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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a set of 16 nutrition education lessons on the eating behaviors and 
nutrition knowledge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target was a group of 128 boys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in 
Changwon, who took the classes from the 29th of August, 2011, to the 17th of February, 2012. The education was performed 
for 16 weeks using the e-learning textbook, 'Health and nutrition of youth', and a teacher's guidebook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Students demonstrated significant changes in their 
knowledge about nutrition and in their dietary behavior due to the nutrition education, and the effects were observed to 
be maintained for one year after education. The average nutrition knowledge score before, immediately after, and 1 year 
after the educat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13.0 before the education to 18.8 after education (p<0.001), maintaining 
the score of 18.5 1 year later. The eating-related questions of 'I will practice healthy eating habits in life' and 'Nutrition 
education is necessary to build healthy eating habits', were given a high score by the students at the last survey conducted 
one year later. Of course, it is not easy to change the dietary behavior of students through dietary education in schools. 
Neverthel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such educatcan is necessary since the habits can indeed  be changed, 
as observed in th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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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로 다양한 

발달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Erikson EH 1968). 이 시기

에 청소년은 사춘기의 신체적․생리적 변화를 경험할 뿐 아

니라, 인지적 발달 및 학교생활의 변화, 학업, 사회성 등의 영

역에서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시기이다. 또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균형적 생활과 사고가 요구되기도 

한다(Harter S 1982). 이 처럼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

로 성장이 활발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므로, 각종 영양소의 

요구량이 급증하는 시기이다(Sung CJ 2005). 따라서 각종 영

양소의 요구량이 일생 중 가장 크며,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어

야만 완전한 성장여건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 균형

적 영양상태는 청소년기의 성장과 건강상태뿐 아니라, 장래

의 건강상태에도 큰 영향을 준다(Sung CJ 2005). 또한 지적, 
정신적 및 사회적 발달에도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므로, 청
소년기의 적절한 영양 섭취와 균형 잡힌 식생활 유지는 건강

한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ee & Yun 2003).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핵

가족화, 여성들의 사회참여도 증가로 인한 가사노동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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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식습관 및 식품소

비 패턴이 급격히 변화되었다. 청소년기에는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식생활 양식의 

변화와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로 인하여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이 쉽지 않은 실정

이다(Won 등 2000; Jeong & Kim 2001; Kim & Park 2005). 선
행연구(Kim & Ahn 2009)에서는 편식, 결식, 불균형적인 식품 

섭취, 인스턴트 식품의 선호 및 외식 빈도 증가 등을 바람직

하지 못한 청소년 식행동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그 동안 청소년기는 다른 연령층보다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과 영양관리에 관심을 받지 못하여 왔다

(Yi & Yang 2006).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KNHANES 
Ⅴ-1 2011)에 따르면, 6~18세 연령층의 비만은 2001년에 남자 

10.3%, 여자 7.6%에서 2005년에 남자 11.1%, 여자 8.9%, 2010
년에 남자 12.9%, 여자 9.0%로 지난 10년간 증가하면서 더 

이상 청소년의 영양문제를 묵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로 증가한다면, 2025년에는 국내 성인인구 2명 중 

1명(46.4%)이 비만환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Korean Statistical 
Office 2012). 더욱이 청소년기의 비만은 성인기의 비만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청소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연결

될 경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인슐린저항증 등의 대사 및 

내분비 이상을 유발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ung 
등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KNHANES Ⅳ-2 2008)에 따

르면 소아청소년의 비만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영양 섭취 과잉, 식생활 환경 변화 및 운동량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소아청소년들은 과자, 
음료수, 빵, 라면 등 고당, 고지방 및 고나트륨 식품을 선호하

고, 이러한 식품의 섭취비율이 총 간식량의 50%를 초과하여, 
어린이들이 이와 같은 위해 가능 영양성분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NHANES Ⅴ-2 2012). 특히 트랜스지

방 섭취량은 0.48 g으로 성인 0.18 g의 3배 수준으로 조사되었

고, 나트륨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수준인 2,000 mg보
다 2배 이상 많이 섭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탄산음료 등 단맛 

가공식품 소비량이 최근 10년 사이에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NHANES Ⅴ-1 2011). 반면, 일주일 동안 1일 1회 이

상 과일을 섭취한 학생들은 2012년 기준 18.7%이며, 특히 남

학생의 섭취율(17.4%)이 여학생(20.1%)에 비해 낮았다. 연도

별 추이에서는 2008년 이후 과일 섭취율이 꾸준한 감소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채소 섭취율도 2008년 이후부터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전체 청소년 중 17.1%만이 

