 －0.252*** －0.020 －0.014 －0.056 －0.031 －0.098 －0.001
1) Questionnaire for dietary attitudes Ⅰ: When I eat foods, I try not to have sweets.; Ⅱ: When I choose snacks, I consider nutritious aspects 

for snacks.; Ⅲ: When I choose snacks, I try to check nutrition labels on snacks.; Ⅳ: I am planning to reduce much sugar intake.; Ⅴ: 
I prefer home-made snacks than outside ones.; Ⅵ: Total score of dietary attitudes. 

2) a: Children’s total score of eating behaviors; b: Children’s total score of food preferences; c: Children’s total score of food intake frequency.
* p<0.05, *** p<0.001.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variables and children’ sugar-rich food eating behaviors, food preferences and food 
intake frequency 

우,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는 식행동은 아이스크림의 선호도

가 높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과자의 높은 선호도 또한 

과자의 섭취빈도가 높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잼, 단 우유, 
가공된 과일주스의 경우에는 선호도와 섭취빈도 모두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한국인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

에 기여하는 주요 급원식품 순위와 유사한 결과이다(Lee 등 

2015). 당류 DB 중 본 연구에서 조사한 식품들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소비가 많은 식품을 순서대로 정렬하였을 때, 1~2
세의 경우, 발효유류, 빵류, 과일․채소류음료, 사탕류, 과자, 
청량음료류, 아이스크림류, 가공유류, 시리얼류, 초콜릿류, 잼
류 순이었으며, 3~5세의 경우 빵류, 발효유류, 과일․채소류

음료, 아이스크림류, 과자, 청량음료류, 가공유류, 사탕류, 시
리얼류, 초콜릿류, 잼류 순이었다. 다만 본 연구의 식품섭취

빈도에서는 사탕류, 과자, 단 요거트, 젤리, 초콜릿, 빵이나 케

이크, 아이스크림, 단 시리얼, 가공된 과일주스, 단 우유, 잼, 
청량음료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 영유아는 가공된 과

일․채소주스와 청량음료를 비교적 많이 섭취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공된 과일․채소주스와 청량음료의 선호도

나 섭취빈도가 모두 낮게 조사되어, 안양시 영유아는 이들 식

품을 통한 당류 과잉 섭취율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유추된다. 
대신 초콜릿에 대한 선호도와 섭취빈도가 높아 초콜릿이 안

양시 영유아의 당류 섭취량에 기여하는 주요 급원식품 중 하

나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양시 전

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6. 부모의 여러 변인들과 자녀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행동, 선호도 및 섭취빈도 간의 상호관련성

부모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태도 

및 지식 총 평균점수와 자녀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행동, 
선호도 및 섭취빈도 간에 상호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

는 Table 6과 같았다. 부모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태도 

항목과 비교한 결과, 비록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부모가 

음식을 달지 않게 먹으려고 노력할수록 자녀는 당류 함유식

품을 많이 먹으려고 하지 않았고(r=—0.278, p<0.001), 섭취빈

도도 낮았다(r=—0.252, p<0.001). 또한, 부모의 식태도의 총 

평균점수는 자녀의 당류 함유식품을 많이 먹으려는 식행동

과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r=—0.132, p<0.05), 부모의 당

류 섭취 감소를 위한 긍정적인 태도 및 노력은 자녀의 식행동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부모의 영양을 고루 갖춘 간식을 선택하려는 노력과 자녀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선호도 사이에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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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는데(r=0.131, p<0.05), 이는 다른 항목들과 반대되는 

결과이므로 향후 후속연구에서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사료

된다.
부모의 당류 섭취 감소를 위한 긍정적인 태도 및 노력은 

자녀의 식행동, 선호도, 섭취빈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부모는 자녀의 식품 선호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Mazarello Paes 등 2015; Ru-
ssell 등 2015). 영유아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제공하는 식사를 

