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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milk education materials for adults based on the scientific basis of right milk consumption

in the format of card news that can be easily accessed on a mobile phone or the internet and has high impact. The topics

to be included in the card news were selected based on the findings from literature analysi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10 adults(32.0±6.4 years). For the eight selected topics, effective communication was made by suggesting some information 

that users want to know while reflecting adult eating habits, lifestyle habits, and nutrition and health interests. The card news 

draft was reviewed by researcher and consulting experts, and then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using Likert 5-point scales

by 50 adults(42.7±10.2 yea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consultation and questionnaire survey, a final draft of the

card news consisting of 11 cuts was completed. Card news proposal is expected to produce educational effects, since the respondents

showed high satisfaction with the card news (higher than 4 on the 5-point scales)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survey. Adults

can easily access and use the card news developed in this study, and thus this card news is expected to increase milk consumption

in adulthood and improve nutrition and health through friendly and systematic milk education.

Key words: 근거중심(scientific-evidence-based), 모바일용(mobile use), 성인(adults), 

우유 교육 교재(education materials of milk), 카드뉴스(card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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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유 섭취가 영양 및 건강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

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Kim, 2010). 우유는 특정 생애주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영양과 

건강을 위해 충분한 섭취가 권장되고 있다. 우유는 유당, 단백

질, 저급지방산,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B12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

므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생리활

성 단백질과 펩타이드, 공액리놀레산 등 건강기능성분도 함유

하고 있어 혈압강하, 혈전생성억제, 면역작용, 항산화작용, 비

만억제 등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Kim, 2010; Pereira, 

2014). 그러나 생애주기에 따라 우유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 

우유 선택 시 고려사항, 생활습관, 우유 관련 관심사와 이해도 

등이 다르므로 바른 우유 섭취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

육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우유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제품 

다양화, 새로운 정보 출현 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우유 

종류만 하더라도 일반우유(전지우유), 당류와 향미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우유,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우유, 곡류나 견과

류 등을 혼합한 우유, 지방 함량을 낮춘 저지방우유나 무지방

우유,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을 위한 유당제거우유(락토프

리우유), 보관기간이 길은 멸균우유, 칼슘, 비타민 D, 아미노

산 등의 영양소를 강화한 강화우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

고 있다. 강화우유의 경우에는 영유아의 철 보충과 성장기의 

칼슙 보충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중⋅노년기의 근육 유지

를 위한 아미노산 보충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를 세분화하여 

제품이 개발되어 있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우유 섭취 방법도 

커피나 녹차 등과 혼합해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하는 등 확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중시하고 있음에 따라 국산 

우유만을 사용했음을 인증하는 K-MILK 마크도 신설되었다

(Korea Milk Marketing Board, n.d.). 이에 따라 우유의 영양이나 

건강 가치에 대한 정보 요구도가 높으나, 우유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어(Thorning et al., 2016), 콩이나 곡류나 

견과류로 만드는 우유대체음료를 우유 대신 마시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USDA, 2016) 우유 관련 정보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성인기에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책임이 

크며 이에 따라 식생활에 시간 및 노력 등을 쏟기 어려워 영양

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기 쉽다. 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MOHW]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KCDC], 2019)에 따르면 영양섭

취부족자 분율이나 에너지/지방 과잉섭취자 분율이 성인기에

서 높아 20세군에서 각각 16.2%(1세 이상 전체 12.9%), 7.3%(1

세 이상 전체 5.5%)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성인기에 가장 부족하게 섭취하

는 영양소는 칼슘으로 다년간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우유 섭

취 부족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만성질환이 발생

하기 쉬운 성인기에 건강을 위해 영양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성인기의 영양관리를 위해 식품 섭취 다양성을 충족하는 

영양균형식을 섭취하도록 해야 하며 이와 함께 우유를 하루 

1회(1컵) 이상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MOHW & Korean 

Society of Nutrition[KSN], 2015). 성인기의 우유⋅유제품 섭취

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권장기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

는 수준이어서, 우유 섭취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2010~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64세 성

인 남녀의 우유 섭취량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권장하

는 하루 1회 제공량(200 g/일) 이상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16.4%에 불과하여 낮았다. 또한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 섭취 

역시 권장기준으로 섭취한 대상자는 23% 미만으로 낮았다

(Kwon & Lee, 2017).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우유 섭취 증진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간결하고 바른 정보를 

이용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유에 대한 바른 정보를 쉽게 접근하면서 

익힐 수 있는 우유 교육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 위주인 카드뉴스 형식의 교육자료 제공이 적절할 것으

로 생각된다. 카드뉴스는 모바일 환경에서 쉽게 접근하고 신

속하게 핵심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전달 방식이기 때문

에 각광을 받고 있다. 카드뉴스는 기존의 텍스트로 이루어진 

딱딱한 기사에서 벗어나, 텍스트가 줄고 이미지가 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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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어 있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네러티브