1일 3회 이상 채소를 섭취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과일 섭취율 

보다 더 낮은 섭취율을 보이고 있다(KNHANES Ⅴ-2 2012).
과거 우리의 영양문제는 낮은 경제력 때문에 영양소 섭취

량의 절대 부족이 주된 문제였으나, 최근에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 불균형적이고 편향된 식품 섭취로 인해 비만과 저체중

이 함께 존재하면서 영양불균형의 양극화 현상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이 만성퇴행성질환 발생의 원인으

로 지목되면서 예방 차원의 영양교육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식생활 습관은 어릴 때 형성되어 성

장하면서 고착되므로,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기 전 마지막으

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

기에 형성된 식습관은 평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학교교육에서의 올바른 식생활 확립을 위한 영양교육은 

국민건강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7년 <어

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잇따라 2008년
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최
근에는 <국민영양관리법>이 제정되어 건강한 국민 확보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영양교육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2007년 <영양교사법>을 제

정하여 기존 영양사의 업무 외에 학생들의 영양상담 등 식생

활 관련 지도를 맡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영양교사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영양교

육을 위한 시수의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며, 또한 영양교육

을 위한 적절한 교재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청소년층의 

영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청소

년 건강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매체 개발사업으로 이루

어진 중학생 대상 식생활 교육을 위한 e-book 형태의 <청소

년의 영양과 건강> 교재와 지도서를 개발하였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ab). 

한편,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

는 것이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로, 교육의 효과를 평가

하는 것은 교육 목표의 달성된 정도로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

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교육실시 전과 후의 영양

지식 점수의 변화를 측정하여 식생활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

여 왔다(Yang 등 2004; Moon 등 2008; Ahn 등 2009; Park 등 

2010). 교육 직후에 영양지식 점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대부분

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식생활 교육의 효과가 교

육이 종료된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되는지를 알

아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영양지식은 단기간 교육한 직후에

도 상승할 수는 있지만, 식행동 및 식생활 태도 등은 단기교

육으로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식생활 교육의 진정한 

효과는 지속적으로 일상의 식생활 속에서 실천될 때 의미가 

있으므로 추적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Lee & Park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2011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제작된 중학

생 대상 식생활 교육을 위한 e-book 형태의 <청소년의 영양

과 건강> 교재와 지도서를 중심으로 16차시 교육을 실시하

고, 교육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 전과 후의 비교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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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년까지 중학생의 식행동과 영양지식에 미치는 효과가 지

속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창원시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 128

명(평균 13.7±0.8세)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29일부터 2012년 

2월 17일까지 기술․가정의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16주
간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가정교사에 의해 교육이 실시되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Table 1. The lesson contents to improve dietary habits of middle school students

Chapter Unit Learning goal Learning contents

Healthy 
diet

Nutrition for growth 
and development

You can explain the effect of nutritional status on growth/ 
development.

Nutrition and growth of adolescents

Malnutrition

You can follow the dietary guidelines for adolescents. Diet guide for adolescents

A balanced diet
You can explain the importance of a well-balanced diet. Characteristics of a balanced diet

You can follow a well-balanced diet.
Food balance wheels
Eating enough vegetables and fruit

The importance 
of breakfast

You can explain the importance of breakfast.
The importance of breakfast
Problems of skipping breakfast

You have breakfast everyday.
Ways to eat breakfast

Various types of breakfast

Fluid intake

You can explain the role of water in the body.
The role of water
Moisture distribution and balance in the body

You can explain the importance of water.
Standards for water intake
Water and health
Milk and health

Selecting 
healthy 

food

Nutrition labeling
You can tell how to read nutrition labeling. Nutrition labeling

You check nutrition facts labels when buying processed food.
Order to read nutrition labeling
Use of nutrition labeling

Snacks

You can explain the relation between eating unhealthy 
snacks and healthy.

The importance of snacks

Healthy snacks

You can choose healthy snacks.
Ways to eat healthy snacks
Problems of unhealthy snacks
Problems of late-night meals

Dining out
You can tell how to choose healthy dining-out. Definition of dining-out

You can dine out in a healthy way.
Problems of dining-out
Choice of healthy dining-out

Fast food
You can tell the nutrition problems of fast food. Definition of fast food

You can reduce eating fast food.
Fast food and health problems
Eating fast food in a healthy way

1) 식생활 교육 실시
식생활 교육은 중학교 기술․가정 정규 수업 시간을 활용

하여 1차시(45분)씩 총 16주 동안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식

생활 교육은 2011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개발된 e-book <청소

년의 영양과 건강> 교재와 함께 제작된 교사용 지침서를 활

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16차시 식생활 교육의 단원과 교육목

표 및 학습내용은 Table 1과 같았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b). 

