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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학령전기는 신체의 성장발육이 왕성하여 이 시기의 영양

장애는 성장발육 뿐만 아니라 일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양일선 곽동경 한경수 김은경 조후종 또( , , , , 1993; , 2002).

한 학령전기는 적절한 영양섭취 부족으로 인한 영양부족 외

에도 식품과잉 소비로 인한 비만 당분의 과다섭취로 인한 충,

치 유행에 따른 식이 섭취 등이 문제가 되기 쉬운 시기이다,

박송이 백희영 문현경 이난희 정효지 조성희 최영( , , , 1999; , , ,

선 임경숙 등, 2001; , 1993).

아동기의 식품에 대한 경험은 식품섭취와 관련된 식품 기

호 및 식사 행동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령전기는(Birch, 1987; Kerry, Crispin, Fox and Kie, 1968).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의 구별이 현저해지는 시기로

영아기나 유아기에 비해 신체적인 성장은 약간 둔화되나 지

적정서적인 측면이 발달하면서 자아의식 및 사회성이 고조

되며 정서가 불안정하여 간혹 편식 식욕부진 등의 현상을 나,

타내게 되며 이에 따른 비타민 와 철분 섭취가 부족한 아동C

이 전체의 에 이르며 이로 인해 집중력의 감소 등의 증세25%

를 보이기도 한다양일선 김은경 배영희 이소정 안효진( , , , , ,

양일선 김은경 채인숙1993; , , , 1995).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보육시설이 아동의 식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어머니가 직업을 가.

진 아동의 편식율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박송이 백희영 문현경 보육시설 아동의 식습( , , , 1999)

관 지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체계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영양교육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뿐 학령전 아

동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모수(

미, 1990).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교육은 아동기가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에 대한 습관을 형성하기에 중요한 시기김일옥 로( , 1999)

교육의 능률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령전.

아동들은 인과관계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여 사물을 엄격히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교육시 이러한 특성

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학습과제를 해.

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처리 기술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 교수,

매체와 같은 외적인 교수방법이 필요하다정경숙( , 1983).

아동의 생활이 곧 놀이이고 놀이가 아동교육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계속 강조되어 왔다 놀이는 아동이 세상.

을 파악하게 되는 방법이며 생활 수단이다 또한 자발성과 창.

의성 및 반복성의 본질을 갖고 있어서 교육적 효과를 높여주

는 중요한 학습 방법이며 가장 훌륭한 교육적 탐구활동이다

이원옥 따라서 아동이 배운 내용을 놀이를 통해 자연( , 1980).

스럽게 반복하는 전략 또한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교육이 가능한 학령전 아동에게 영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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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올바른 식습관과 식행동에 관한 교육 내용, (Lewis,

을 근간으로 학령전 아Saydak, Mierzwa and Robinson, 1989)

동의 인지적 제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영양교육프로그램

의 개발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선 보육시설에서 널.

리 활용할 수 있는 학령전 아동을 위한 영양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해 봄으로써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학령전 아동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건

강증진을 달성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학령전 아동을 위한 영양관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학령전 아동을 위한 영양관리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

증한다.

연구의 가설
학령전 아동을 위한 영양관리 프로그램 적용 후의 영양관

리 점수는 적용 전보다 높을 것이다.

용어 정의
∙ 학령전 아동 만 세 아동김 등 으로 본 연구에: 3 6 ( , 1999)～

서는 세 아동을 의미한다5 .

∙ 영양교육 프로그램 영양교육: (nutrition education)이란 영양

에 관한 모든 지식 을 바르게 이해시켜 식생활(knowledge) ,

에 관한 의욕과 관심인 태도 를 갖게 하고 스스로(attitude)

올바른 식생활이 되도록 행동에 옮겨 실천하게 하는 행동

의 변화와 실천 즉 일련의 과(behavior or practice) , , KAP

정이다모수미 본 연구에서는 세의 아동을 대( , 1990). 4 6～

상으로 균형진 영양 섭취의 중요성 영양과잉과 부족의 결,

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음식식품을 구분하는 내,

용과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교수매체 토의주제와 게임 등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

을 의미한다.

연구의 배경

연구의 중요성 및 선행연구
만 세에서 세의 학령전 아동기는 신체의 성장 발육이 가3 6

장 왕성한 시기이며 이때의 영양장애는 성장발육의 장해뿐

아니라 일생의 건강을 지배하고 개인의 정서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문수재 안흥석 이영미 사회적인 노출이 시작( , , , 1987).

