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5

ABSTRACT
Purpos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nutrition educational intervention studies 
was performed to assess the association between nutrition education intervention and fruit & 
vegetable (F&V) preferences and nutrition knowledge in preschool children.
Methods: The relevant studies of nutrition education intervention and F&V preferences and 
nutrition knowledge published from January 2000 to June 2020 were located using PubMed, 
Web of Science, Cochrane Library,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databases, and lists of references. A random-effects meta-
analysis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with a 95% confidence 
interval (CI). Subgroup analyses were performed to identify the association between 
nutrition education and F&V preferences and nutrition knowledge.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sizes (ES) of F&V preferences and nutrition 
knowledge of preschool children were 0.31(95% CI, 0.23, 0.39), and 1.69(95% CI, 1.27, 
2.12), respectively. The result of subgroup analysis, nutrition education focused on F&V (F&V 
preferences, ES: 0.32; nutrition knowledge, ES: 2.09) presented a slightly larger effect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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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nutrition education (F&V preferences, ES: 0.26; nutrition knowledge, ES: 1.62). 
As for the type of exposure to F&V, direct exposure education (F&V preferences, ES: 0.40) 
had a greater effect than indirect exposure (F&V preferences, ES: 0.26). This meta-analysis 
showed that nutrition education intervention had positive effects on the F&V preferences and 
nutrition knowledge in preschool children.
Conclusion: In conclusion, from the meta-analysis and subsequent subgroup analysis, 
we found that varied types of nutrition education intervention had varying effects on F&V 
preferences and nutrition knowledge in preschool children.

Keywords: fruit, vegetables, nutrition education intervention, preschool children, meta-analysis

서론

과일과 채소 (Fruits & Vegetables, F&V)는 각종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소 및 페놀 화합물과 

같은 항산화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꾸
준히 보고되고 있다 [1-3]. 또한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 및 플라보노이드 등과 같
은 파이토케미컬 (phytochemicals)이 대사증후군을 포함한 각종 만성질환들을 예방하는 효
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모든 국가들이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할 것을 장려하는 추세이
다 [4]. 국내에서도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20 (health plan 2020)을 통해 과일과 채소를 1일 

500 g 이상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며 과일과 채소의 적절한 섭취를 매우 중요하게 인
식하고 있다 [5]. 과일과 채소 섭취의 중요성과는 달리 국내 과일과 채소의 섭취량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하루 과일과 채소 500 g 이상 섭취자 분율은 2015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2015년 41.2% → 2018년 29.7%; 여성: 2015년 35.9% → 2018년 22.7%) 

[6].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과일과 채소의 섭취량이 낮아 이들의 과일 및 채소 섭취량을 높이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7].

유아기는 급속한 성장과 발육이 발생하는 시기로 균형 잡힌 영양섭취가 매우 중요하다. 또
한 유아기에 형성된 식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고 일생 동안의 영양 및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8]. 유아기는 자아의식이 발달되는 시기로 식행동
도 발달되면서 음식에 대한 기호가 뚜렷해지고, 음식에 대한 편식이 나타나 성장발달에 악영
향을 미칠 수도 있는 시기이므로 식생활 관련 교육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9]. 

편식은 유아기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양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유아대상 식습관 및 기호
도 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의 유아가 편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주로 채소류를 편식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8].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5년도)를 이용한 국내 영유아의 식생
활 현황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의 다소비 식품 중 단백질이나 당질은 소비가 많은 반면 과일
이나 채소의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과일과 채소 (F&V)는 에너지요구량이 높
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에너지대사에 관여하는 여러 비타민과 무기질의 공급원으로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영양교육은 유아의 영양지식, 식품선호도 및 식행동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유아기는 식습관이 빠르게 변화되는 만큼 영양교육에 대한 받아들임이 강한 시기로 영양교
육의 효과도 크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유아 대상 영양교육은 주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수
행되고 있으며 올바른 식습관 및 편식개선 등을 주제로한 영양교육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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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꾸준히 보고되어오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영양교육 프로그램은 강의 [11,12] 또
는 책 읽기 [13] 등을 통해 관심을 유도해서 영양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이외
에도 유아들의 식품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요리활동 [8], 

원예활동 [14] 및 오감활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병행되기도 했다. 한편 실제 식품에 대한 

직접노출과 반복노출 만으로도 유아의 식품선호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
고 있고 [15,16], Lee와 Chung [17]은 국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양지식 교육없이 실제 채소들
을 이용한 놀이 활동만으로도 유아의 채소섭취량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되는 영양교육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관련연구에서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어, 이를 일반화하여 수용하는 것에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식생활 영양교육을 실시한 연구들의 중재효과 여부
를 조사하고, 하위집단분석을 통해 과일·채소의 선호도 및 영양지식 향상에 효과적인 영양교
육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PRISMA) 그룹
이 제시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고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다 [18]. PRISMA에서 제시한 핵심질문 

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Study design은 다음과 같다. 연구 선정에 있
어 ‘Population’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대상자수가 10명 이상인 연구
만을 선정하였으며, ‘Intervention’으로는 유아의 식생활향상을 목적으로 수행된 모든 유형의 

영양교육을 한 연구로 선정하였다. ‘Comparison’은 대조군이 기존의 교육을 받거나 아무런 

중재를 받지 않은 연구를 선정하였으며, ‘Outcome’으로는 식품선호도, 영양지식, 식습관·식
태도·식행동 등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를 선정하였다. ‘Study design’은 무작위 대조군 연구 또
는 비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메타분석을 위해 중재효과를 구체적인 

통계적 수치로 제시한 논문들로 선정하였다.