식 서술 구조라서 친근감을 주는 장점이 있다(Cha, 2017; Wang, 

2016).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성인기에 필요로 하는 우유 관련 

주제 요구도를 파악한 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쉽게 접할 

수 있고 파급력이 높은 사용자 중심의 성인용 카드뉴스 형식

의 교육자료를 개발함으로써 바른 우유 섭취를 통해 영양과 

건강을 돕고자 실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우유 섭취와 영양 및 건강

우유는 유당, 양질의 단백질, 칼슘,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B12 등의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고영양밀

도 식품이다. 특히 우유는 전체 식품 중 칼슘 함량이 가장 

높으며 칼슘의 체내 이용률도 높아 칼슘 급원으로 우유를 대

체할 수 있는 식품은 없다(Kim, 2010; Pereira, 2014). 이점은 

주요 영양소에 대한 급원별로 식품을 분류해 놓은 6가지 기초

식품군 중 하나가 칼슘 급원 식품인 우유⋅유제품류인 점으로

도 확인할 수 있다(MOHW & KSN, 2015). 따라서 인체가 필요

로 하는 영양소를 골고루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일 영양균형을 

갖춘 식사와 함께 우유⋅유제품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권장식사패턴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식품군별 권장섭취횟수를 제시하

고 있는데, 우유⋅유제품류는 성장기는 하루 2회 분량, 성인기

는 하루 1회 분량으로 정해 놓았다. 성인기에 우유⋅유제품류

를 하루 1회 분량을 섭취할 때 골밀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우유⋅유제품류의 1회 분량은 우유로는 1컵(200 mL)에 

해당한다(MOHW & KSN, 2015). 우유 1컵에는 칼슘 210 mg과 

비타민 A 55 μg이 함유되어 있어(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7), 우유 1컵을 

섭취하면 성인의 1일 권장섭취량 대비 칼슘은 약 1/4, 비타민 

A는 약 1/13를 섭취할 수 있다.

칼슘, 리보플라빈, 비타민 A 등은 성인기를 비롯한 전체 

생애주기에서 한국인이 영양소 섭취기준 미만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영양소이며(MOHW & KCDC, 2019), 

우유 섭취는 이들 영양소의 섭취 부족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도 우유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칼슘, 인, 비타민 A, 비타민 C 등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었다. 또한 우유 섭취자 

중 50 백분위수 이상인 군이 우유를 마시지 않는 군보다 하루 

칼슘 섭취량이 남자 380 mg, 여자 350 mg이 많았다(Kim, Kim, 

Ha, & Lee, 2017). 미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연구에

서도 우유를 섭취하지 않고 칼슘을 권장섭취량만큼 섭취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Gao, Wilde, Lichtenstein, & Tucker, 2006). 

그리고 우유를 포함시키지 않는 식사패턴의 경우 우유에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유를 포함시켜야 함을 

보여주었다(Fulgoni III, Keast, Auestad, & Quann, 2011). 이와 

같이 식사에 우유를 포함시켜야 균형 잡힌 영양이 완성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우유는 각종 영양소뿐만 아니라 건강에 이로운 생리

활성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성인기에 우유를 꾸준히 

마시면 건강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Ha, 

2001; Kim, 2010). 아미노산, 펩티드 등의 생리활성물질은 골

질량 감소, 심경색, 대사증후군 및 몇가지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eak et al., 2017; Kwon & Lee, 2017; 

Lee & Joung, 2012). 2010~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30~64세 성인에서 적정 수준의 우유 섭취는 고혈압, 고중

성지방혈증, 저HDL-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비만, 복부비만 

및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Kwon & Lee, 2017). 

우리나라의 2008~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세 이상 성인의 우유⋅유제품 섭취량과 골다공증 발생 위험

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골다공증 발생 위험도는 우유⋅

유제품을 전혀 섭취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하루 1회 미만 섭취 

시 0.96, 하루 1회 이상 섭취 시 0.71로 나타나 우유⋅유제품 

섭취량이 증가할 때 골다공증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하였

다(Hong, Kim, & Lee, 2013). 국내 20~80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우유를 마시는 집단이 거의 마시지 않는 

집단보다 심혈관계질환 발생위험도(FRS, Framingham Risk 

Score)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60대 이상 남자에서 이런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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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Joo et al., 2016).

2. 성인기의 우유 섭취 실태

우유 교육 교재의 콘텐츠는 성인기의 우유⋅유제품 섭취

량, 칼슘 섭취량과 함께 이와 관련된 우유소비현황을 바탕으

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우유 섭취라는 행동은 가정환

경, 사회환경과 연계되어 강화되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 

성인의 우유 섭취량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우리나라 19~59세의 하루 우유류 

섭취량은 증가 추세이나 69.6 g~117.3 g으로 낮아 성인기 하루 

우유 권장기준인 200 mL(MOHW & KSN, 2015) 대비 35~59%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근 5년(2014~2018년)간 

우리나라 19~59세의 칼슘 섭취량은 472.1~568.8 mg/일이며 

칼슘 권장섭취량의 66.2~75.6% 수준으로 낮았다(MOHW & 

KCDC, 2019).