되면서 식습관의 형성 및 식품에 대한 관념 등이 발달하기

때문에 식습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럼으로써 아동의 식생활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또 식품산업

에서는 이들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개발하여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식품 산업의 발달 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

초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한국식품위생연구원( , 1998).

이러한 식습관은 음식의 기호 음식에 대한 태도 등을 의미,

하는데 아동의 식습관은 가정 사회 환경 등의 요소와 밀접, , ,

한 관련임숙자 이 있음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또한( , 1982) .

식습관은 사회적 정서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기에 고,

정되어 성인이 된 후에 체위 건강 수면 등에 크게 영향을, ,

준다구재옥 모수미 이정원 최혜미 는 식( , , , , 1994). Birch(1987)

품 섭취와 관련된 식품 기호 및 식사 행동을 형성하는데 어

릴 때의 식품에 대한 경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 아동기의 식습관을 일생동안의 영양상Kerrey, et al.(1968)

태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요인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식습관은 교육 사회적 배경 현재의 환경 등에, , ,

의해 이루어짐이 지적되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Clark, 1969).

아동의 건강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영양 관리는

위에 살펴본 것과 더불어 의 이용증가 경제수준의 향fast food ,

상이나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식문화 광고가 아동의 식생TV

활 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양일선 등 을 고려( , 1995)

해볼 때 반드시 건강 관리자에 의해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라

할 수 있겠다.

학령 전기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적용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출생 후 개월의7 9～

이유가 완료된 학령 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

로 관찰한 결과 아동은 한때는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고, ,

또 한때는 전혀 거의 먹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

며 생후 개월 이상부터 유아는 자기 앞에 놓인 음식물의 양, 9

과 질을 스스로 선택하는 책임을 지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

들의 기호가 예측할 수 없이 바뀌는 현상을 보여주었다고 보

고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아동들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

하는 음식의 구별이 현저하였으며 식품에 대한 기호를 정확,

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임현숙( , 1977; Davis, Bassler, Anderson

이는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명확한 시기에and Fryer, 1983).

균형진 영양섭취를 위한 식품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올바,

른 식품선택의 습관을 형성시켜 주는 영양관리 프로그램이

학령 전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학령 전기 아동들의 영양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의,

기호나 식습관 자체에 대한 연구들 식습관이 신체성장발달,

이나 건강 및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다 이후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비만아의 증가로 비만.

아에 대한 영양상태 평가 및 비만 관련 요인 분석이 실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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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어린이의 식습관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편식 교정 프,

로그램 개발도 행하여져 오고 있다 또한 소득층에 따른 영양.

불균형 현상에 대한 연구도 실시되었고 복지 시설 등과 같은,

일부 계층에서의 영양결핍의 문제성에 관한 연구도 보고 되

고 있다박송이 등( , 1999).

생의 주기를 살펴볼 때 학령 전기의 아동들은 활동량이 증,

가하고 신체기능의 조절 및 사회인지적 능력이 발달되는 중

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이기열( , 1990; Davis et

또한al., 1983; Skinner, Cunningham, Cagle and Miller, 1985).

이 시기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이 때에 형성된 식습관,

은 성인기 식습관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올바르지 못한 식습

관은 정상적인 성장 발달과 질병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는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모수미 우미경 양일선( , , 1984;

등 임숙자 등 임현숙, 1993; , 1993; , 1977).

특히 학령 전기의 아동은 발육은 왕성한 반면 소화 흡수,

능력이 미숙한 생리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섭취해야 할 영

양소의 절대량은 성인에 비해서 적지만 단위 체중에 대한 에

너지 단백질 수분의 필요량은 성인보다 훨씬 크다문수재, , (

등 실제로 미취학 아동기는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1994).

음식의 구별이 현저해지는 시기로 영유아기 어린이에 비해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는 반면 지적정서적인 면이 발달되면,

서 자아의식 및 사회성이 고조되나 때로는 정서가 불안정하

여 간혹 편식과 식욕부진 등의 현상을 나타나게 된다양일선, (

등, 1993).

만 세가 되면 두뇌의 가 형성되므로 두뇌의 신경세포4 90%

의 형성과 기능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가 이 시기에 필수적으

로 공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정상적인 정신발달과 적합한.