문헌 검색 및 선택 과정
문헌 검색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000년에서 2020년 6월
까지 출간된 국내·외 유아 대상 식생활 영양교육을 수행한 선행연구 및 개발연구를 조사하여 

효과크기를 검증하였다. 자료검색 과정에서 검색누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5개의 검
색엔진을 사용하였다. 국내문헌 검색엔진으로는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를 사용하였다. 국외문헌 검색엔진으로는 PubMed, Web of 

Science, Cochrane Library를 사용하였다. 문헌 검색에 사용된 검색어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문헌 검색전략에 따라 총 11,289개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중복 문헌 2,546개를 제외하고, 

8,743개의 문헌에 대해 제목, 초록, 키워드를 비교하는 1차 스크리닝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
과 관련이 없는 문헌 8,035개를 제외하였다. 남은 708개의 문헌의 원문확인을 통해 최종적으
로 메타분석에 적합한 17편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Fig. 1). 문헌 검색 및 선정 과정은 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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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문헌 포함여부에 대해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논의
를 통해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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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excluded on basis of title and/or abstract (n = 8,035)
· Key question x (n = 4,801)
· Nutritional components/Intake pattern (n = 1,122)
· Survey of satisfaction or demands (n = 167)
· Development of program of model (n = 632)
· Abstract only (n = 65)
· Case studies (n = 69)
· Disease/Drug/Therapy (n = 436)
· No English or Korean (n = 10)
· Duplication (n = 347)
· Magazine or sourcebook (n = 34)
· Study report (n = 11)
· Wrong age group (n = 213)
· Review paper (n = 128)

Articles excluded on basis of full-text (n = 691)
· Wrong age group (n = 234)
· No intervention (n = 177)
· Other exposure or outcome (n = 205)
· No original text (n = 11)
· Less than 10 children/review papers/abstract only/
  key question x/no English/case study/duplication (n = 64)

Articles (records) identified through searching (n = 11,289)
· PubMed (through June 2020) (n = 4,335)
· Cochrane Library (through June 2020) (n = 823)
· Web of Science (through June 2020) (n = 3,111)
· KISS (through June 2020) (n = 1,430)
· RISS (through June 2020) (n = 1,590)

Duplicates removed (n = 2,546)

Articles reviewed in full (n = 708)

Articles included in the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n = 17)

Records after duplicates removed (n = 8,743)

Fig. 1. Flowchart of study search and selection.K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Table 1. Searching strategies for databases
Databases Search strategies
RISS, KISS #1 ("채소" OR "야채" OR "나물" OR "김치" OR "과일") AND "교육"

#2 "영양교육" OR "식생활교육" OR "편식교육"
PubMed, Web of Science, Cochrane Library (nutrition education OR nutrition education intervention OR nutrition program OR nutrition training OR dietary 

behavior OR dietary education) AND (fruit OR vegetable OR fruit and vegetable) AND (child OR children OR 
kinder OR kindergarten OR preschool OR preschooler)

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K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문헌의 질 평가
문헌 검색 및 선택 과정이 최종 종료된 이후, 선정된 문헌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2가지 질 평
가 도구를 사용하였다. 무작위 대조군 연구 (randomized clinical trials, RCT)의 경우 Cochrane

의 ‘Risk of Bias 2.0 (RoB 2.0)’ 도구를 사용하였고, 비무작위 대조군 연구 (non-RCT)의 경우 

‘Risk of Bias in Non-randomized Studies of Interventions (ROBINS-I)’ 도구를 사용하였다. RoB 

2.0 도구는 5개 항목 (선택 비뚤림, 실행 비뚤림, 결과 확인 비뚤림, 탈락 비뚤림, 보고 비뚤림)

에 대해 각각 low risk of bias, some concerns 및 high risk of bias로 평가하였다. 5개 항목 중 3개 

이상이 high risk of bias인 연구는 제외하였다. ROBINS-I 도구는 7개 항목 (교란변수, 대상군 

선정, 중재 분류, 의도된 중재로부터의 편차, 불완전한 자료, 결과 평가에 대한 눈가림, 선택
적 결과 보고)에 대해 각각 low risk of bias, moderate risk of bias, serious risk of bias, critical risk 

of bias로 평가하였다. 7개 항목 중 4개 이상이 serious risk of bias 또는 critical risk of bias인 연
구는 제외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헌들의 질 평가를 수행하였고, 불
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출간오류 검증
출간오류 (publication bias)는 연구결과의 유의성에 따라 연구가 출간되거나 출간되지 않는 

경향을 의미한다 [19]. 본 연구의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의 출간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깔
때기 그림 (funnel plot)을 사용하여 대칭 여부에 대한 시각적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Egger의 회귀분석 (Egger's regression test)을 제시하였다 [20]. 출간오류가 의
심되는 경우 Duval과 Tweedie [21]의 trim-and-fill 방법을 활용하여 다시 분석하였다.

자료추출 및 통계분석
최종 선정된 총 17편의 연구들에 대해 저자명, 출판연도, 연구수행지역, 대상자 수, 대상자 나
이, 영양교육 중재 내용, 영양교육 시간·기간·빈도·횟수, 부모 교육 여부, 연구수행자 정보, 주
요연구결과 (과일·채소 선호도 및 영양지식)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식
품 종류, 중재 횟수, 중재 빈도, 중재 기간, 영양교육 주제, 노출 방법, 연구수행자, 부모 교육, 

영양교육 종류, 결과 측정 방법을 주요 변수로 간주하여 하위집단분석 (subgroup analysis)을 

위해 코딩하였다.

메타분석은 R-program (meta-package, version 4.0.4)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개별 연구 결과
는 Hedge's 방법 (g)에 따라 효과크기 (effect size)를 구하였다. 효과크기는 개별 연구결과들
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개별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결과값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평균차
로 계산하였다. 효과크기가 0.4 미만인 경우 small, 0.4 이상 0.7 미만이면 medium, 0.7 이상이
면 large로 평가하였다 [22]. 연구들의 개별 효과크기와 평균 효과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Forest 

plot을 사용하였고, 모든 연구의 모집단의 효과크기는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는 무선효과 모
형 (random-effects model)을 선택하였다. 메타분석에 포함된 개별 연구들의 이질성을 확인하
기 위해 Higgins I-squared (I2)를 사용하였다. I2가 40% 미만이면 이질성이 낮은 경우, 40% 이
상 75% 미만이면 이질성이 중간 정도인 경우, 75% 이상 100% 이하이면 이질성이 높은 경우
로 해석하였다 [23]. 이질성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위집단 

(평가 대상 식품 종류, 중재 횟수, 중재 빈도, 중재 기간, 영양교육 주제, 식품 노출 방법, 연구
수행자, 부모 교육, 영양교육의 종류, 결과 측정 방법)을 나누고, 이러한 하위집단이 유아의 

과일·채소 선호도 및 영양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하위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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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대상 문헌의 일반적 특성
식생활 영양교육이 유아의 과일·채소 선호도 및 영양지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선정된 