또한 한국인의 우유소비현황을 보면 2019년에 Korea Dairy 

& Beef Farmers Association(2019)이 전체 조사대상자 중 20~50

대의 성인이 92.3%를 차지하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유를 

마시는 이유는 식사대용(49.5%)> 허기를 채우기 위해(46.3%)> 

미용/건강을 위해(41.5%)> 갈증을 달래기 위해(24.0%)> 숙면

을 취하기 위해(13.2%)의 순으로 많았다. 이 중 허기를 채우기 

위해, 미용/건강을 위해, 숙면을 취하기 위해는 전년 대비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우유를 공복감을 해결하는 수단이나 기능적

인 목적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건강이나 미용을 위해 우유를 마시는 비율

이 높았으며 20대로 갈수록 허기를 채우기 위해 우유를 마시

는 비율이 높았다. 우유를 마실 때는 흰우유 그대로 마시는 

비율(67.3%)이 가장 높았으며 시리얼과 혼합(20.2%)> 커피와 

혼합(7.4%)> 홍차/녹차 등 차 종류와 혼합(3.9%)하여 마시는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우유 구매 시 중요 시 하는 정보는 제조

사 브랜드(63.7%)> 가격(50.5%)> 유통기한(40.8%) 순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유통기한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위생을 중시하는 추세임을 보여주었다.

우유와 우유대체음료 간의 성분에 대해 8.9%가 같다, 

45.1%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였으며 전혀 다르다는 비율은 

32.2%로 나타나, 우유대체음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우유 구입 시 보통의 흰우유를 

구입하는 비율이 58.5%이었으며 저지방 혹은 무지방우유 구

입 비율이 21.9%, 칼슘 등이 강화된 흰우유 구입 비율이 16.1%

로 나타났으며, 2016~2019년간 보통의 흰우유 구입 비율은 

감소하고 저지방 혹은 무지방 흰우유, 칼슘 등이 강화된 흰우

유 구입 비율은 증가하고 있었다. 저지방 혹은 무지방 흰우유

의 구입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83.1%)> 체중 감량을 위해서

(16.0%)> 맛 때문에(0.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Korea Dairy 

& Beef Farmers Association, 2019), 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이 

되는 우유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이었다.

3. 카드뉴스의 정의와 구성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고 대중화됨에 따라 현대인들은 시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콘텐츠를 소모하고 있으며, 콘텐츠의 

형태와 소비 행태 역시 스마트 기기에 맞추어 변화하였다(Cha, 

2017; Wang, 2016). 넘쳐나는 콘텐츠들 가운데 스마트 기기의 

손쉬운 조작과 그것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에 가치 있는 정보

만을 접하려는 ‘스낵처럼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즐기는 문화’

인 ‘스낵 컬쳐(Snack Culture)’가 등장하면서 분야를 막론하고 

온라인 콘텐츠의 이용 추세 역시 변화하였다(Wang, 2016).

즉 현대사회에서 간결한 내용과 이미지 위주로 구성하는 

콘텐츠가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잘 갖추고 있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콘텐츠가 

바로 카드뉴스이다. 카드뉴스는 모바일에 최적화 된 뉴스로 

10장 내외의 비주얼 카드에 장당 이미지 하나에 3~5줄 내외의 

단문으로 내용을 요약, 편집하여 좌우 슬라이드 방식으로 카

드를 넘겨보는 형식이다(Wang, 2016). 카드 뉴스 콘텐츠는 모

바일 인터페이스에 최적화된 보기 방식, 친근하고 재미있는 

디자인, 핵심 정보만을 쏙쏙 제시하는 편집 특성을 갖추고 

있어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카드뉴스 형태의 콘텐츠는 원래 언론사에서 뉴스를 간결

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손쉬운 업로드와 공유를 기반으로 한 소셜 미디어인 모바일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카드뉴스 형태의 콘텐츠가 정보 전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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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development process of milk education materials for adults in a card news format

나 광고, 유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핵심 

내용들을 축약하고 있는 특성상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마케팅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Wang, 2016). 최근에는 교육 분야에서

도 카드뉴스 형식을 이용한 교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 있

으며, 식생활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Han, Kim, Lee, 

Yoo, & Hyun, 2017). 우유와 관련하여 Korea Milk Marketing 

Board Homepage에도 ‘우유와 치아건강’, ‘생애주기별 우유 섭

취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자료가 탑재되어 활용되고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과학적 근거와 경험적 지식에 기반을 둔 콘텐츠

를 개발하기 위하여 문헌 인용 및 참여적 디자인(participatory 

design) 방법을 적용하였다. 참여적 디자인 방법이란 사용자나 

이해관계자들이 디자인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

용자 중심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일부 성인이 카드뉴스의 주제 선정과 시안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 진행은 공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 이루어졌다(KNU_IRB_2019-57). 본 연구의 개발과정

은 <Figure 1>과 같으며 개발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 요구도 분석

대상자(타겟)가 원하는 우유 관련 정보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우유 관련 국내외 논문과 단행본(서적), 교육자료, 홈페

이지 등을 이용해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함께 본 연

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카드뉴스가 성인기(만나이 19~64

세)용인만큼 성인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FGI를 위한 대상자는 편의추출

법에 의해 선정된 남자 5명(만나이 31.4±5.5세), 여자 5명(만나

이 32.6±7.7세)을 포함해 10명(만나이 32.0±6.4세)이었다. 면담 

시기는 2019년 8월 29일~2019년 8월 30일이었으며 면담 장소

는 학교나 회의실이었다.