영양공급 상호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Stewart and Platt, 1968; Winick, 1968).

또한 전적인 가정 중심의 양육에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 -

보호자의 근로 질병 기타 사유 조기 교육의 경험에 대한 욕, , ,

구 가정에서 보육을 위탁하는(Kadushin and Martin, 1988) -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보육사업은 성장발달이 급속한. 1

세 미만의 영아에서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다음 세대를 이어갈 후세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키울 수 있는

기틀이므로 보육사업의 양적 확장 못지 않게 질적인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정효지 등( ,

2000a, 2000b).

이러한 보육사업의 질적인 향상의 일환으로서의 영양관리

프로그램이 보육사업의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들어 학.

령 전기 아동의 영양상태나 식습관 형성은 부모보다는 아동

자신이나 보육시설과 더욱 관계가 있으므로 아동이나 교사를

위한 영양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의 연구에 따르면 세 아동을 대Gorelich & Clark(1985) , 3 5～

상으로 한 영양교육에서 사전사후간의 영양에 대한 지식

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바 있으며 이것은 학령 전기 아,

동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영양관리 프로그램은 건강증

진과 질병예방을 목표로 하는 현대 의료계에서 반드시 다루

어야 할 문제이며 식습관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학령전기부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해야함을 알 수 있다.

학령 전기 아동을 위한 교육방법
에 따르면 전조작기에 해당되는 학령전기 아동Piaget(1930)

들은 상징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물체들을 다룸으로서 그들

의 환경을 이해하게 되며 세 정도가 되어서야 세밀한 것까, 7

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습득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은 색깔 모양 크기가 비슷한 과일과 야채들을 섞어 놓, ,

으면 잘 구별하지 못한다 는 사실이(Gorelick & Clark, 1985)

보고된 바 있다 영양 관리 프로그램에서 교육내용 중 아동에.

게 제시할 식품은 실제와 같은 사진이나 혹은 실물을 제시하

여 아동이 식품의 올바른 형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학령전기는 그들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사물과 대상에 대하여 상징 과 심상 을 사용하는(symbol) (image)

능력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즉 언어나 그림 등 상징적 사고. ,

가 가능하며 점차 행위 대신 언어로 표현하고 이해하게 됨으

로써 환경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게 된

다 감각운동기가 눈에 보이는 물체나 대상에만 사고가 연관.

된다면 전조작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이나 행동을 묘사

하기 위하여 그림이나 언어로 그것을 알리고 이해할 수 있다,

는 점에서 크게 구분된다한국산업안전공단( , 1996).

학령전기 아동은 그들이 이해하고 기억하는 정보에 기초하

여 행동하는 정보 처리자이지만 가진 지식이 적기 때문에 제

한을 받게 된다 지적발달과정의 과점에서 재인 과. (recognition)

회상 에 관한 인지능력은 영아기 보다 훨씬 더 좋아지(recall)

지만 회상력은 비교적 약하며 두 가지 능력은 그 후 어느, ,

때보다도 세 경에 상당히 향상된다5 (Myers & Perlmutter,

지적 능력이 왕성하게 발달하는 세 경의 아동에게 평1978). 5

생의 습관을 결정할 수 있는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교육 대상자의 지적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유용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론에 따른 전조작기 단계에 해당하는 학령전기의Piaget

아동은 감각운동기 이상으로 중요한 단계인데 이것은 아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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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각과 행위뿐만 아니라 사고에 의해서도 배울 수 있고,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해 봄으로써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 이러한 교육 대상자의 전조작기적( , 1991).

특성은 여러 가지 통합활동을 통한 교육내용에 대한 피드백

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학령전기는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예방적인 측면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아동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고 이

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김(

일옥, 1999).

학령전 아동의 발달 특성을 보면 인지적인 측면에서 자기,

중심적 인 사고를 하며 인과관계의 개념의 형성이(egocentric) ,

불완전하며이기숙 주영희 신체적으로는 미숙성과 적( , , 1996),

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령전 아동들을 위한 교육에서 이,

와 같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김일옥 교육의 방법( , 1998),

적인 측면 언어나 용어의 선택 교육시기 교육에 대한 평가, , ,

방법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Vessey, Brainthwait, &

Widemann, 1990).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단일군 전후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의 실험연구이다 학령전 아동에게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적용.