2) 식생활 교육 효과 검증 방법
식생활 교육 효과평가를 위하여 교육실시 전과 후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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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Chapter Unit Learning goal Learning contents

Desirable 
weight 

management

Healthy weight
and diet

You can explain the good points of healthy weight. Healthy weight

You can identify if you are obese or not. Obesity and underweight

Physical activities 
and exercise

You can explain how exercise influences health. Physical activities

You can carry out exercise suitable for yourself. Exercise and health, weight-control and exercise

Dietary 
safety

School lunches

You can understand the purpose of school lunches.
The necessity of school lunches
The history of school lunches

You have the right attitude toward school lunches.

Goal of nutrition education
Safety of school lunches

Excellence of school lunches
Amount of food waste

Prevention of 
food poisoning

You can tell what is food poisoning.
The definition of food poisoning
Symptoms of food poisoning

You can washing your hands properly.
Hands and food poisoning
Methods of prevention of food poisoning

Hazardous 
substances in food

You can explain the definition of food additives.
Food safety, food additives
Food containing food additives

You can reduce eating food additives. Tips intake to reduce food additive 

Diet and 
diseases

Food allergies
You can tell the causes of food allergies. The definition of food allergies

You can prevent allergies through a good eating habit.
Causes of food allergies
Overcoming food allergies

Undernutrition      
and disease

You can tell diseases caused by undernutrition.
Malnutrition and diseases
Underweight

You can tell how to prevent diseases caused by undernutrition.
Anemia
Constipation
Osteoporosis

Overnutrition 
and disease

You can tell the variety of diseases caused by overnutrition.
Overnutrition and diseases

Obesity

You can explain desirable behavior in daily life to prevent 
diseases caused by overnutrition.

Diabetes
Hypertension
Arteriosclerosis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의 지속적인 효

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 종료 1년이 된 시점인 2013년 2
월 18일에 설문조사를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

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일반사항과 식생활 지식 및 식행

동은 교육 전과 후 그리고 교육 종료 1년 후에 같은 질문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 직후에는 강의와 교재에 대한 평가를 추

가로 실시하였다. 아울러 교육 종료 1년 후에는 학습한 내용

에 대한 실천 여부를 설문조사하였다. 

(1) 일반 사항

교육 대상자의 일반 사항으로 연령,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건강 상태, 식품 섭취에 대한 관심 및 식품 섭취와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에 관한 4문항을 조사하였다.

(2) 식생활 지식 조사
식생활 지식에 대한 조사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개발된 교

재 내용을 참고로 하여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건강한 식생활(5문항: 성장발달과 식생활, 
청소년기와 균형 잡힌 식사, 아침결식과 건강, 아침식사와 뇌 

에너지, 수분 섭취), 올바른 식품 선택(5문항: 1회 제공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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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비만인이 확인해야 하는 영양소, 건강 간식, 외식메뉴 

선택 시 고려할 사항, 패스트푸드와 영양소), 바람직한 체중

관리(5문항: 에너지 섭취 부족, 체지방 과다와 질병, 체질량지

수, 운동과 신체발달, 다이어트 방법), 안전한 식생활(3문항: 
학교급식의 목적, 식중독, 식품첨가물), 식생활과 질병(2문항: 
식품 알레르기, 골격건강의 유지)과 관련된 20문항을 조사하

였다. 각 질문에 대하여 정답일 경우 ‘1점’, 오답일 경우 ‘0점’
으로 총 20점 만점으로 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Kuder-Richardson 20(KR-20) 값은 0.812이었다.

(3) 식행동 조사
건강한 식생활(‘균형된 식사를 위해 노력한다’ 등 10문항), 

바람직한 체중 관리(‘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 등 2문
항), 올바른 식품 선택(‘가공식품 구매 시 영양 표시, 유통기

한을 확인한다’ 등 7문항)에 대한 식행동에 관련 내용으로 19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식행동 평가를 위한 설문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건강한 식생활’이 0.883, ‘바람직한 체중

관리’ 0.804, ‘올바른 식품 선택’이 0.889였다.

(4) 강의와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
식생활 교육 종료 직후에 강의 평가(5문항), 교재 평가(6문

항), 교육 내용 평가(2문항)에 대한 내용으로 13문항을 구성

하여 효과평가를 실시하였다. 강의와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0.877이었다.   