문헌은 총 17편이었다. 선정된 문헌은 국내 11편 (64.7%), 국외 6편 (35.3%)이다. 선택된 문헌
의 출판연도는 2000년부터 2019년 사이이며, 대상자는 나이는 1세부터 6세까지이다. 연구디
자인은 RCT 6편 (35.3%), non-RCT 11편 (64.7%)이며, 중재기간은 1주부터 8개월까지이다. 중
재 횟수는 10회 미만이 9편 (52.9%)으로 가장 많았고, 10회 이상 20회 미만 6편 (35.3%) 그리고 

20회 이상 40회 이하가 2편 (11.8%)으로 가장 작았다. 중재 빈도는 주 1회 이상이 13편 (76.5%)

으로 가장 많았고, 월 1–2회는 4편 (23.5%)이었다. 영양교육의 주제에 따라 문헌을 분류하면, 

10편 (58.8%)은 일반영양교육을 수행하였고, 7편 (41.2%)은 과일·채소 중심 영양교육을 수행
하였다. 영양교육 시 실물의 식품을 이용한 직접 노출 교육은 2편 (11.8%)이고, 식품 사진이
나 그림을 이용한 간접 노출 교육은 6편 (35.3%)이고, 직접 노출 교육과 간접 노출 교육을 병
행한 교육은 9편 (52.9%)이다. 추가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수행한 연구는 7

편 (41.2%)이고, 유아를 대상으로만 영양교육을 수행한 연구는 10편 (58.8%)이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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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a pre-post intervention studies with control group of nutrition education interventions in preschool children
Study Study 

design
Sample 

size
Age 
(yrs)

Intervention (session, 
frequency, duration)

Intervention strategies or program Activity Parental involvement Adjusted for 
potential 

confounders
Başkale 
and Bahar 
[24]

RCT 238 5 6 sessions

Once a week

6-week period

- Game-based nutrition education 
based on Piaget's theory

Playing 
only

- Nutrition education class 
for parents (1.5–2 hrs)

-Educational booklet

-

Blom-
Hoffman et 
al. [25]

RCT 91 < 6 10 sessions

Twice a week

5-week period

- Multi-component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cuses on 
F&V_“Every Day, Lots of Ways 
curriculum (EDLW)”

Lecture, 
playing

- Newsletters for each 
session

- Development of a home-
school fruit and vegetable 
cookbook

-

Chang and 
Ko [26]

Non-RCT 111 4–5 20 sessions

Twice a week

10-week period

- Nutrition education provided by 
dietitians in childcare center

Reading, 
playing 
cooking

- -

Cho and 
Park [15]

Non-RCT 67 3 and 5 13 sessions (3 yr) and 14 
sessions (5yr)

Once or twice a week

- Sensory education program to 
familiarize with vegetables through 
the 5 senses (sight, touch, smell, 
hearing, and taste)

Five senses 
exposure 
to practical 
food

- ○

Choi and 
Kim [27]

Non-RCT 40 5 12 sessions

Once a week

12-week period

- Nutrition education using a 
picture book (fairy tale book) 
containing nutritional factors

Reading, 
playing 
cooking

- ○

Farfan-
Ramirez et 
al. [14]

Non-RCT 266 3–5 5 sessions (“nutrition 
education” group) and 11 
sessions (“garden-based 
nutrition education” group)

For 3 month

- Nutrition education focused on 
nutrition problems of children 
“Nutrition Matters! (NM) 
curriculum” to increase intake of 
fruits and vegetables

- Garden-based nutrition 
education: Nutrition Matters! (NM) 
curriculum plus gardening

Reading, 
playing 
taste-test, 
gardening

-Educational booklet -

Hong et al. 
[28]

Non-RCT 211 5–6 5 sessions

Once a week

5-week period

- Nutrition education program 
developed by Jincheon Public 
Health Center

Playing 
only

-Educational booklet ○

Hong et al. 
[29]

Non-RCT 98 5–6 9 sessions

Once a week

9-week period

-General nutrition education based 
on social cognitive theory

Lecture, 
playing 
cooking

- -

(continued to the next page)



선정 문헌의 질 평가 및 출간오류 검증
선정된 문헌의 질 평가를 위해 Cochrane의 RCT 연구 평가 도구인 ‘RoB 2.0’과 non-RCT 연구 

평가 도구인 ‘ROBINS-I’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17편의 문헌이 제외기준에 해당하
지 않아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출간오류 검증을 실시하였다 (Fig. 2). 

Funnel plot 분석을 통해 비대칭에 대한 시각적 분석을 한 결과, 좌우대칭이 아님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Egger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bias가 3.95 (p < 0.0001)

로 유의적으로 나타나 출간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rim-and-fill 방법을 적용하여 보
정된 출간오류를 확인한 결과, bias가 0.7 (p = 0.39)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출간오류가 없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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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Study 
design

Sample 
size

Age 
(yrs)

Intervention (session, 
frequency, duration)

Intervention strategies or program Activity Parental involvement Adjusted for 
potential 

confounders
Izumi et al. 
[30]

RCT 226 3–5 8 sessions

Once a month

For 8 month

- Nutrition education focused 
on F&V intake_“The Harvest for 
Healthy Kids”

- “F&V taste exposure” provides 
fruits and vegetables (carrot, 
butternut squash, sweet potato, 
cabbage, turnip, rutabaga, 
berries, beet, asparagus) twice 
a week

Playing, 
cooking 
taste 
exposure

-Educational booklet ○

Kang et al. 
[31]

Non-RCT 157 4–6 40 sessions

Quarter a week

For 10 weeks

-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nutrition support in kindergarten 
children

Playing, 
cooking

- ○

Kim et al. 
[32]

Non-RCT 68 4 5 sessions

During a week

-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early preschoolers

Playing 
only

- -

Kim et al. 
[11]

RCT 534 4–5 10 sessions

Once a week

During 10 weeks

- NASA Mission X nutrition 
education program

Lecture - ○

Lee and 
Lee [8]

Non-RCT 86 5–6 4 sessions

Once or twice a week

-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cused on increasing 
consumption of vegetables

Lecture, 
cooking 
gardening

- -

Oh et al. 
[33]

Non-RCT 65 6 4 sessions

8-week period

-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cused on increasing 
consumption F&V

Lecture, 
playing 
cooking

- -

Owen et al. 
[34]

RCT 127 
Family

1.5–2 14–15 sessions

Once a day

2-week period

- Food familiarization program 
through picture books

- Step 1. Visual familiarization 
phase (14 days): reading 
picture F&V books containing 
color photographs and basic 
information about the F&V

- Step 2. Taste-exposure phase (15 
days): Taste target F&V everyday

Reading 
tasting 
exposure

- Parents are educated 
on how to read ‘picture 
books containing 
nutritional factors’ from 
researchers and provide 
nutrition education 
directly to children.