하기 일주일 전에 사전측정을 하고 프로그램 적용 주 후에, 1

사후 측정을 하였다.

표 본 연구의 설계< 1>
사전조사 처치 사후조사

실험군 Ye₁ X Ye₂

연구의 대상
개발된 프로그램은 서울시내 일개 어린이집 세 아동 명5 22

에게 적용하였으나 사전사후 측정에 모두 임한 명의 세- 17 5

아동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연구의 절차
본 영양관리 프로그램은 의 체제적 교Dick & Carey (1996)

수설계 모형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

교육 요구 조사•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고찰∙

대상자의 특성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중요성 영양부족과, ,

영양과잉의 결과 영양군에 따른 식품의 종류에 관련하여 다,

양한 문헌과 인터넷 사이트를 고찰하였다 최근 영양관리 프.

로그램에 대한 개발에 대한 요구도 조사에 관한 연구박송이(

등 양일선 등 이난희 등 와 프로, 1999; , 1993a; , 2000a, 2000b)

그램 개발과 효과에 대한 연구강현주 김경미 김경자 및 류( , ,

은순 양일선 등 정효지 등 는 지속적으로, 2000; , 1995; , 2000)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적용 방법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

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기틀을 바탕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발굴 및 토의•

영양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

구진과 개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문제 발굴을2

위한 집담회를 개최하여 학령전 아동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과 교육상의 어려운 점 일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의 영양관리 문제에 관하여 토의 후 문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편식 식품에 대한 지식부족 식사 예절문제 식품위, , , ,

생 문제상한음식 구별 영양부족과 비만 문제 당분이나 인( ), ,

스턴트 음식의 과다 섭취 등의 문제가 발굴되었다.

교수 설계 및 매체 제작•

최근 출간된 아동영양 관련문헌 영양 관리 프로그램에 대,

한 요구도 조사를 기초로 하여 학습목표를 선정하고 텍스트

를 작성한 다음 교수매체를 선정하였다 차적으로 개발된 텍. 1

스트와 교수매체는 간호학과 교수 인 발달심리학자 소아과1 , ,

교수 영양학과 교수 아동복지 행정가 보육시설장 보육단체, , , ,

장 보육문제연구소장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구성된 자, ,

문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자문을 받아 수정하였고 전체 프,

로그램의 체계는 교육공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였다.

그림은 만화로 제작하였으며 사진과 놀이도구와 함께, CD

로 제작하여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출력하여 사용이title

가능하게 하였다.

형성평가의 설계 및 실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정된 프로그램을 세아와 세4 5

아 각각 명에게 적용하여 일대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세1 4

아와 세아 명을 대상으로 소집단 평가를 실시하였다5 5 .

프로그램의 수정•

형성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수정하였다 본 단계에서.

어려운 텍스트 내의 용어 학령전 아동의 입장에서 오해할 수,

있는 그림과 게임방법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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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 선정•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린이집의 세 아동 학급을 편의 할5

당하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전조사•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일주일 전에 훈련된 연구보조자가

아동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준거지향검

표 교안 예시< 2>
학습목표 영양부족의 결과를 안다2.1. .

성취목표 진술

학령전 아동에게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면 키가 잘 안 크거나 병에 잘(CN), ,

걸린다고 대답한다(B).
조건 성취행동 준거* CN : Condition( ) , B: Behavior( ), CR: Criteria( )

도입

키 큰 어린이와 키가 작은 어린이가 함께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을까 라고 물으면서 유아들의 대답을 유도한다 지금은 잘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고? .

말해준다.

전개

영양부족의 결과•

성장발육이 부진하게 된다.
질병에 잘 걸린다 빈혈 감기- , ,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 시력 저하 사고력 저하 활력 저하- , ,

토의

밥을 굶었을 때의 경험 이야기 해보기1.

매스컴을 통해서 아프리카 등지의 기아현장을 본 경험 이야기 해보기2.

밥이 먹기 싫을 때 어떻게 하였었나3. ?

음식을 남기면 어떻게 되나요 예 음식 쓰레기 돈 낭비 영양부족 등4. ? ) , ,

그림자료

키 큰 어린이와 키가1.2.1.-①

작은 어린이 그림
영양부족1.2.1.-②

맛없게 먹고 편식하는 그림1.2.1.-③

준거지향검사문항
영양부족의 결과를 말한다1.2.1. .