주로 섭취하기 때문에, 부모가 제공하는 식사의 질은 자녀의 

식품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식사의 질

을 고려하며 건강한 식태도를 보이는 등 자녀의 식습관을 개

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빨리 할수록 자녀는 성장하면서 스스

로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당류 함유식품에 

대해 자녀가 건강한 식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의 적극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부모의 나이, 맞벌이 

여부, 최종학력,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영양학적 지식의 총 

평균점수는 자녀의 식행동, 선호도, 섭취빈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에, 자녀의 식습관 개선에는 무엇보다도 부모

의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 부모 321명을 대상으로 당류 함유식

품에 대한 식습관 관련 설문조사를 통하여 어린이의 당류 함

유식품에 대한 노출 수준을 파악하고, 부모의 식태도 및 지식

수준과 자녀와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조사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부모 연령은 36

세 이상이 가장 많았고,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가정보다 많았

다. 자녀들의 성별은 남아가 153명, 여아가 168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만 3.64세였다.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부모의 식태도를 점수화하였을 때, 
총 평균점수는 25점 만점 중 17.94점이었다. 문항별 평균점수

가 가장 높은 항목은 ‘당류 섭취를 줄이려는 노력’이었으며, 
그 다음은 ‘음식을 달지 않게 먹으려는 노력’이었다. 가장 낮

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직접 건강한 간식을 만들려는 노력’
이었다.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부모의 영양학적 지식의 총 평

균점수는 5점 만점 중 3.67점이었는데, 문항별 평균점수가 가

장 높은 항목은 ‘당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성인의 하

루 당류 권장섭취량’에 대해서는 가장 점수가 낮았다. 부모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태도 조사의 항목 간의 상호관련성

을 분석한 결과, 각 항목끼리 모두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영양학적 지식의 총 평균점수와 

식태도 조사의 항목별 관계에서는 음식을 달지 않게 먹으려

는 노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녀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행동 조사 결과, 총 평균

점수가 50점 만점 중 23.98점이었으며,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사탕, 초콜릿, 젤리를 자주 먹는다.’였다. 
선호도 조사에서는 총 평균점수가 60점 만점 중 43.51점이었

으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식품은 초콜릿이었고,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이는 식품으로는 청량음료였다. 섭취빈도 

조사에서는 총 평균점수가 48점 만점 중 23.50점이었으며, 가
장 자주 먹는 식품은 사탕이나 캐러멜이었고, 가장 섭취빈도

가 낮은 식품은 청량음료였다. 자녀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행동, 선호도 및 섭취빈도 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각 항목 간에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모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태도 

및 지식 총 평균점수와 자녀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행동, 
선호도 및 섭취빈도 간에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을 때, 부모

가 음식을 달지 않게 먹으려고 노력할수록 자녀는 당류 함유

식품을 많이 먹으려고 하지 않았고, 섭취빈도도 낮았다. 또
한, 부모의 식태도의 총 평균점수는 자녀의 당류 함유식품을 

많이 먹으려는 식행동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

태도는 자녀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한 식행동, 선호도, 섭취빈

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부모의 당류 함유식품에 대

한 식태도와 지식수준 간에는 상관성이 있었지만, 부모의 지

식수준이 자녀의 식습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자녀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노력하

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 국민의 성공적인 당류 저감화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관

련 교육을 영유아 시기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영유아뿐만 아

니라 부모 대상 교육도 실시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향후 당류 

저감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영유아와 부모 맞춤형으로 각

각 개발하여 동일한 시기에 실시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최대

한으로 증진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부모 대상 설문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조사

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설문에 대한 응답을 전문가

의 도움 없이 부모 스스로 작성함으로써 당류 함유식품에 대

한 부모의 식태도 및 관련 지식에 대한 평가와 자녀의 식습관

에 대한 평가가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본 연

구결과를 기초자료로 설문조사 내용 및 방법을 보완하여 우

리나라 영유아의 당류 함유식품의 섭취 현황 및 식습관에 대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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