-

Sin and Lee 
[12]

Non-RCT 476 4–6 4 sessions

For 5 month

- Nutrition education program-
based on health belief model

Playing 
only

- ○

Williams et 
al. [35]

RCT 24 4.4 6 sessions

Once a week

6–10 week period

- Nutrition education program 
improving preschooler's at-home 
diet

Lecture, 
cooking

- Nutrition education with 
parents

- Parent newsletters weekly 
(including activities and 
recipes)

○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F&V, fruits & vegetables.

Table 2. (Continued) Characteristics of a pre-post intervention studies with control group of nutrition education interventions in preschool children



유아 대상 식생활 영양교육의 효과크기
본 연구는 식생활 영양교육의 중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 선정된 17개의 문헌에서 추출
한 결과값을 과일·채소 선호도와 영양지식으로 분류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식생활 영양교육이 유아의 과일·채소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식생활 영양교육이 유아의 과일·채소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
군의 실험 전후 차이를 분석한 문헌 6편에서 55개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메타분석을 수행
하였다(Fig. 3). 유아의 과일·채소 선호도에 대한 식생활 영양교육의 효과크기는 0.31 (95% CI, 

0.23, 0.39)로 나타나 작은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문헌들 간의 이질
성 (I2 = 67%, p < 0.01)은 중간 정도로 파악되었다.

식생활 영양교육이 유아의 영양지식에 미치는 영향
식생활 영양교육이 유아의 영양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
험 전후 차이를 분석한 문헌 12편에서 14개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4). 유아의 영양지식에 대한 식생활 영양교육의 효과크기는 1.69 (95% CI, 1.27, 2.12)로 

나타나 큰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문헌들 간의 이질성 (I2 = 96%, p < 

0.01)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아 대상 식생활 영양교육의 중재 효과에 대한 하위집단분석
식생활 영양교육의 중재 효과가 주요 변수 (평가 대상 식품 종류, 중재 횟수, 중재 빈도, 중재 

기간, 영양교육 주제, 식품 노출 방법, 교육자, 학부모 참여)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하위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s 3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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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unnel plot of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A) before and (B) after trim-and-fill analysis. 
Egger's regression test (A): bias = 3.95, t = 5.81, df = 103, p < 0.0001; Egger's regression test (B): bias = 0.70, t = 0.86, df = 153, p = 0.3938. Filled circles are 
presented as observed findings, open circles are presented as imputed and added studies after trim and fill analysis. 
SMD,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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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fan-Ramirez et al. [14]_V_Nutrition education+Gardening
Farfan-Ramirez et al. [14]_F_Nutrition education+Gardening
Farfan-Ramirez et al. [14]_F_Nutrition education+Gardening
Farfan-Ramirez et al. [14]_V_Nutrition education+Gardening
Hong et al. [28]_V
Hong et al. [28]_V
Hong et al. [28]_F

Oh et al. [33]_V
Oh et al. [33]_F
Owen et al. [34]_F_Fruit Book
Owen et al. [34]_F_Vegetable Book
Owen et al. [34]_V_Fruit Book
Owen et al. [34]_V_Vegetable Book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_V(Willingness)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_V(Willingness)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_V(Willingness)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_V(Willingness)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_V(Willingness)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_V(Willingness)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_F(Willingness)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_V(Willingness)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_V(Willingness)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Nutrition education_V(Willingness)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Nutrition education_V(Willingness)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Nutrition education_V(Willingness)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Nutrition education_V(Willingness)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Nutrition education_V(Willingness)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Nutrition education_V(Willingness)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Nutrition education_F(Willingness)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Nutrition education_V(Willingness)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Nutrition education_V(Willingness)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Nutrition education_V(Liking)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Nutrition education_V(Liking)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Nutrition education_V(Liking)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Nutrition education_V(Liking)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Nutrition education_V(Liking)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Nutrition education_V(Liking)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Nutrition education_F(Liking)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Nutrition education_V(Liking)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Nutrition education_V(Liking)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_V(Liking)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_V(Liking)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_V(Liking)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_V(Liking)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_V(Liking)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_V(Liking)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_V(Liking)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_V(Liking)

Izumi et al. [30]_Taste exposure_F(Liking)

Random effects model

Farfan-Ramirez et al. [14]_V_Nutri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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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terogeneity: I2 = 67%, τ2 = 0.0539, p < 0.01 210−1−2

Fig. 3. Effect of nutrition education intervention on F&V preference. 
Size of effects was assessed from the 55 studies which investigated the effect of nutrition education intervention on F&V preferences in preschool children. Forest 
plot was presented with SMD, 95% CI. TE, treatment effect; seTE, standard errors treatment effect; SMD,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F&V, fruits & vegetables; I2, Higgins I-squ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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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s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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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0.1049
0.2191
0.1581
0.3450
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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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50
0.2757
0.3406
0.3406
0.0837
0.2280
0.4572
0.0837

6.6%
7.0%
6.6%
6.6%
7.8%
7.3%
5.9%
7.8%

1.27, 2.121.69 100.0%

7.3%

6.6%
7.6%

7.8%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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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terogeneity: I2 = 96%, t2 = 0.5991, p < 0.01 420−2−4

Fig. 4. Effect of nutrition education intervention on nutrition knowledge. 
Size of effects was assessed from the 14 studies which investigated the effect of nutrition education intervention on nutrition knowledge in preschool children. 
Forest plot was presented with SMD, 95% CI. 
TE, treatment effect; seTE, standard errors treatment effect; SMD,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I2, Higgins I squared.