성장발육부진 영양부족_________ _________① ②

표 사후 활동 예시< 3>

학습목표

1, 2

통합 활동

자기가 좋아하는 식품 말해보기 그리고 그 식품이 어떤 식품군에 속하는지 말해보기1. -

식품놀이판사각형 판에 빨강 노랑 초록 검정구역으로 구분한 판에 음식 그림 조각을 해당되는 구역에2. ( , , , )

붙이는 놀이.

주사위 게임판- -Ⅱ① Ⅱ②

뷔페 놀이 여러 가지 음식 조각 그림을 제시하고 좋아하는 식품을 접시에 담게 한 다음 그 식품이3. : , ,

어떤 군에 속하는지 그 해당군의 식품 가지 수만큼 아래와 같은 식단표를 작성하여 식품의 구성이
균형질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

빨란색 음식줄( ) ○ ○ ○ ○

노란색 음식줄( ) ○ ○ ○ ○

초록색 음식줄( ) ○ ○ ○ ○

● 검정색 음식줄( ) ○ ○ ○ ○

통합활동 번을 주에 한번씩 반복해서 학령전 아동이 식생활을 주기적으로 스스로 반성하도록3 1 2※ ～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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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항 으로 측정하였다(criterion referenced test items) .

실험처치•

사전조사 주 후에 보육교사가 대상 아동에게 학습목표 별1 ,

로 차시에 거쳐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각 차시마3 .

다 교수 매체를 제시하며 교육 내용 설명하였으며 교육 후

대상아동들과 교육내용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고 사후 활동게(

임을 실시하였다) .

총괄평가•

프로그램 적용 주 후 연구보조자가 대상아동에게 사전조1 ,

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연구보조자가 영양교육프로그램 적용 주일 전과 주일 후1 1 ,

개발된 준거지향 검사문항을 이용하여 연구보조자가 대상 아

동을 일대일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
실험도구•

영양관리에 대한 텍스트∙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텍스트는 어린이 영양전문가 보육교,

사 연구진의 협의를 거쳐 균형진 영양 섭취의 중요성 영양, ,

부족과 과잉에 따른 결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식품의,

분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육 내용에 따라 각 차시.

별로 구분한 교안을 제시하여 교사들이 교육 전에 완전히 숙

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차시 후에 교육내용을 강화하기.

위한 토의 주제를 삽입하였다.

그림과 사진∙

대상자의 흥미과 동기유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기초로 그림과 사진을 제시하였다 교육 내.

용에 근거한 그림을 만화로 제작하였으며 균형진 영양섭취,

하는 그림 컷 불균형진 영양섭취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2 , 3

컷 식품군에 따른 그림 컷 게임을 위한 놀이판 컷과 놀이, 4 , 1

판에 붙일 그림 컷 음식의 실제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사진25 ,

컷으로 구성되었다8 .

게임∙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수전략이 요구되어지는데 특히 게임은 인지적 정서, ,

적 그리고 정신 역동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는데,

사용된다(Lewis, Saydak, Mierzwa, 게임을 통Robinson, 1989).

한 학습은 아동의 주의집중력과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다김(

선오 본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식품을 말하, 1998).

고 그 식품이 해당되는 군 을 말하고 빨강 노랑 초록, (group) , , ,

검정구역으로 구분된 판에 음식그림조각을 붙이는 놀이를 실

시하였다 뷔페놀이를 실시하여 자신이 선택한 음식 그림 조.

각이 어느 식품군에 해당되는지 빨강 노랑 초록 검정색으로, , ,

표시된 줄에 표기하도록 하여 아동 자신의 식생활을 반성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놀이를 주마다 한 번씩 해. 1 2～

보도록 권장하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프로그램

에서 개발된 준거지향검사문항(criterion referenced 을test items)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준거지향.

검사문항은 학습목표 및 하위 목표에서 도출되어 학습목표

도달 유무를 측정하므로 문항의 타당도가 매우 높은 방법이

다 자문위원단의 두 차례에 거친 자문과 연구진 및 전문가.

집단의 학습목표 성취 정도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계속적인

조언과 자문으로 수정보완되었다.

자료 분석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영양관리 프로그램 교육 적용 후에 영양관리에 대한 지식∙

과 행동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를 실시하였다paired t-test .