FGI 시 연구자가 대상자를 대면하면서 일반사항(거주지, 

만나이, 성별), 우유 섭취 실태(우유 섭취량, 섭취하는 우유 

종류, 우유를 섭취하거나 섭취하지 않는 이유, 우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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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우유 관련 카드뉴스 주제 요구도(우유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주제 예시별로 우유에 대해 알고 싶은 점), 카드뉴스 

형식(카드뉴스로 정보를 접하게 된 매체, 카드뉴스의 장점이

나 불편한 점, 성인용 우유 관련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의 4가

지 영역에 대해 개방형 문항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단 카드뉴스 형식에 관한 질문 중 카드뉴스로 정보를 접하게 

된 매체, 성인용 우유 관련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는 폐쇄용 

문항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이때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대화내용을 녹음한 후 녹음내용을 그대로 문장으로 정리

하였다.

2. 정보의 범위 및 주제 선정

정보 요구도 분석 단계에서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비슷한 

자료들끼리 묶는 유목화를 통해 제공할 우유 관련 정보의 범

주를 정한 후 범주별로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하였다.

3. 콘텐츠 시안 작성

정보의 범위 및 주제 선정의 단계에서 선정한 주제를 기반

으로 카드뉴스에 담을 콘텐츠 시안을 작성하였다. 콘텐츠 시

안 작성 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술논문 

및 보고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식생활지침, 식품성분표, 

우유 관련 통계자료, 국내외 관련 홈페이지 자료 등을 이용하

였으며, 이미지, 그래프, 표 등을 위주로 하고 텍스트를 최소화

하였다.

콘텐츠 시안의 도입부는 동기유발을 위해 건강신념모델의 

주요 구성요소인 인지된 민감성과 인지된 심각성의 개념으로 

구성하고자(Lee et al., 2018), 우리나라 성인의 칼슘 부족 실태

와 해결방안인 우유 섭취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그 주제에 대한 다양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흥미를 

갖고 그 다음 내용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콘텐츠 

시안은 11장으로 작성하였으며 장별로 활용한 참고문헌을 제

시하였다.

4. 카드뉴스 시안 개발

카드뉴스 시안은 망고보드(www.mangoboard.net)를 이용

해 콘텐츠 시안을 일반 성인이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로 바꾸

고 주제와 어울리는 이미지, 그래프, 그림 등으로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 개발하였다.

5. 카드뉴스 시안 검토

1) 전문가 자문

연구자에 의해 검토⋅수정과정을 거친 카드뉴스 시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전문가 자문위원은 식생활 교재 

개발 경험이 풍부한 학계전문가와 성인을 포함하는 주민 대상 

식생활교육 경험이 풍부한 현장전문가(보건소 영양사)를 1인

씩으로 하여 2인으로 구성함으로써 카드뉴스의 내용 정확성

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2019년 

9월 27일~2019년 9월 28일에 온라인이나 대면으로 이루어졌다.

2) 카드뉴스 시안 평가

카드뉴스 시안 평가는 설문지를 이용한 만족도 조사로 이루

어졌다. 대상자는 성인기에 해당하는 만19~64세가 골고루 포

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면서 편의추출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연

구 참여에 동의한 50명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는 충남 공주

시, 세종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의 남녀 50명이

었으며 만나이는 42.7±10.2세이었다. 설문조사는 2019년 9월 

24일~2019년 9월 25일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FGI와 설문

조사 대상자는 모두 성인으로 구성하되 두 가지 조사에 중복하

여 참여하지 않도록 다르게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대상자를 대면하면서 카드뉴스 시안을 보여준 후 대상자의 생

각을 설문지에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카드뉴스 시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은 

내용, 문구, 글자 크기 등 보기가 편한지, 내용이 재미있는지, 

내용이 이해하기 쉬운지, 내용을 보고 우유 섭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는지, 내용을 보고 우유 섭취를 실천하려는 생각이 

들었는지, 우유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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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터뷰 결과(n=10)

우유의 영양 및 

건강성분

- 우유에 정확히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궁금함. 가공우유가 흰우유와 동등한 영양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음.

우유 섭취와 질병예방 

및 건강유지
- 우유의 어떤 점 때문에 우유를 건강음료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음.

우유 섭취와 체중관리 

및 근육량
- 우유 섭취가 체중관리, 체지방과 근육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음.

우유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바로 잡기

- 우유 섭취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옳은지 알고 싶음. 우유를 마시면 살찌므로 우유를 마실 때는 저지방우

유를 마셔야 한다고 하는데 바른 정보인지 알고 싶음. 젖소에게 위생⋅안전면에서 어떤 사료를 주고 있는지 

알고 싶음. 장이 안 좋은 사람은 우유를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음. 저지방우유가 

흰우유보다 한 단계 더 가공한 것인지와 일반우유보다 더 좋은지 알고 싶음.