Table 3. Subgroup analysis of studies on the association of F&V preference and nutrition education intervention
Variables No. of studies No. of participants ES 95% CI I2 (%) p-value
Target food

Fruit 12 1,728 0.44 0.25, 0.63 76 p < 0.01
Vegetable 43 6,133 0.27 0.19, 0.36 63 p < 0.01

Number of intervention session
≤ 5 times 9 1,463 0.33 0.19, 0.48 50 p = 0.04
11–20 times 28 3,734 0.37 0.22, 0.52 81 p < 0.01
24–50 times 18 2,664 0.25 0.18, 0.33 0 p = 1.00

Frequency of intervention session
Everyday 4 332 1.25 0.61, 1.90 87 p < 0.01
Once to twice a week 33 4,865 0.44 0.21, 0.66 77 p < 0.01
Twice to thrice a month 18 2,664 0.22 0.17, 0.27 0 p = 0.65

Duration of intervention
≤ 5 wks 7 965 0.80 0.36, 1.25 91 p < 0.01
2–3 mon 12 1,568 0.48 0.27, 0.69 76 p < 0.01
> 6 mon 36 5,328 0.20 0.15, 0.25 0 p = 0.99

Intervention strategies of program
General nutrition education 3 633 0.26 0.11, 0.42 0 p = 0.50
Nutrition education focused on F&V intake 52 7,228 0.32 0.24, 0.40 68 p < 0.01

Type of exposure to F&V
Direct 24 3,046 0.40 0.23, 0.57 83 p < 0.01
Indirect 3 633 0.26 0.11, 0.42 0 p = 0.50
Direct and indirect 28 4,182 0.27 0.21, 0.33 0 p = 0.69

Educator
Nutrition specialists 15 2,201 0.41 0.25, 0.57 71 p < 0.01
Trained teacher 18 2,664 0.25 0.18, 0.33 0 p = 1.00
Trained parents 4 332 1.25 0.61, 1.90 87 p < 0.01

Parental involvement
Yes 51 7,681 0.27 0.20, 0.34 58 p < 0.01
Active 4 332 1.25 0.61, 1.90 87 p < 0.01
Passive 47 7,349 0.22 0.17, 0.26 0 p = 0.99
No 4 180 1.29 0.73, 1.85 69 p = 0.02

ES, effect size;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I2, Higgins I-squared; F&V, fruits & vegetables.



주요 변수에 따른 유아 대상 식생활 영양교육의 과일·채소 선호도에 대한 효과크기
1) 평가 대상 식품 종류에 따른 효과크기
유아의 과일·채소 선호도에 대해 과일만 평가한 문헌, 채소만 평가한 문헌으로 나누어 하위
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평가 대상 식품이 과일인 경우, 효과크기는 0.44 (95% CI, 0.25, 0.63)

로 중간 정도의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문헌들 간의 이질성 (I2 = 76%, p < 

0.01)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 대상 식품이 채소인 경우, 효과크기는 0.27 (95% CI, 

0.19, 0.36)로 작은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성 (I2 = 63%, p < 0.01)은 중간 

정도로 확인되었다.

2) 식생활 영양교육 중재 횟수에 따른 효과크기
식생활 영양교육 중재 횟수에 따른 유아의 과일·채소 선호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하위집
단분석을 수행하였다. 중재 횟수는 5회 이하, 11–20회, 24–50회로 분류되었다. 5회 이하로 중
재를 한 경우, 효과크기는 0.33 (95% CI, 0.19, 0.48)으로 작은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이질성 (I2 = 50%, p = 0.04)은 중간 정도로 확인되었다. 11–20회 중재를 한 경우, 효과
크기는 0.37 (95% CI, 0.22, 0.52)로 작은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성 (I2 = 

81%, p < 0.01)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4–50회 중재를 한 경우, 효과크기는 0.25 (95% CI, 

0.18, 0.33)로 작은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성 (I2 = 0%, p = 1.00)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식생활 영양교육 중재 빈도에 따른 효과크기
식생활 영양교육 중재 빈도에 따른 유아의 과일·채소 선호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하위집단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재 빈도는 매일, 일주일에 1–2회, 한 달에 2–3회로 분류되었다. 중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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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bgroup analysis of studies on the association of nutrition knowledge and nutrition education intervention
Variables No. of studies No. of participants ES 95% CI I2 (%) p-value
Number of intervention session

≤ 5 times 5 906 2.02 1.40, 2.65 92 p < 0.01
6–10 times 4 1,058 0.97 0.20, 1.74 97 p < 0.01
11–20 times 2 151 1.03 0.64, 1.43 30 p = 0.23
24–50 times 3 157 2.56 1.61, 3.50 85 p < 0.01

Frequency of intervention session
Everyday 4 225 2.46 1.77, 3.16 79 p < 0.01
Once to twice a week 8 1,506 1.11 0.63, 1.59 95 p < 0.01
Twice to thrice a month 2 541 2.89 −0.10, 5.88 98 p < 0.01

Duration of intervention
≤ 5 wks 4 456 1.44 0.94, 1.94 80 p < 0.01
2–3 mon 9 1,340 1.87 1.19, 2.55 97 p < 0.01
4–6 mon 1 476 1.40 1.23, 1.56 NA

Intervention strategies of program
General nutrition education 11 2,030 1.62 1.15, 2.08 96 p < 0.01
Nutrition education focused on F&V intake 3 242 2.09 0.51, 3.67 96 p < 0.01

Type of exposure to F&V
Indirect 8 1,809 1.47 0.95, 2.00 96 p < 0.01
Direct and indirect 6 463 2.05 1.14, 2.95 95 p < 0.01

Educator
Nutrition specialists 13 2,232 1.72 1.27, 2.17 96 p < 0.01
Trained teacher 1 40 1.36 0.69, 2.04 NA

Parental involvement
Yes 3 637 1.42 1.06, 1.78 76 p = 0.02
No 11 1,635 1.80 1.24, 2.36 96 p < 0.01

ES, effect size;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I2, Higgins I-squared; NA, not applicable; F&V, fruits & vegetables.