연구 결과

영양관리 프로그램
학습목표 및 하위기능목표분석( )•

본 프로그램의 학습목표는 학령전 아동은 올바른 영양관리‘

방법을 안다로 설정하고 그림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위’ < 1>

목표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지면 관계상 일부 학습목표에 대한 교안과 사후 활동만을

소개한다.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본 프로그램에서 학령전 아동을 위한 영양관리 프로그램

적용 후의 영양관리 점수는 적용 전보다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프로그램, < 4>

적용전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여 본 연구의(t=-5.177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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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은 검증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표 와 같다 영양< 5> .

관리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 건강해지려면 균형진 영양섭취를‘

해야함을 안다 균형진 영양섭취의 중요성을(t=1.00, p=.332)’, ‘

학령전 아동은학령전 아동은학령전 아동은학령전 아동은
올바른 영양관리 방법을 안다올바른 영양관리 방법을 안다올바른 영양관리 방법을 안다올바른 영양관리 방법을 안다.

건강해지려면 균형진1.

영양섭취를 해야함을 안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을2.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균형진 영양섭취의1.1.

중요성을 안다.

불균형한1.2.

영양섭취의 결과를
안다.

몸을 구성하는 식품을 안다2.1. .

음식을 골고루1.1.1

먹으면 균형진
성장발육이 이루어지고
활력이 생긴다는 것을

안다.

영양부족의1.2.1.

결과를 안다.
힘을 내게 하는 식품을 안다2.2. .

영양과잉의1.2.2.

결과를 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2.3.

면역기능을 증가시키는 식품을
안다.

많이 먹으면 비만을 일으키고2.4.

이를 손상시키기 쉬운 식품을
안다.

그림 학습목표 및 하위 기능 분석< 1>

표 프로그램 적용 전후 영양관리 점수의 변화< 4>
변수

pre(n=17) post(n=17)
t p

M SD M SD

영양관리 14.1765 2.6513 17.6471 1.8689 5.177 .000

표 프로그램 적용 전후 영양관리 문항별 점수의 변화< 5>
변수

사전(n=17) 사후(n=17)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건강해지려면 균형진 영양섭취를 해야함을 안다1. . .588 .507 .471 .515 -1.00 .332

균형진 영양섭취의 중요성을 말한다2. . .525 .515 .471 .515 -.436 .668

영양부족의 결과를 말한다성장부진3. ( ). .706 .470 .471 .515 -1.461 .163

영양부족의 결과를 말한다질병에 대한 감수성 증가4. ( ). .294 .470 .529 .515 1.461 .163

영양과잉의 결과를 말한다5. . .118 .332 .588 .517 3.771 .002

노랑 식품군기본적인 열량을 내는 식품군에6. ( )

해당하는 식품 선택
1.177 .529 2.647 .702 8.452 .000

빨강 식품군많이 섭취하면 비만이 될 수 있는7. (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 선택)
1.294 .588 2.000 .935 2.781 .013

초록 식품군칼슘 및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한8. ( ,

식품에 해당하는 식품 선택)
1.941 1.088 2.588 .712 2.678 .017

검정 식품군비만과 치아손상을 유발하는 식품군에9. ( )

해 당하는 식품 선택
2.706 .772 2.824 .728 .436 .668

맛있는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된다는 것을10.

안다.
.706 .470 .941 .243 2.219 .041

급식 후 좋아하는 음식을 더 주었을 때의 아동의11.

반응
2.118 .332 2.000 .000 -1.461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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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영양부족의 결과를 안다(t=.436, p=.668)’, ‘ (t=1.461, p=

는 질문에는 실험 전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163)’

나 영양과잉의 결과를 말한다에 대한 질문에는 유의한 차이, ‘ ’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음식을 속(t=-3.771, p=.002) .

하는 식품군에 따라 분류하는 질문에서 단백질 식품을 선택‘

하는 노랑 식품군 당질과 지방질이 속한(t=-8.452, p= .000)’, ‘

식품을 선택하는 빨강 식품군 비타민과 무(t=-2.781, p=.013)’, ‘

기질에 해당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초록 식품군(t=-2.678,

로 교육 프로그램의 전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7)’ .

한편 식품군에 따른 식품 분류에서 우리 몸을 뚱뚱하게, ‘

하고 치아를 손상시키는 식품을 선택하는 질문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t=.4538, p=.668) .