우유의 바른

선택방법

- 저지방이나 무지방우유 제조 시 지방 제거 공법, 우유의 유통기한을 준수해 섭취해야 하는지, 어떤 우유가 

좋은 우유인지 궁금함. 사육과정에서 젖소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기 등 동물복지 적용, 윤리적 소비, 푸드 마일리

지 관련해 안전하고 건강한 우유 선택을 돕는 정보를 실어 국산우유 소비를 촉진하면 좋겠음. 저지방우유와 

일반우유(전지우유)의 영양성분 차이, 멸균우유와 일반우유의 영양성분 차이, 우유를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

로 삼아야 할지, 저지방우유가 왜 좋은지, 저지방우유 등 우유 종류별 용도는 무엇인지, 우유에 따라 유통기한이

나 제조일자가 적혀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먹어도 되는지 등을 알고 싶음.

우유 섭취방법 - 생애주기별 우유 섭취방법 및 소화⋅흡수 정도 차이를 알고 싶음.

하루 우유

적정섭취량

- 우유를 자주 마시는 편인데 하루에 어느 정도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유익한지 궁금함. 장이 안 좋을 때 

우유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마신다면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등이 궁금함.

우유를 섭취하기 

어려울 때 해결방안

- 유당불내증이 있을 때 우유 섭취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락토프리우유를 마시거나, 조금씩 먹거나, 발효유를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면 좋겠음.

우유 섭취가 부족할 

때 영영과 건강 문제
- 우유를 마시지 않으면 칼슘 섭취가 부족해 골다공증에 걸리는지 궁금함.

우유를 이용한

간단한 요리

- 우유를 간단하게 먹는 방법이나 우유를 이용한 요리 방법으로 경험상 다음을 소개해주면 좋겠음: 코티지치즈 

만들기, 우유에 곡물가루 넣어 마시기, 우유를 이용한 감자샐러드 만들기(감자에 물을 부어 삶고 거의 익을 

무렵 우유를 부음, 익힌 감자에 마요네즈, 사우어크림, 허브를 넣어 으깬 후 완성함), 한꺼번에 자장이나 

카레를 만들어 1회분량씩 냉동보관한 후 사용할 때 가열 시 우유를 넣어주면 부드럽고 맛있다는 점. 환자들의 

고단백질 섭취를 위해 우유에 단백질보충제를 넣어 마시거나 우유와 견과듀를 같이 먹기 등

- 우유를 이용한 간단한 요리 방법을 알고 싶음. 바나나맛 우유 광고에서 바나나맛 우유로 팬케이크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데 이렇게 쉬운 우유 요리법을 알고 싶음.

Table 1. Needs for milk subjects based on the focus group interview

되었는지, 우유를 이용한 레시피가 우유 섭취에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하는지, 이 카드뉴스를 다른 사람에 추천하고 싶은지

의 8문항에 대해 각각 Likert-5점 척도(매우 아니다~매우 그렇

다)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카드뉴스 시안에 대한 만족도 결과

를 남녀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24(IBM Co., New 

York, NY, USA)로 실시하였다.

6. 카드뉴스 최종안 완성

카드뉴스 시안에 대한 연구자 검토, 전문가 자문 의견, 대상

자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자 수정작업을 거쳐 

카드뉴스 최종안을 완성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주제 요구도 조사

우유 관련 주제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선정

한 성인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들은 우유와 관련해서 우유에 정확히 어떤 성분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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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흰우유와 가공우유의 영양조성이 같은지, 우유가 왜 

건강음료인지, 우유 섭취가 체중관리 및 근육량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우유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사실인지, 일반우유

(전지우유)⋅저지방우유⋅멸균우유의 영양조성 차이점을 비

롯한 우유 선택에 필요한 정보, 생애주기별 우유 섭취방법, 

우유 적정 섭취량(우유 권장기준), 우유를 섭취하기 어려울 

때 해결방안, 우유 섭취 부족 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지, 우유

를 이용한 간단한 요리 등을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유의 영양조성, 건강효과, 선택방법, 조리 시 활용방

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

나, 우유에 대한 관심과 제대로 섭취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주제 선정 및 콘텐츠 시안 작성

문헌 분석 및 FGI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 우유 관련 주제

를 선정하였으며 주제별로 콘텐츠 시안을 작성하였다. 콘텐츠 

시안은 11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순서대로 표지(1장)→ 성인의 

하루 칼슘 섭취량과 우유의 영양성분(2장)→ 우유 섭취와 건

강(1장)→ 우유 섭취와 체중관리(1장)→ 우유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바로 잡기(1장)→ 우유의 바른 선택방법(1장)→ 흰우유

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와 권장기준(1장)→ 우유 섭취방법(1

장)→ 우유를 이용한 간단한 요리(1장)→ 정리(1장)를 담았다.