(5) 교육 종료 1년 후 평가
식생활 교육이 종료되고 난 1년 후인 2013년 2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식생활 교육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동일

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이때 ‘교육

이 영양지식 향상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배운 식생활 지

식을 식생활 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건강한 식생활을 실

천할 의지가 있는지’ 및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 
‘영양교육이 식습관 개선과 식행동을 향상시켰는지’ 등에 관

해 5문항을 조사하였다. 교육 종료 1년 후 평가문항의 Cronbach’s 

Table 2. Changes in self-determined on health status and food intake and relevance of food intake and health

Variables Pre-test Post-test After 1 year F-value
Age 13.7±0.81) - 14.2±0.8 -
Health status2)  3.7±0.1a 3.6±0.1a  3.7±0.1a  1.004
Interested in food intake3)  3.4±0.1a 3.7±0.1b  3.7±0.1b  3.588*
The relevance of food intake & health  3.6±0.1a 3.6±0.1a  4.0±0.1b 10.572***

1) Mean±SE, 2) 1: very bad~5: very good, 3) 1: not interested at all~5: very interested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01 or *p<0.05 by ANOVA followed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α 값은 0.867이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모든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statistics version 20.0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교육 전, 직후 및 1년 후의 영양

지식과 식행동의 변화는 5점 척도로 환산하여 평균과 표준편

차로 나타내었으며, 변화의 유의성 검정은 분산분석을 수행

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그룹 간 유의성

을 p<0.001과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교육내용과 교재

에 대한 평가 및 교육 1년 후 실생활에 실천하고 있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균과 분산값을 제시하였으며, 도움이 되었던 

교육내용은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건강에 대한 인식과 식생활 관심도의 변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도와 식생활 관심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한 점수는 교

육 전 3.7±0.1점, 교육 후 3.6±0.1점, 교육 종료 1년 후에는 

3.7±0.1점으로 인식 정도에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 학생들

은 청소년들이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

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 대상 연

구인 Ahn 등(200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자신이 섭취

하는 음식에 대한 관심 정도는 교육 전 3.4±0.1점에서 교육 

후와 교육 종료 1년 후에는 각각 3.7±0.1과 3.7±0.1점으로 유

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p<0.05), 1년 후에도 관심이 잘 유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이 섭취하는 영양과 건강상태

에 대한 관련성에 대한 관심도는 교육 전 3.6±0.1점, 교육 후 

3.6±0.1점으로 교육 직후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교육 종료 1
년 후에는 4.0±0.1점으로 나타나, 교육 전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이는 식생활 교육의 효과가 시간이 경

과되어 가면서 더 성숙되고 지속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식생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학생들

이 자신의 건강한 식생활을 할 실천의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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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 그렇다면 건강한 신체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영양지식의 변화
식생활 교육 실시 전․후․1년 후의 영양지식 점수의 변

화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영양지식 20문항의 총점

을 평가한 결과, 교육 전 평가에서는 정답 총점이 13.0±0.2점
에서 교육 후 18.8±0.1점, 교육 1년 후 평가에서는 18.5±0.1점
으로 교육 전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아졌다(p<0.001).

이 결과는 영양 교육 효과의 지속성을 교육 후, 3개월 후, 
6개월 후의 영양지식 점수를 측정한 결과, 교육 전보다 교육 

후의 영양지식 점수가 상승하여 영양 교육의 효과가 나타났

음을 보고한 Park HN(2011)의 연구 결과와 같았다. 식생활 교

육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영양지식을 조사하여 식생활 교육

의 효과를 평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육 실시 후에 영양지

식 점수가 상승하여 식생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났는데, 본 연

구에서는 Park HN(2011)의 연구와 달리 교육 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교육 효과가 유지되고 있음

을 보여주어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특히 ‘건강한 식품의 

선택' 항목에서 교육 전에는 2.7±0.2점으로 낮았으나, 교육 후

와 1년 후 4.7±0.1점과 4.5±0.1점으로 크게 향상되고, 또한 유지

된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는 Table 7에서 나타낸 교

육 1년 후, 실제 식생활에서 적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식생활 교육은 영양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3.9±0.1점), 
‘식습관과 식행동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3.1±0.1점), ‘영양지

식을 식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한다’(3.7±0.1점) 및 ‘실생활

에서 건강한 섭취습관을 실천하려고 한다’(3.6±0.1점) 등에서 

긍정적인 답변으로 연결된 것을 볼 때, 세계화와 식품산업의 

발달로 식품의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건강한 식품을 선택한

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지식이 늘었고 또 유지되고 

있다면 실제 생활에서 적용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다. 또한 아직은 청소년이라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식사 섭취

Table 3. Change of nutrition knowledge

Variables Pre-test Post-test After 1 year F-value

Healthy dietary life(5 items)  3.8±0.21)a  4.9±0.1b  4.8±0.1b 175.225***
Selecting healthy food(5 items)  2.7±0.2a  4.7±0.1b  4.5±0.1b 152.753***
Healthy weight management(5 items)  3.4±0.2a  4.6±0.1b  4.6±0.1b 111.820***
Dietary safety(3 items)  1.9±0.1a  2.9±0.1b  2.8±0.1b 101.473***
Diet and diseases(2 items)  1.2±0.1a  1.9±0.1b  1.9±0.1b  92.241***

Total2) 13.0±0.2a 18.8±0.1b 18.5±0.1b 359.964***
1) Mean±SE (if right: point 1, if wrong: point 0), 2) Total 20 points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01 by ANOVA followed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와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도 유의적으로 향상되어 교육

의 효과를 볼 수가 있었다. 