논 의

본 연구는 학령전 아동들을 위하여 균형진 영양섭취 및 적

절한 양 섭취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식품이나 음식,

의 종류 등의 내용과 다양한 사후활동으로 구성된 통합적인

영양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이다 균.

형진 영양섭취 및 비만예방은 아동건강전문인 들이 지적한

학령전에 중요한 건강문제로써 적절한 수면과 휴식 운동 안, , ,

전 전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 치아위생 등을 지적하였다, ,

(Urbano, 1992).

본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그림은 만화로 제작하여 학령전

아동들의 흥미와 동기유발을 촉진 할 수 있었다 사진과 게임.

도구 역시 로 개발되어 멀티비젼이나 컴퓨터의 모니CD title

터 화면 를 통해 직접 상영이 가능하며 프린터로 출력, LCD ,

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용 와 제작OHP transparency slide film

이 가능하여 시설의 여건이나 교사의 창의성에 따라 다양하

게 활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강현주 등 이 유치원 영양지원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2000)

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연구에서 아동의 식생활에 대한 지

식과 태도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나타냈다, .

정효지 등 의 연구에서 영양관리인이 어린이집에 상주(2000) ,

하면서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아동의 영양소 섭,

취량의 개선과 성장발달의 향상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는 영양관리에 관한 지식과 의도된 실제 상황에.

서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연구로 선행 연구와

더불어 영양관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유의하게 상승시켰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탁아기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일선

등 의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식품 다루기 성장 발달 사(1995) , ,

회적심리적 욕구뿐만 아니라 아동의 근육 사회적 정서적, , , ,

감각적 발달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후에 영양 관

리에 대한 지식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 아동들의 영양관리에 관한 지식정도는

교육으로 일정수준에 도달시키기에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

다 일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문항도 지식점수의 상승.

은 있었다 이는 대상자들이 이미 높은 수준의 사전지식을 가.

지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양관리 문항 점수에 대한 분석에서 준거지향 검사문항

제시된 그림을 보고 영양과잉과 영양부족에 해당하는 그1.2.

림을 짝짓는 문항 준거지향 검사문항 맛없는 음식이라도, 3.1.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는 문항은 교육 프로그램 전후의 표

준오차가 으로 나타나 유의성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했다0 , .

이것은 대상아동의 선수 지식과 관련된 결과이므로 확대하여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결과이다.

영양관리에 대한 태도 문항에서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된다라는 질문에 교육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인 반면 급식 후 좋아하는 음식을(t=-2.219, p=.041) , ‘

곧바로 주었을 때 아동의 반응은 유의한 차이’ (t=1.461,

가 없었다 이는 한 등 이 개월간의 영양교육으p=.163) . (1997) 3

로 영양지식이 유의하게 상승한 반면 생활 태도의 향상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표< 5>.

급식 후 좋아하는 음식을 곧바로 주었을 때에 아동의 변화

를 측정한 태도의 측정은 교육전의 점수가 높았을 뿐만 아니

라 아동의 식품 선호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태도가 지식이 선행된 후.

에 나타나는 변화로 대상자의 영양관리에 대한 지식의 기억,

정도의 한계로 교육 전후의 태도 변화에 별다른 차이가 없

었으리라 본다 또한 실험 당시의 상황이나 연구보조자의 태.

도에도 측정에 영향을 줄만한 외생변수가 있었을 것이라 추

측할 수 잇다.

그러나 지식이 태도와 행위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점에

서 본 연구에서 영양관리에 대한 지식에 유의한 차이는 지속,

적인 교육을 통한 영양관리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아동들의 행동의 결정 요소가 가정의 환경과 학교의 환경,

일반적인 사회 환경의 환경적 요인과 아동 개인의 인지적 요

인 동기 유발적정서적 요인 그리고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 ,

결정된다최윤정 이 중에서 아동의 인지적 요인과 동( , 1997).

기유발적정서적 요인은 교육에 의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김선오 본 연구에서 교육 후에 먹기 싫은( , 1998),

음식을 영양관리 차원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인 것은 균형진 영양섭취를 위한 행위로 이행될 수 있

는 하는 의미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영양관리를

위해 대상자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행위의 이전단계를 형성

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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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은 Dick

의 교수설계 모형을 기초로 하여 개발되었다 프로그& Carey .