매일 진행한 경우, 효과크기는 1.25 (95% CI, 0.61, 1.90)로 큰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이질성 (I2 = 87%, p < 0.01)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재를 일주일에 1–2회 진행한 

경우, 효과크기는 0.44 (95% CI, 0.21, 0.66)로 중간 정도의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이질성 (I2 = 77%, p < 0.01)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재를 한 달에 2–3회 진행한 경
우, 효과크기는 0.22 (95% CI, 0.17, 0.27)로 작은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
성 (I2 = 0%, p = 0.65)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식생활 영양교육 중재 기간에 따른 효과크기
식생활 영양교육 중재 기간에 따른 유아의 과일·채소 선호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하위집단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재 기간은 5주 이하, 2–3개월, 6개월 이상으로 분류되었다. 중재 기간
이 5주 이하인 경우, 효과크기는 0.80 (95% CI, 0.36, 1.25)로 큰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이질성 (I2 = 91%, p < 0.01)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재 기간이 2–3개월인 경
우, 효과크기는 0.48 (95% CI, 0.27, 0.69)로 중간 정도의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이질성 (I2 = 76%, p < 0.01)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효
과크기는 0.20 (95% CI, 0.15, 0.25)로 작은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성 (I2 

= 0%, p = 0.99)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식생활 영양교육 주제에 따른 효과크기
식생활 영양교육 주제에 따른 유아의 과일·채소 선호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하위집단분석
을 수행하였다. 주제는 일반영양교육과 과일·채소 중심 영양교육으로 분류되었다. 일반영양
교육을 수행한 경우, 효과크기는 0.26 (95% CI, 0.11, 0.42)로 작은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성 (I2 = 0%, p = 0.50)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일·채소 중심 영양교육
을 수행한 경우, 효과크기는 0.32 (95% CI, 0.24, 0.40)로 작은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이질성 (I2 = 68%, p < 0.01)은 중간 정도로 확인되었다.

6) 식품 노출 방법에 따른 효과크기
식품 노출 방법이 유아의 과일·채소 선호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식품
을 이용한 직접 노출 교육, 식품 모형이나 그림, 사진을 이용한 간접 노출 교육, 두 방법을 동
시에 사용한 문헌으로 분류하여 하위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직접 노출 교육을 한 경우, 효
과크기는 0.40 (95% CI, 0.23, 0.57)로 중간 정도의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질성 (I2 = 83%, p < 0.01)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접 노출 교육을 한 경우, 효과크기는 

0.26 (95% CI: 0.11, 0.42)로 작은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성 (I2 = 0%, p = 

0.50)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접 노출 교육과 간접 노출 교육을 동시에 한 경우, 효과크
기는 0.27 (95% CI, 0.21, 0.33)로 작은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성 (I2 = 0%, 

p = 0.69)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7) 교육자에 따른 효과크기
교육자에 따른 유아의 과일·채소 선호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하위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교육자는 영양관련 전문가, 연구담당자에게 훈련받은 담임교사 및 학부모로 분류되었다. 영
양관련 전문가가 교육을 한 경우, 효과크기는 0.41 (95% CI, 0.25, 0.57)로 중간 정도의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성 (I2 = 71%, p < 0.01)은 중간 정도로 확인되었다. 연구
담당자에게 훈련받은 담임교사가 교육을 한 경우, 효과크기는 0.25 (95% CI, 0.18, 0.33)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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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성 (I2 = 0%, p = 1.00)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연구담당자에게 훈련받은 학부모가 교육을 한 경우, 효과크기는 1.25 (95% CI, 0.61, 1.90)

로 큰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성 (I2 = 87%, p < 0.01)은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8) 부모 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효과크기
부모 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유아의 과일·채소 선호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하위집단분석
을 수행하였다. 부모 교육은 크게 부모 교육을 포함한 문헌과 포함하지 않은 문헌으로 나누
고 부모 교육 참여 정도에 따라 적극적인 부모 참여 활동 (부모 대상 영양교육, 자녀와 함께하
는 요리활동 등)을 포함한 문헌과 소극적인 부모 참여 활동 (교육안내문 제공, 레시피 북 제
공 등)을 포함한 문헌으로 분류되었다. 부모 교육을 포함한 경우, 효과크기는 0.2 7 (95% CI, 

0.20, 0.34)로 작은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성 (I2 = 58%, p < 0.01)은 중
간 정도로 확인되었다. 부모 교육을 포함한 문헌 중 적극적인 활동을 포함한 경우, 효과크기
는 1.25 (95% CI, 0.61, 1.90)로 큰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성 (I2 = 87%, p 

< 0.01)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 교육을 포함한 문헌 중 소극적인 활동을 포함한 경
우, 효과크기는 0.22 (95% CI, 0.17, 0.26)로 작은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
성 (I2 = 0%, p = 0.99)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 교육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효과크기
는 1.2 9 (95% CI, 0.73, 1.85)로 큰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성 (I2 = 69%, p = 

0.02)은 중간 정도로 확인되었다.

주요 변수에 따른 유아 대상 식생활 영양교육의 영양지식에 대한 효과크기
1) 식생활 영양교육 중재 횟수에 따른 효과크기
식생활 영양교육 중재 횟수에 따른 유아의 영양지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하위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중재 횟수는 5회 이하, 6–10회, 11–20회, 24–50회로 분류되었다. 5회 이하로 중
재를 한 경우, 효과크기는 2.02 (95% CI, 1.40, 2.65)로 큰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이질성 (I2 = 92%, p < 0.01)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6–10회 중재를 한 경우, 효과크
기는 0.97 (95% CI, 0.20, 1.74)로 큰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성 (I2 = 97%, 

p < 0.01)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1–20회 중재를 한 경우, 효과크기는 1.03 (95% CI, 0.64, 

1.43)으로 큰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성 (I2 = 30%, p = 0.23)은 낮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24–50회 중재를 한 경우, 효과크기는 2.56 (95% CI, 1.61, 3.50)으로 큰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성 (I2 = 85%, p < 0.01)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식생활 영양교육 중재 빈도에 따른 효과크기
식생활 영양교육 중재 빈도에 따른 유아의 영양지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하위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중재 빈도는 매일, 일주일에 1–2회, 한달에 2–3회로 분류되었다. 중재를 매일 진
행한 경우, 효과크기는 2.46 (95% CI, 1.77, 3.16)으로 큰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이질성 (I2 = 79%, p < 0.01)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재를 일주일에 1–2회 진행한 경
우, 효과크기는 1.11 (95% CI, 0.63, 1.59)로 큰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성 

(I2 = 95%, p < 0.01)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재를 한달에 2–3회 진행한 경우, 효과크기
는 2.89 (95% CI, −0.10, 5.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질성 (I2 = 98%, p < 0.01)은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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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생활 영양교육 중재 기간에 따른 효과크기
식생활 영양교육 중재 기간에 따른 유아의 영양지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하위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중재 기간은 5주 이하, 2–3개월, 4–6개월로 분류되었다. 중재 기간이 5주 이하
인 경우, 효과크기는 1.44 (95% CI, 0.94, 1.94)로 큰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성 (I2 = 80%, p < 0.01)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재 기간이 2–3개월인 경우, 효과크
기는 1.87 (95% CI, 1.19, 2.55)로 큰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성 (I2 = 97%, 

p < 0.01)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재 기간이 4–6개월인 경우, 효과크기는 1.40 (95% CI, 

1.23, 1.56)으로 큰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1편의 문헌이 해당하여 이질성 분
석은 적용되지 않았다.