3. 식행동의 변화
Table 4를 보면,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된 10개의 항목에서 

대부분 교육 전․후․1년 후 학생들의 식행동이 유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영양적 균형 생각하기’는 

‘3.2±0.1 → 3.7±0.1 → 4.4±0.7점’, ‘싱겁게 먹기’는 ‘2.8±0.1 →
3.3±0.1 → 4.1±0.1점’, ‘과식하지 않기’ 경우 ‘3.2±0.1 →
3.6±0.1 → 4.6±0.1점’, ‘한식 위주의 식사하기’는 ‘3.1±0.1 →
3.6±0.1 → 4.4±0.1점’ 및 ‘식사 예절 잘 지키기’의 문항에서 

‘3.5±0.1 → 3.7±0.1 → 4.7±0.1점’으로 교육 전과 후에 그리고 

교육 후 1년 후까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균형 

잡힌 식사하기’는 ‘3.5±0.1 → 3.6±0.1 → 4.4±0.1점’, ‘물 충분

히 마시기’ 문항은 ‘4.0±0.1 → 4.0±0.1 → 4.7±0.1점’으로, ‘천
천히 식사하기’ 문항은 ‘3.2±0.1 → 3.4±0.1 → 4.5±0.1점’으로 

교육 전․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 1년 후에

는 식행동 점수가 증가하였다(p<0.001). ‘아침식사 매일하기’ 
문항은 교육 전 4.2±0.1점에서 교육 후 4.5±0.7점으로 유의적

으로 향상되었으며(p<0.001), 교육 1년 후에도 4.5±0.8점으로 

잘 유지되어 교육 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건강한 식생활

을 위한 식행동 변화의 평균점수 역시 ‘34.9±0.4 → 37.9±0.4 
→ 45.2±0.3점’으로 교육 전․후․1년 후에 유의적으로 향상

되었다(p<0.001). Lee 등(2000)의 연구에서도 식생활 교육에 

따라 영양지식이 향상된 군에서 아침식사, 편식 행동 등이 보

다 더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Her 등(2005)과 Lee 등(2005)
에서도 식생활 교육 후에 규칙적인 아침식사, 유제품의 섭취 

및 결식과 식사 속도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침식사를 매일한다’
는 식행동 점수가 다른 식행동 항목에 비해 점수가 높은 것은 

교육의 효과와 함께 최근 들어 신문, TV 및 인터넷 등의 매스

컴의 영향과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 영양사 등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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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of healthy eating behavior

Item Pre-test Post-test After 1 year Total F-value
About healthy dietary life2) 

Eat balanced diet  3.5±0.11)a  3.6±0.1a  4.4±0.1b  3.8±0.11)  38.170***
Think nutritional balance  3.2±0.1a  3.7±0.1b  4.4±0.7c  3.8±0.1  56.101***
Have breakfast regularly  4.2±0.1a  4.5±0.7b  4.5±0.8b  4.4±0.1   4.966***

Drink water enough  4.0±0.1a  4.0±0.1a  4.7±0.1b  4.3±0.1  28.586***
Trying to eat unsalty  2.8±0.1a  3.3±0.1b  4.1±0.1c  3.4±0.1  52.868***
Don't drink alcohol  4.3±0.1a  4.6±0.8b  4.9±0.5c  4.6±0.9  14.230***
Eat slowly  3.2±0.1a  3.4±0.1a  4.5±0.1b  3.7±0.1  59.564***
Do not overeat  3.2±0.1a  3.6±0.1b  4.6±0.1c  3.8±0.1  82.363***
Usually eat Korean food  3.1±0.1a  3.6±0.1b  4.4±0.1c  3.7±0.1  78.515***

Keeping good table manners  3.5±0.1a  3.7±0.1b  4.7±0.1c  4.0±0.1  78.800***
Total 34.9±0.4a 37.9±0.4b 45.2±0.3c 39.3±0.3 189.766***

About weight management
Know standard weight for my height3)  3.6±0.1a  3.8±0.1a  4.5±0.1b  3.9±0.1  33.079***
Don’t try to do severe diet4)  4.2±0.1a  4.3±0.1a  4.9±0.0b  4.5±0.0  39.491***

Total  7.8±0.1a  8.1±0.1b  9.4±0.1c  8.4±0.1  65.371***

About choose the right foods2)

Check the expiration date and nutrition labels when 
purchasing processed foods  2.8±0.1a  4.1±0.1b  4.5±0.1c  3.8±0.1  99.082***