장별 콘텐츠 시안 및 참고문헌은 <Table 2>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표지(1장)에는 ‘쉽게 마시는 

건강, 우유(성인편)’라는 문구를 제시하였다. 성인의 하루 칼

슘 섭취량과 우유의 영양성분(2장)은 건강신념모델의 주요 구

성요소인 인지된 민감성과 인지된 심각성의 개념으로 구성하

고자(Lee et al., 2018) 성인의 하루 칼슘 섭취량을 권장섭취량

과 비교하여 칼슘 섭취가 부족함을 보여줌으로써 우유 섭취 

필요성을 강조하였다(MOHW & KCDC, 2018). 아울러 성인기

에 아침결식, 잦은 외식 등으로 놓치기 쉬운 완전단백질, 칼슘,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B2 등이 우유에 풍부하므로 우유 

섭취는 성인기의 쉬운 영양보충방법임을 제시하였다(Milk 

Science Association, 2010). 우유 섭취와 건강(1장)에서는 우유 

섭취는 성인기에 발생하기 쉬운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등을 

예방해주는 점을 제시하였다(Lee, Lee, & Lee. 2014). 우유 섭

취와 체중관리(1장)에서는 우유를 섭취하면 체지방 감량과 근

육 증량이 일어나 체중관리에 도움이 됨을 제시하였다(Korea 

Milk Marketing Board, n.d.). 우유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바로 

잡기(1장)에서는 최근 우유 대용으로 섭취되고 있는 두유나 

아몬드 우유와 같은 식물성 음료는 우유가 아니며 영양조성도 

우유보다 부족하므로 식물성 음료가 우유를 대신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우유의 바른 선택방법(1장)에서는 성인기에 관심

이 높은 K-MILK 마크,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유당불내증

을 위한 락토프리우유에 대해 소개하였다(USDA, 2016). 흰우

유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와 권장기준(1장)에서는 흰우유와 가

공우유의 영양조성을 비교하면서 칼슘은 적고 당류가 많은 

가공우유보다 흰우유를 선택해야 하는 점과 성인기의 하루 

우유 권장기준을 제시하였다(Lee, Park, Kang, & Park, 2015). 

우유 섭취방법(1장)에서는 성인기의 생활 속에서 우유를 찾게 

되거나 섭취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우유를 이용한 

간단한 요리(1장)에서는 바나나 우유 프라페 만들기를 소개하

였다(Korea Milk Marketing Board, n.d.). 마지막으로 정리(1장)

에서는 ‘간단하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 마셔요! 우유’라는 문구

를 제시하여 카드뉴스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강조하

였다.

3. 카드뉴스 시안 개발

카드뉴스 시안은 콘텐츠 시안을 바탕으로 식생활교육 교

재의 그림편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카드뉴스 제작 프로그

램 중 하나인 망고보드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콘텐츠 시안

에 담은 텍스트는 성인 입장에서 알기 쉽고 보기 편하도록 

간결하게 줄였으며, 그림은 정보가 바로 와닿도록 수정하고 

콘텐츠별로 어울리는 이미지, 그림 등을 제시하여 카드뉴스 

시안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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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콘텐츠 시안 침고문헌

표지(1장)  쉽게 마시는 건강 우유(성인편)

성인의 하루 칼슘 섭취량과 우

유의 영양성분(2장):
- 성인의 하루 칼슘 섭취량 실태 

및 우유 섭취 필요성(1장)

- 우유의 영양성분(1장)

 건강신념모델의 주요 구성요소인 인지된 민감성과 

인지된 심각성의 개념으로 구성하였음.
- 성인의 하루 칼슘 섭취량을 권장섭취량과 비교해 

우유 섭취 필요성 제시

Korea Dairy & Beef Farmers Association, 2019; 
Kwon & Lee, 2017; MOHW & KCDC, 2018; 

MOHW & KSN, 2015

 우유의 영양성분: 성인기에 바쁜 생활, 아침결식, 잦
은 외식 등으로 놓치기 쉬운 완전단백질, 칼슘, 비타

민 A, 비타민 D, 비타민 B2 등이 우유에 풍부하므로 

우유 섭취는 쉬운 영양보충방법임.

Foodsafetykorea, n.d.; Kim, Kim, Ha, & Lee, 
2017; Korea Dairy & Beef Farmers Association, 

n.d.; Korea Milk Marketing Board, n.d.; Milk 
Science Association, 2010

우유 섭취와 건강(1장):
- 우유 섭취와 대사증후군, 고지

혈증과의 관계

 우유는 성인기에 발생하기 쉬운 대사증후군, 고지

혈증 등을 예방해줌.

Hong et al., 2012; Joo et al., 2016; Kwon & Lee, 

2017; Lee & Joung, 2012; Lee, Lee, & Lee, 2014

우유 섭취와 체중관리(1장):
- 우유 성분과 체조성

- 우유 섭취와 체중

 우유 섭취와 체중관리

- 우유 성분인 유당, 유청단백질 등을 섭취하면 체지방 

감량과 근육 증량이 일어나 체중관리에 도움이 됨.

Korea Milk Marketing Board, n.d.

우유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바로 

잡기(1장):

- 우유와 우유대체 식물성 음료

 우유에 대한 잘못된 정보 알아보기

- 우유 대신 우유대체 식물성 음료를 마셔야 하는지: 
식물성 음료는 우유가 아니며 영양조성도 우유보다 

부족하므로 식물성 음료가 우유를 대신할 수 없음.

Korea Dairy Committee, n.d.