4) 식생활 영양교육 주제에 따른 효과크기
식생활 영양교육 주제에 따른 유아의 영양지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하위집단분석을 수행
하였다. 주제는 일반영양교육과 과일·채소 중심 영양교육으로 분류되었다. 일반영양교육을 

수행한 경우, 효과크기는 1.62 (95% CI, 1.15, 2.08)로 큰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이질성 (I2 = 96%, p < 0.01)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일·채소 중심 영양교육을 수행한 

경우, 효과크기는 2.09 (95% CI, 0.51, 3.67)로 큰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
성 (I2 = 96%, p < 0.01)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식품 노출 방법에 따른 효과크기
식품 노출 방법이 유아의 영양지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식품 모형이나 그
림, 사진을 이용한 간접 노출 교육, 실제 식품을 이용한 직접 노출 교육과 간접 노출 교육을 동
시에 사용한 문헌으로 분류하여 하위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간접 노출을 한 경우, 효과크기
는 1.47 (95% CI, 0.95, 2.00)로 큰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성 (I2 = 96%, p < 

0.01)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접 노출 교육과 직접 노출 교육을 동시에 한 경우, 효과크
기는 2.05 (95% CI, 1.14, 2.95)로 큰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성 (I2 = 95%, p 

< 0.01)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6) 교육자에 따른 효과크기
교육자에 따른 유아의 영양지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하위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교육자
는 영양관련 전문가, 연구담당자에게 훈련받은 담임교사로 분류되었다. 영양관련 전문가가 

교육을 한 경우, 효과크기는 1.72 (95% CI, 1.27, 2.17)로 큰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이질성 (I2 = 96%, p < 0.01)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담당자에게 훈련받은 담임
교사가 교육을 한 경우, 효과크기는 1.36 (95% CI, 0.69, 2.04)으로 큰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고 1편의 문헌이 해당하여 이질성 분석은 적용되지 않았다.

7) 부모 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효과크기
부모 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유아의 영양지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하위집단분석을 수행하
였다. 부모 교육은 부모 교육을 포함한 문헌과 포함하지 않은 문헌으로 분류되었다. 부모 교
육을 포함한 경우, 효과크기는 1.42 (95% CI, 1.06, 1.78)로 큰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이질성 (I2 = 76%, p = 0.02)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 교육을 포함하지 않은 경
우, 효과크기는 1.80 (95% CI, 1.24, 2.36)으로 큰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
성 (I2 = 96%, p < 0.01)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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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의 중재효과를 평가하고, 과일·채소의 선호도 및 영
양지식 향상에 효과적인 영양교육 유형을 분석하기위한 목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영양교육은 유아의 과일·채소 선호도 및 영양지식을 모두 향
상시켰으며, 특히 영양지식 향상에 높은 효과를 보였다. 영양교육 방법에 따라 살펴보면, 과
일·채소 중심 영양교육이 일반적인 영양교육보다 효과적이었으며, 유아가 실제 식품을 직접 

다뤄보는 직접 노출 활동을 포함하는 영양교육이 유아의 과일·채소 선호도 및 영양지식 향상
에 더욱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양교육의 목적은 대상자에게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영양지식을 전달하여 식사섭취를 긍
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36]. 영양교육은 대상자의 영양지식을 향상시키고, 향상된 지
식을 바탕으로 식태도 및 식행동이 변화한다고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영양교육의 효과는 

영양지식 향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어서 식품선호도 및 식품섭취량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다 [37]. 본 연구결과에서도 영양교육의 수행으로 인해 유아의 영양지식
이 가장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향상된 지식을 바탕으로 유아의 과
일·채소의 선호도 또한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영양교육을 통해 과일·채소섭취의 중요
성 및 필요성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이를 통해 과일·채소섭취에 대한 유아의 태도가 변하였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양교육이 유아의 과일·채소의 선호도를 향상시켰다는 것을 확인했다. 과일
과 채소의 선호도를 각각 나누어 분석한 결과 채소보다 과일의 선호도가 더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일은 다양한 색감과 달콤한 맛을 가지기 때문에 유아들의 선호도가 높
은 편이다. 한편 키위나 파인애플 등은 낯선 질감때문에 유아의 선호도가 낮은 과일이지만, 

달콤한 맛을 가져서 교육에 의해 선호도가 쉽게 향상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과일 선호도의 높은 향상은 이러한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채소의 쓴맛과 익
숙하지 않은 질감은 유아 편식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채소 중에서도 단맛이 높
고 아삭한 질감을 가진 당근이나 오이는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낯선 질감과 맛을 가
지는 브로콜리나 가지는 유아의 선호도가 매우 낮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영양교육을 통
해 채소의 선호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 결과들은 영양교육으로 유아의 과일·

채소의 섭취량 향상을 이끌 수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선호도가 비교
적 높은 오이나 당근 등을 이용해서 접근한다면 영양교육의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 사료된다.