Choose snack for good health  3.2±0.1a  3.4±0.1a  4.3±0.1b  3.7±0.1  52.487***
Drink 2 cups of milk everyday  3.5±0.1a  3.8±0.1b  3.9±0.1b  3.8±0.1   3.815***
Don’t eat unsanitary foods  3.2±0.1a  3.4±0.1a  4.2±0.1b  3.6±0.1  27.325***
Don't enjoy eating-out and processed foods  2.9±0.1a  3.0±0.1a  4.1±0.1b  3.3±0.1  47.006***
Don’t eat instant foods often  3.1±0.1a  3.6±0.1b  4.5±0.1c  3.7±0.1  72.238***
Don’t eat fried foods and fast food often  3.2±0.1a  3.6±0.9b  4.4±0.1c  3.7±0.1  60.092***

Total 21.9±0.4a 24.8±0.4b 29.8±0.3c 25.5±0.3 133.103***
1) Mean±SE, 2) 1: never, 2: rarely, 3: sometimes, 4: very often, 5: always 
3) 1: no idea, 2: do not know well, 3: so-so, 4: know, 5: know very well, 4) 1: always, 2: very often, 3: sometimes, 4: rarely, 5: never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01 by ANOVA followed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아침식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바람직한 체중관리에 관해서는 ‘내 키에 따른 건강 체중 

알고 체중 조절하기’ 문항의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교육 전 

3.6±0.1점과 교육 후 3.8±0.1점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육 1년 후에는 4.5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아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기’ 
문항의 식행동 변화 역시 교육 1년 후에 4.9±0.0점으로 증가

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한편, 바람직한 체중

관리의 평균점수는 ‘7.8±0.1 → 8.1±0.1 → 9.4±0.1점’으로 교

육 전․후․1년 후에 유의적으로 향상되어(p<0.001) 교육의 

효과가 1년간 지속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Choi JY(2011)의 

연구 결과, 청소년의 부적절한 체중 조절 및 부적절한 체중 

조절방법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중학교 1학
년 남학생으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체형에 대한 관심이 

적고,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교육의 효과로 인한 식행동 변화가 교육 직후에 바로 나타나

지 않고 교육 1년 후에 나타난 것은 식행동 변화는 영양지식 

변화에 비해 많은 시간이 요구되므로 교육으로 형성된 영양

지식이 고려단계를 거쳐 학생들의 실천에 지속적으로 작용

하여 숙성되어 그 효과가 1년 후에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청소년의 체중에 대한 인식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Gual 등 2002)가 있는데, 교육을 통

해 올바른 체중관리의 인식을 심어준다면 신체적인 건강과 



Vol. 27, No. 5(2014) 식생활 교육이 중학생의 식행동과 영양지식에 미치는 효과 833

더불어 정신적으로 균형적인 발달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인다. 
올바른 식품 선택과 관련된 행동 변화 조사 결과는 ‘가

공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기’는 교육 전

(2.8±0.1점)에 비해 교육 후(4.1±0.1점), 1년 후(4.5±0.1점)에 

점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Jang SH(2005)의 연구에서 영양표시제에 대해 ‘잘 

모른다’가 55.1%, ‘전혀 알지 못한다가 24.2%, ‘잘 알고 있다’
가 12.6%로 나타나, 영양표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아 학교에서의 영양표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나

타내주고 있다. Song HJ(2009)의 연구 결과에서는 영양표시

를 잘 확인하는 사람일수록 식생활 태도가 바르고, 영양지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생활 교육을 통한 학생들

의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식품 선택에 대한 관심

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식품 선택 방법, 영양표시 확인방법 및 간식 구매 시 고

려하여야 하는 요인 등에 대한 다양한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식생활 교육 실시 전

에 비해 실시 후에 영양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식행동 점

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영양표시에 대한 식생

활 교육은 학생이 올바르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행동

을 변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인스턴

트 음식 적게 먹기’의 식행동 변화는 ‘3.1±0.1 → 3.6±0.1 →
4.5± 0.1점’으로,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적게 먹기’ 문항의 

점수는 ‘3.2±0.1 → 3.6±0.9 → 4.4±0.1점’으로 교육 전, 교육 

후, 1년 후에 따라 유의적으로 높아졌다(p<0.001). ‘건강에 좋

은 간식 선택하기’, ‘불량식품 먹지 않기’의 식행동 변화 점수

는 교육 1년 후에 각각 4.3±0.1점, 4.2±0.1점으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p<0.001). 올바른 간식 선택에 대한 식생활 교

육 실시 후 ‘우유를 매일 2컵 이상 마시기’ 문항의 식행동 변

화 점수가 교육 전(3.5±0.1점)에 비해 교육 후(3.8±0.1점)와 1
년 후(3.9±0.1점)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이는 칼