램의 구성면에서 본 연구자는 균형진 영양섭취의 중요성과

그 결과를 제시하고 균형진 영양섭취를 식품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에게 영양관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방법을 제시

하고 교육후의 활동을 통해 아동의 직접적 참여를 유도함으

로써 일관성있고 구체적인 응용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 단계에서 아동의 인지 발달수준을 고려하

여 구체적인 조작기의 대상자 적합하도록 선수지식을 조사한

후에 구성되었고 프로그램에 포함될 내용은 학령전 아동의,

양육자들과의 충분한 사전토의와 수 차례의 협의를 거쳐 교

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에서 첫 번 째로 개발된 프로그

램은 일대일 평가 소집단 평가를 통한 형성평가 과정를 거쳐,

서 수정보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교,

육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형성평가 과정을 통해.

학령전 아동에게 적절한 어휘 선택 교육시간의 배정 그림, ,

선택 게임도구의 크기 및 형태를 보완하였으며 형성평가에, ,

참여한 아동은 결과의 오염도를 예방하기 위해 총괄평가에는

제외하였다.

연구에서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군을 선택하는 게임과 균

형진 식단을 구성하는 뷔페놀이와 같은 게임은 아동의 교육

에 대한 집중력을 강화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적절한 식품선택방법을 습득하게 할 의도로 계획된

것으로 게임의 특징인 흥미와 적극성을 의도적으로 유발하여,

아동에게 높은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프로그램 개

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엄격한 과정을 거쳤으며 아동의 건,

강에 대한 지식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전,

략을 개발하였다 건강전문인인 간호학자가 개발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일선 보육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

써 간호학 연구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찾

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효과검증에서 마지막까지 참여한 대상 명17

의 결과만을 분석하였으므로 일반화시키는데는 신중을 기해,

야 하며 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각 대상 아동,

이 가지고 있는 식품선호도 등에 대한 변수는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전 아동을 위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적용하여 교육 전후의 영양관리 점수의 차이를 측정,

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로 수행된 실험연구이다 프로그램.

은 교육 내용을 통대로 텍스트와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

달하기 위한 그림과 사진과 같은 시각적 매체와 게임 등의

사후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학령전,

아동의 인지발달의 한계에 맞추어 보완되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내 일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으

로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였17

으며 연구 개발단계의 형성평가 과정에 참여한 아동은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배제하였다 대상자는 교육. 1

주일 전에 사전 조사를 받고 교육 주일 후에 사후 조사를, 1

받았다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영양관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

를 측정하기 위해 본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산출

된 준거지향검사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각 대상자의 교육 전후에 영양관리에 대

한 영양관리 점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로paired t-test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령전 아동의 영양관리에 대한 지식.

과 태도에 유의한 효과 를 가져왔으나 아동(t=5.177, p= .000) ,

의 선수 지식의 효과나 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관련된 문항에

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의 흥미와. ,

집중력을 유발하기 위한 시각적인 매체와 사후 활동게임을( )

통한 과정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는 유효한 전략feedback

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박 등 이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식이(1999)∙

섭취를 조사한 결과 영양섭취는 양호하였으나 아침 결식, ,

및 편식 등의 문제점과 간식 섭취 비율이 상대적으로 너

무 높은 점을 영양관리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

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외래의 식생활 문화에 무방비적으

로 노출되는 아동에 대한 올바른 섭식과 영양관리자에 대

한 영양관리 교육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기타 보육시설의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아동의 영양관리의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는 불규칙한

식사와 편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모나 보육시설을 위한 영양관리 프로,

그램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문화에 대한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는 영양관련 사회성∙

개발 훈련 프로그램도 영양관리 프로그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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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Nutrition Education Program
and Measurement of It's Effects

Kim, Il-Ok
1)
Lee Ja-Hyung

2)

1) Sahmyook University, 2) Ewha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preschoolers, and to measure it's

effects. This program consisted of text. pictures (cartoons), games and topics of discussion.

This study was an experimental study undertaken by one pretest-posttest design group. The subjects were 17

preschoolers who were aged 5 and attending an educare center in Seoul.

These were the effects of this program: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that "the preschooler's score will be

improved after education" was supported (t=5.177, p=.000). Several correlates were examined. There weren'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in the importance of balanced nutrition; in the result of

under-nutrition; that the black food-group precipitated dental carries and obesity; or the reaction of foods after

meals.

It is recommended that the nutrition education program not only contain content about the prevent of obesity,

but also about the knowledge of various foods and their effects on the huma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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