영양교육은 적정한 기간이 있어야 하며, 교육의 빈도에 따라 교육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들의 영양교육 기간 (최단 1주–최장 8개월), 횟수 (최소 4회–최대 40회) 및 

빈도 (매일–최대 월 1회)는 매우 다양했다.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양교육은 2–3개월 이
내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고, 선호도의 향상은 영양교육을 5주 이내로 수행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 교육기간과 교육효과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교
육빈도를 살펴보면 영양교육을 자주 수행할수록 교육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주 1–2회 수
행하는 것보다 매일 영양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유아의 영양지식과 과일·채소선호도를 향상
에 효과적이었다. 위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영양교육은 2–3개월 이내의 적정기간동안 최소 

주 1–2회 수행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5주 이내의 짧은 기간에 매일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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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밀도 높은 영양교육’ 또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에서 

영양교육의 효과를 평가해왔지만, 적정한 교육 빈도 및 횟수 등이 제시된 바는 없다. 본 연구
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영양교육을 수행한 논문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과일·채
소 선호도 및 영양지식 향상에 효과적인 영양교육의 적정 기간 및 빈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은 교육담당자가 영양교육을 수행할 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최고의 영양교
육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 일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들은 영양교육 주제에 따라 1) 올바른 식생활습관 함양을 위한 ‘일반
영양교육’과 2) 편식 교정을 위한 ‘과일·채소 중심 영양교육’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위 주제
별로 메타분석 결과 일반영양교육보다 과일·채소 중심 영양교육이 유아의 과일·채소 선호도 

및 영양지식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육 주제에 따라 수업내용 및 교육활
동의 구성에 차이를 보였는데, 대부분의 일반영양교육은 균형 잡힌 식습관 [11,24,26-28,32], 

음식과 건강 [12,24,27,28,31], 바람직한 식사예절 [12,26,28,31], 위생 및 환경(올바른 손 씻기 

및 양치질) [12,26,29,31] 및 아침식사의 중요성 [26,28,29]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과일·채소 중심 영양교육은 유아들이 신체감각을 이용해 과일과 채소를 다루는 오감활동 

[14,15,30,33,38], 원예활동 [8,38] 및 요리활동 [8,30]등을 주로 포함하였다. 요리활동은 재료
를 준비하고, 자르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아들이 식품을 직접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편식행동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9]. 원예활동은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에서 ‘텃밭 가꾸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교육활동이다. 유아들이 씨앗 심기, 물주
기, 성장 관찰하기, 수확하기 및 수확한 식품으로 요리하기 등의 활동을 경험하며 식품과의 

친밀도가 향상되어 식사섭취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신체 감각을 통한 식품
을 탐색하는 활동은 식행동과 식품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채소의 낯선 향과 질
감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어 유아의 편식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15]. 이를 통해 영
양교육에 오감활동, 원예활동 및 요리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유아의 과일·

채소 선호도 및 영양지식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에 대한 받아들임
이 강한 유아기에는 실제 식품을 경험하는 원예, 요리 및 오감활동 등을 통해 과일·채소에 대
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유아의 올바른 식습관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실제 식품에 대한 노출활동은 영양교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책이나 영상을 

통한 영양교육은 유아가 시각적으로만 식품에 노출되는 반면에, 실제 식품을 다루는 활동을 

포함한 영양교육은 다양한 감각들이 노출되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35]. 본 연
구에 포함된 개별연구들은 실제 과일과 채소를 사용한 ‘직접 노출 활동’과 사진, 그림, 영상 

및 식품모형 등을 사용한 ‘간접 노출 활동’을 포함한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영양
교육 효과를 살펴보면, 직접 노출 활동을 수행했을 때 유아의 과일·채소의 선호도가 더 증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아의 영양지식도 직접 노출 활동을 병행했을 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Chung [17]은 과일·채소를 이용한 직접 노출 활동이 과일·채소에 대
한 유아의 친숙도 및 선호도향상에 도움을 주어 편식개선에 효과적인 교육활동이라고 보고
했다. 또한 직·간접적 시각적 노출이 유아기 채소 섭취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40]

에 따르면 직·간접 노출 모두 유아의 채소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나, 간접 노출은 

목표채소의 섭취량만을 향상시킨 반면 직접 노출은 목표채소 이외의 다양한 채소들의 섭취
량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와 일치하며, 직접 노
출 활동을 포함한 영양교육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 과일과 채소를 다루는 활동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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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영양교육은 유아에게 시각적인 자극 뿐만 아니라 촉각 및 후각적 자극을 통해 새로운 식
품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영양교육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오감활동, 원예활동 및 요리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 영양교육이 유아의 

과일·채소 선호도 및 영양지식 향상에 효과적이었다는 결과와도 연결된다.

부모교육은 유아대상 영양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며, 유아에게 직접적인 

영양교육없이 부모만 교육하는 것만으로도 유아의 식습관 개선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
다 [41].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과일·채소 섭취향상을 위해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보고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에 따른 과일·채소 선호도 및 영양지식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
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섭취량’이 아닌 ‘영양지식 및 선호도’를 평가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유아대상 영양교육에서 부모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가정에서도 교육내용과 유사
한 식사환경을 만들고, 부모도 교육내용에 맞추어 식사를 섭취하는 것이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유아의 식사섭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영양교육
이 유아의 영양지식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기 때문에 부모교육에 의한 차이는 발
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영양전문가가 영양교육을 수행했을 때 영양지식 향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영양지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교육보다는 영양전문가에 의
한 교육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본 체계적인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은 유아 대상 영양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 과일·채소의 

선호도 및 영양지식 향상을 위한 영양교육에 ‘과일·채소 중심 영양교육’ 및 ‘직접 노출 활동’

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에 포함된 문헌들 간의 이질성이 높게 나타났
다. 그 원인으로 영양교육의 세부 내용과 교육방법이 다양하고, 일관된 영양교육 방법의 적
용이 제한적이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20년간 출간된 논문을 대상으로 검색
하여 유아 대상 식생활 영양교육의 최신 경향 및 중재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하위집
단분석을 통해 영양교육의 주요 변수에 따른 효과크기를 통계적으로 계량화한 결과는 이후 

유아대상 영양교육의 운영 및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

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의 중재효과를 평가하고, 과일·채소의 선호도 및 영
양지식 향상에 효과적인 영양교육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수
행하였다. 메타분석의 효과크기 결과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양교육은 과일·채소 선호도 및 

영양지식을 유의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일반영양교육 보다는 과일·채소 중심 영양교육이 유
아의 과일·채소 선호도 및 영양지식 향상에 더 효과적이었다. 또한 유아의 과일·채소 선호도 

및 영양지식 향상을 위해서는 원예활동, 요리활동 및 오감활동 등의 직접 노출 활동을 포함
하는 영양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유아대상 영양교육의 

효과를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유아의 과일·채소 선호도 및 영양지식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영양교육의 형태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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