슘 섭취가 부족한 청소년의 영양섭취 실태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변화로 사료된다. 올바른 식품 선택 관련 식행동의 평

균점수는 ‘21.9±0.4 → 24.8±0.4 → 29.8±0.3점’으로 교육 전․

후․1년 후에 유의적으로 향상되어(p<0.001) 교육의 효과가 

1년간 지속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Yang 등 2004; Moon 등 2008; Ahn 등 

2009; Park 등 2010)에서 교육 직후에 영양지식 점수는 증가

하였지만, 향상된 영양지식이 식행동 및 식생활 태도 향상으

로 연결되지는 못하여, 이 부분은 단기교육으로 변화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부분임에 보여주었다. 그러나 식생활 교육

의 진정한 효과는 지속적으로 일상의 식생활 속에서 실천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환경에서 사실 

한 학기동안 영양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16차시의 수업으로 영양지

식과 식행동이 유의적으로 향상되었고, 또 1년간 유지되거나 

더욱 개선된 것을 보면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 
자신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4. 강의와 교재에 대한 평가
강의와 교재에 대한 평가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든 항

목에서 3.5점 이상을 보여, 본 식생활 교육 대상자들은 강의 

평가, 교재 평가, 교육 내용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재에 대한 평가에서 ‘생각열기’와 ‘활동하기’가 흥미로웠

다는 점수는 3.5±0.8점, 3.6±1.0점으로 나타났고, 교재에 대한 

평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그림과 사진이 수업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로 4.0±0.8점이었다. 이는 보건

복지부에 의해 개발된 e-book <청소년의 영양과 건강>에는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시각적 자료들이 실

려 있는데, 이 시각적 자료들이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이해하

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수업내용이 학습자의 

수준에 맞도록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고, 교육내용이 학생

들의 식습관을 유의적으로 향상시켰고, 또한 1년간 교육효과

가 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도 교재

의 구성 및 다양한 활동 등에 대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식생활 교육 내용이 학생들의 식생활 교육에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내용 중 조사 대상자의 29.7%가 ‘건강한 식생활’ 단원

Table 5. Evaluation of lecture and textbook

Variable Mean±S.D.

Lecture 

The content was easy to understand.  3.9±0.81)

This education will help to improve my diet. 3.7±0.9

I could get useful information on healthy diet. 3.9±0.8
Content of lessons was appropriate for 
one-hour classes. 3.5±0.9

I was satisfying educational process. 3.7±0.1

Textbook
configu-
ration

‘Get ready’ was interesting. 3.5±0.8
‘Get ready’ was helpful to understand the 
lesson. 3.6±0.8

‘Activity’ was interesting. 3.6±1.0
‘Activity’ was helpful to understand the lesson. 3.6±0.9
Pictures and photos were helpful to under-
stand the contents. 4.0±0.8

Content and design of textbook were 
interesting. 3.5±0.9

1) Mean±S.D.(1: strongly disagree~5: 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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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흥미로웠다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올바른 식품 

선택’(23.4%), ‘바람직한 체중 관리’(20.3%), ‘식생활과 질병’ 
(17.2%), ‘안전한 식생활’(9.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교
육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된 내용은 ‘올바른 식품 선택’(36.7%)
이었고, ‘건강한 식생활’(22.7%), ‘바람직한 체중 관리’(15.6%), 
‘식생활과 질병’(15.6%), ‘안전한 식생활’(9.4%) 순으로 나타

났다. 

5. 식생활 교육 종료 1년 후 효과 평가
식생활 교육 종료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학생들은 ‘식생

활 교육 실시 후 현재까지 자신의 영양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점수는 3.9±0.1점, ‘식생활 교육이 자신의 

식습관 개선과 식행동 변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3.1±0.1점이

었다. 또한 ‘건강한 섭취습관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학교 식

생활 교육이 필요하다’는 3.7±0.1점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지식을 실제 식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점수가 3.2±0.1점, ‘앞으로 건강한 섭취습관을 실생활에서 실

천할 의지가 있다’는 3.6±0.1점을 보였다. 
이처럼 모든 학생들의 1년 후 효과 평가가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여, 교육 1년 후에도 학생들의 식생활 

교육으로 나타난 실천 의지가 잘 유지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학교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긍정적(3.7점)으로 응답하여, Jeong SY(2013)
의 연구 결과와 Park HN(2011)의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 비

슷한 양상을 보였다. 기존 연구뿐만 아니라,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요구도가 학생들에게

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영양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

Table 6. Evaluation of course contents after nutrition 
education

Variation Items N(%)

The most 
interesting 

content

Healthy dietary life  38( 29.7)