우유의 바른 선택방법(1장):
- 성인기에 관심이 높은 내용 중

심으로 제시

 성인기 중심 우유 바른 선택방법 제시

- K-MILK 마크 알기

-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 유당불내증을 위한 락토프리우유

Korea Milk Marketing Board, n.d.; USDA, 2016

흰우유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와 

권장기준(1장):

- 흰우유와 가공우유의 영양조성 

비교, 우유의 하루 권장기준

 흰우유와 가공우유의 영양조성 비교와 흰우유의 적

정섭취량

- 가공우유는 흰우유보다 원유 함량이 적어 칼슘은 적

고 당류가 많으므로 흰우유가 영양과 건강에 좋음.
- 성인의 하루 우유 권장기준은 칼슘 권장섭취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컵(400 mL)임.

Lee, Park, Kang, & Park, 2015; Luger et al., 

2017; Thorning et al., 2016; Zheng et al., 2015

우유 섭취방법(1장):

- 성인의 다양한 생활 속 우유 섭

취방법

 성인의 생활 속 우유 섭취방법

- 아침식사 대용으로

- 운동 후에 마시면 수분보충과 근육생성에 도움이 됨.
- 간식으로 마시거나 커피에 부어 마심.
- 야식이 먹고 싶을 때 대신 마셔 비만 예방

Kim, Kim, Ha, & Lee, 2017; Korea Milk 
Marketing Board, n.d.

우유를 이용한 간단한 요리(1장):
-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우유 요리

 성인기에 쉽게 만들 수 있는 바나나 우유 프라페 Korea Milk Marketing Board, n.d.

정리(1장) 간단하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 마셔요! 우유

Table 2. Suggested contents and reference by topic of the card news related to milk education for adults based 

on the focus group interview

4. 카드뉴스 시안 검토

1) 전문가 자문

카드뉴스 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표지의 이미지 변경, 

대상자에 맞게 쉽고 간결하게 제시하도록 표현⋅표기 수정, 

내용에 따라 텍스트보다는 통계 그래프 등으로 제시, 문구 

수정, 그림 수정 등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표지의 배경을 

현재의 컵 속의 우유보다 초록 목장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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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남자(n=27) 여자(n=23) t값 전체(n=50)

만나이(세) 42.8±11.21) 42.5±9.0 0.115NS2) 42.7±10.2

평가 결과

내용, 문구, 글자 크기 등 보기가 편한가요? 4.23)±1.1 4.5±0.8 -1.097NS 4.4±1.0

내용이 재미있습니까? 4.1±1.1 4.3±0.8 -0860NS 4.2±0.9

내용이 이해하기 쉽습니까? 4.3±1.0 4.8±0.4 -2.664* 4.5±0.8

내용을 보고 우유 섭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까? 4.2±1.1 4.8±0.4 -2.585* 4.5±0.9

내용을 보고 우유 섭취를 실천하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4.0±1.2 4.4±0.8 -1.365NS 4.2±1.0

우유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까? 4.2±1.2 4.6±0.8 -1.425NS 4.3±1.0

우유를 이용한 요리 레시피가 우유 섭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9±1.2 4.4±0.8 -1.846NS 4.1±1.1

이 카드뉴스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습니까? 4.0±1.1 4.4±0.7 -1.607NS 4.2±1.0

평균 4.1±0.9 4.5±0.5 -2.140* 4.3±0.8

1) 평균±표준편차

2) 성별에 따른 카드뉴스 시안에 대한 만족도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음. NS: Not significant, * p<0.05

3) 1(매우 아니다)~5(매우 그렇다)

Table 3. Evaluation of the draft of the card news related to milk education for adults by research participants

‘...영양밸런스가 잘 맞게 돼요’ 보다는 ‘...균형잡힌 영양을 섭

취할 수 있어요”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우유를 왜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은 마시는 이유

와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통계를 이용한 칼슘 섭취 부족 그래

프로 제시하면 어떤지, ‘우유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를 ‘우

유는 언제 마시면 좋을까요?’로 수정하면 어떤지, 우유대체음

료로 아몬드우유 그림보다 가장 대표적인 두유 그림으로 제시

하고 두유의 원료인 콩을 추가로 그려주면 어떤지 등의 의견

이 있었다.

2) 설문조사

카드뉴스 시안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 구성은 전체 50명 중 남자 27명(54%), 

여자 23명(46%)이었다. 평균 만나이는 남자 42.8±11.2세, 여자 

42.5±9.0세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성인기 연령인 

19~65세 중 중간 나이에 해당하였다.