Choose the right food  30( 23.4)
The right weight management  26( 20.3)
The safety dietary life  12(  9.4)
Dietary life and disease  22( 17.2)

Total 128(100.0)

The most 
helpful 
contents

Healthy dietary life  29( 22.7)

Choose the right food  47( 36.7)
Right weight management  20( 15.6)
Safety of dietary life  12(  9.4)
Dietary life and disease  20( 15.6)

Total 128(100.0)

Table 7. About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1 year later 
after education 

Variable Mean±S.D.
Nutrition education was helpful to improve nutrition 
knowledge1). 3.9±0.1

Nutrition education was helpful to improve dietary 
habit and to change1) eating behavior. 3.1±0.1

Nutrition education is necessary to build healthy 
eating habit1). 3.7±0.1

I try always to apply nutrition knowledge in dietary 
life2). 3.2±0.1

I will practice healthy eating habits in life2). 3.6±0.1
1) 1: strongly disagree~5: strongly agree
2) 1: never, 2:rarely, 3: sometimes, 4: very often, 5: always

을 위해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보건복지부

에 의해 개발된 한 학기용 식생활 교육교재인 e-book <청소년

의 영양과 건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중학생 대상 

영양교육의 실시가 학생의 식행동과 영양지식에 미치는 효

과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6차시

의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기 전과 교육 직후 그리고 교육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식생활 교육의 효과평

가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학생의 식행동과 영양지식, 식생

활에 대한 관심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교육 후 뿐만 

아니라 교육 종료 1년 후까지 대부분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

로 나타나,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의 실시가 의미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앞으로 중학교 교육 현장

에서 e-book <청소년의 영양과 건강>이 식생활 교육 자료로 

많이 활용된다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e-book 
<청소년의 영양과 건강>으로 개발되어진 식생활 교육 프로

그램을 적용하여, 중학교 1학년 남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16
차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전․후 및 1년까지 중

학생의 식행동과 영양지식에 미치는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

고자 실시되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신이 섭취하는 음식에 대한 관심 정도는 교육 1년 후

에 교육 전 3.4±0.1점에서 3.7±0.1점(p<0.05)으로, 식품 섭취와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도는 교육 1년 후에 교육 전 

3.6±0.1점에서 4.0±0.1점으로 유의적으로 향상되었다(p<0.001).
2. 영양지식 점수는 교육군의 경우, 교육 전 13.0±0.2점, 교

육 후 18.8±0.1점, 그리고 1년 후는 18.5±0.1점으로 교육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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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유의적으로 높아져(p<0.001) 교육의 효과가 있었고, 또
한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3. 건강한 식생활에 관련 10개의 식행동과 올바른 식품 선

택과 관련된 7개의 식행동 항목 모두에서 교육 전․후․1년 

후 학생들의 식행동 변화 점수가 증가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체중관리와 관련된 식행동의 변화는 교육 

1년 후에 점수가 가장 높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4. 강의와 교재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3.5점 이상

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내용이 이해하기가 쉬웠

다’(3.9±0.8점)와 ‘건강한 식생활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얻

을 수 있었다’(3.9±0.8점) 및 교재에 사용된 ‘그림과 사진이 

수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4.0±0.8점)에 대하여 학생

들이 높게 평가하였다.
5. 식생활 교육 종료 1년 후 교육 효과 유지에 대한 평가에

서 ‘식생활 교육은 영양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3.9±0.1
점), ‘식습관과 식행동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3.1±0.1점), ‘영
양지식을 식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한다’(3.7±0.1점) 및 ‘실
생활에서 건강한 섭취습관을 실천하려고 한다’(3.6±0.1점)의 

점수를 보였다. 또한 ‘건강한 섭취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영양

교육이 필요하다’에 3.7±0.1점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16차시 식생활 교육으로 학생의 

식행동과 영양지식,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교육 후 향상되

었을 뿐 아니라, 교육 종료 1년 후까지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

로 나타나,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의 의미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중학교 학교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

아가는데 필요한 기초 능력을 배워, 일상생활을 잘 하는 사람

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식생활 지식과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 실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발달․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야말로 일상생활을 잘 하는데 필요한 필수적 요소일 것이다. 
이렇듯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의 실시는 이와 같이 중학교 교

육목표와도 부합하므로 출산율 저하와 사회의 고령화로 고

민이 많은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할 때, 미래의 국가 성장 동

력인 청소년들에게 조속히 식생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

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학교 현장의 협조를 얻는데 한계가 

있어서 비교육군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

다. 그러나 학교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보여주었다

고 확신하며, 앞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

라나게 돕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식생활 교육을 위한 교

육 시간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효율적인 식생활 교육

을 위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교재 및 교육매체의 개발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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