카드뉴스 시안에 대한 보기 편한 정도, 흥미도, 이해도, 우

유 섭취의 중요성 인식, 우유 섭취 실천 의향, 우유 관련 궁금

증 해결, 우유 레시피 활용도, 시안의 정보 공유도 등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각각에 대해 남녀 전체 평균치가 5점 

만점 중 4점 이상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이해도와 우유 섭취

의 중요성 인식에서만 각각 여자가 남자보다 만족도가 높았으

며(p<0.05), 다른 문항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전체 문항

에 대한 만족도도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카드뉴스가 정보 요구도

에서 파악된 우유 관련 다양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

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쉽고 간편한 교육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카드뉴스 최종안

카드뉴스 시안에 대한 연구자 검토, 전문가 자문 의견, 대상

자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수정한 후 완성한 11장 

분량의 카드뉴스 최종안은 <Figure 2>와 같다. 연구자 검토과

정에서 연구자가 작성한 콘텐츠 시안을 전문가가 카드뉴스 

시안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도가 잘못 전달된 

문구나 그림을 수정하고 출처가 누락된 부분에 출처를 밝혀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해 표지의 이미지 변경, 

장에 따라 통계 그래프 제시, 문구 수정, 주제에 맞게 그림 

수정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우유를 똑똑하게 고르는 방법에서는 멸균우유에 관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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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final outcome of the card news related to milk education for adults

삭제하였으며 내용이 많거나 어려운 장에서는 내용을 줄이고 

쉽게 풀어주어 편하게 보면서 정보를 익힐 수 있도록 수정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학술이론에 근거해 정확하면서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콘텐츠로 구성하고 텍스트는 줄이고 시

각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성인기에 바른 우유 섭취에 관한 정보

를 간편하게 익힐 수 있는 카드뉴스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문헌 인용 및 참여적 디자인(participatory 

design) 방법을 적용하여 과학적 근거와 경험적 지식에 기반을 

둔 성인 대상 우유 교육을 위한 카드뉴스를 개발하였다. 카드

뉴스에 담을 주제 선정은 문헌 분석과 함께 본 연구가 대상으

로 하고 있는 성인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결과 콘텐츠 시안은 표지(1장)→ 성인

의 하루 칼슘 섭취량과 우유의 영양성분(2장)→ 우유 섭취와 

건강(1장)→ 우유 섭취와 체중관리(1장)→ 우유에 대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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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보 바로 잡기(1장)→ 우유의 바른 선택방법(1장)→ 흰우

유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와 권장기준(1장)→ 우유 섭취방법(1

장)→ 우유를 이용한 간단한 요리(1장)→ 정리(1장)로 구성하

였으며 장별로 활용한 문헌을 제시하였다.

카드뉴스 시안 개발은 연구자기 작성한 콘텐츠 시안을 경

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성인이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로 바꾸고 

주제와 어울리는 이미지, 그래프, 그림 등을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11장으로 제작하였

다. 카드뉴스 시안이 나왔을 때 연구자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성인 남녀 50명(만나이 42.7±10.2세)

을 대상으로 카드뉴스 시안을 보여준 후 5점 척도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카드뉴스 시안에 대한 만족도는 문항

별로 5점 만점 중 4점 이상으로 높아 교육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연구자 검토, 전문가 자문, 만족도 설문조

사로 수집된 의견을 반영해 카드뉴스 시안을 수정한 후 11장 

분량의 카드뉴스 최종안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생애주기를 대상으로도 대상자의 요

구를 반영하고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식품 소비 

트렌드에 맞는 모바일용 등의 맞춤형 우유 교육 교재를 개발

하는 연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친근한 우유 교육으로 한국인이 가장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식품인 우유 섭취가 증대되어 영양균형유지와 건강증진 효과

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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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쉽게 접할 수 있고 파급력이 높은 카드뉴스 형태로 우유 섭취를 습관화 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성인용 우유 교육 교재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카드뉴스는 문헌 인용 및 참여적 디자인 방법을 

적용하여 [정보 요구도 분석→ 정보의 범위 및 주제 선정→ 콘텐츠 시안 작성→ 카드뉴스 시안 개발→ 카드뉴스 시안 검토→ 

카드뉴스 최종안 완성] 단계를 밟아 개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정확한 결과물을 생성하고자 하였다. 카드뉴스에 담을 주제 선정은 

문헌 분석과 함께 편의추출법으로 선정한 성인 남녀 10명(만나이 32.0±6.4세)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결과 콘텐츠 시안은 성인의 하루 칼슘 섭취량과 우유의 영양성분, 우유 섭취와 건강, 우유 섭취와 체중관리, 

우유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바로 잡기, 우유의 바른 선택방법, 흰우유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와 권장기준, 우유 섭취방법, 우유를 

이용한 간단한 요리로 구성하였으며 장별로 인용한 문헌을 제시하였다. 콘텐츠 시안 작성 시 주제별로 성인기의 식습관, 생활습관, 

영양 및 건강 관심사를 반영하면서 사용자가 알고 싶어하는 몇가지 정보를 선별하여 담도록 하였다. 카드뉴스 시안 개발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콘텐츠 시안을 성인이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로 바꾸고 주제와 어울리는 이미지, 그래프, 그림 등을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카드뉴스 시안에 대해 연구자가 1차 수정한 후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또한 성인 남녀 50명(만나이 42.7±10.2세)을 대상으로 5점 척도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문항별

로 5점 만점 중 4점 이상으로 높아 교육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후 11장 분량의 카드뉴스 최종안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인이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용 

우유 교육 교재를 카드뉴스로 개발하였으며 이는 친근하면서 체계적인 우유 교육을 통해 성인기의 우유 섭취 증대와 영양⋅건강 

향상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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