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Cook Sci

Vol. 33, No. 3, pp. 353~362 (2017)
pISSN 2287-1780

eISSN 2287-1772

https://doi.org/10.9724/kfcs.2017.33.3.353

제천지역 학부모와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들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에 

대한 인식 및 소비행동 조사

민성희
†

세명대학교 바이오식품산업학부

Study on Recognition and Consumption Behavior of Quality-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of Nursery Directors and Parents in Jecheon Area

Sung Hee Min
†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cience for Bioindustry, Semyung University, Chungbuk 27136, Korea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erception of quality-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as well as consumption behaviors of 

nursery directors and parents. Methods: A total of 243 nursery directors and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 were surveyed using 

questionnaires. Results: Parents' perception scores were lower than directors' scores for many of the questions. Pare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food safety standard questions and nutritional fortifying questions than directors (p<0.001 each). On the 

other hand, director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questions about products nutrition and safety (p<0.001, p<0.01). When 

buying children's favorite food items, food additives and hygiene level of vendors were the most important, in that order. Parents' scores 

for questions on purchasing behaviors of quality-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directors'. 

Further, respondents with nutritional education experience showed high behavior scores. Conclusion: It can be concluded that 

promotion of quality-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is insufficient. The nutrition education group showed high scores for perception 

and positive consumption behaviors of quality-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It is important to cooperate with nursery directors 

and parents of preschoolers to further children's nutrition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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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식품 가공 기술의 발달 및 수입 식품의 다양화 그리고 

식품 소비 패턴 변화 등에 따라 식품 제조회사는 제품의 

생산과 더불어 판매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어린이들도 패스트푸드와 같은 식사대용 

식품 뿐 만 아니라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간식 등 

선택할 수 있는 식품들도 다양해지고 있다(Jang JH 등 

2012). 2014년 조사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국내 어린이가 

섭취하는 다빈도 음식으로 과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는데 1-2세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 중 4위로 섭취 비율

은 45.5%이었고, 3-5세는 5위로 43.3%, 6-11세는 5위로 

35.4%를 나타내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어린이

가 자주 섭취하는 가공식품들은 대개 열량이 높은 편이

며 당류와 지방이나 나트륨, 각종 식품첨가물 등 위해 가능

한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Lee YM 등 2011, Yoon 

TH 등 2011) 당류 함량이 높은 음식은 어린이들의 과체

중이나 비만과도 관련이 있다(Jung JH 2008, Yang YS 등 

2013). 그러므로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기호

식품에 대한 기준 설정과 규격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제정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

별법에 근거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생산, 판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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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촉진 등이 제한되고 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어

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서 제시한 열량, 포화지방, 

당류 또는 나트륨, 단백질 함량의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이러한 식품들은 학교 및 어

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서의 판매가 제한되며 TV 광고 

또한 제한되고 있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5). 2009년부터는 안전하고 영양소 균형을 이룬 기호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를 권장함을 목적으로 어린

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

준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조치를 

해오고 있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09). 현재 

국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에는 안전, 영양, 식품첨

가물 사용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품질인증마크

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은 소비자 인식이 부족하

고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한 식품의 종류도 제한적이어서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Kyung SB 2014). 

유아기의 건강은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성인 

건강의 기본이 되며 식습관 또한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

치게 되므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은 매우 중요

하다. 최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문

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국가차원에서의 관리가 지속

되고는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

감을 갖고 있으며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가통계에서도 조사대상자의 21.0%가 학교주변에 불량

식품이 많다고 응답하였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2).

유아의 식습관은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의 식습관이나 식사지도, 영양지식 등이 유

아의 식습관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Kang MJ 2010). 그러

나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와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

화되면서 보육시설의 종일반에 다니는 유아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은 하루 필요한 영양소의 상당 부분을 보육

시설에서 섭취하고 영양교육을 받기도 한다. 국내 어린이 

영양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사 대부분이 영양교

육의 중요성을 인식은 하지만 실행이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Lee YH & Kim NH 2015). 그러므로 유아의 올바

른 영양교육과 식생활지도에는 보육시설에서의 교육과 

가정에서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는 학부모와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들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에 대한 인식과 소비 행동 조사로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교육내용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진행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충북 제천지역의 미취학 어린이 보육시설의 

원장과 미취학 어린이 부모를 대상으로 2017년 3월 2일

부터 4월 30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장과 학

부모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합교육 참석자를 대

상으로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으며 배부된 총 250의 

설문지 중 회수된 250부에서(회수율 100.0%) 중복답변, 

일괄답변, 무응답 등 불성실하게 기재된 7부를 제외하고 

최종 243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

구는 세명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Approval Number: SMU-2017-01-003).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조사의 자료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이

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문항을 작성한 

후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 15명과 학부모 18명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의 어휘 및 난이도를 수정하여 완

성하였다. 설문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어린

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에 대한 인식 15문항, 구매 및 인증

마크 확인 등 소비행동에 대한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

식과 소비행동은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매우 그렇다 

: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평가하도록 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ver. 19,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

의 일반적인 사항과 각 문항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고 일부 조사항목

에 대하여는 집단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t-test와 분산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α=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분석 자료는 

총 243명이 응답한 설문지로 응답자는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 99명(40.7%), 학부모 144명(59.3%)이었으며, 연령별 

분포로는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은 40대가 45.5%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는 30대가 69.4%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에 관련된 교육 경험은 원장의 61.6%, 

학부모의 86.1%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기

호식품을 포함한 식생활의 안전에 대한 정보는 원장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

한 비율이 73.7%로 가장 높았으며 학부모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정보를 취득한다는 비율이 47.2%로 가장 높

았다.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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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irectors

(n=99)

Parents

(n=144)

Total

(n=243)

Age

30's 16(16.2)
1)

100(69.4) 116(47.7)

40's 45(45.5) 44(30.6) 89(36.6)

50's 35(35.4) 0(0.0) 35(14.4)

60's 3(3.0) 0(0.0) 3(1.2)

Educational experience of quality 

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Yes 38(38.4) 20(13.9) 58(23.9)

No 61(61.6) 124(86.1) 185(76.1)

Route to get information

Public health center 8(8.1) 12(8.3) 20(8.2)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73(73.7) 60(41.7) 133(54.7)

Book 6(6.1) 0(0.0) 6(2.5)

Social media/ Internet 12(12.1) 68(47.2) 80(32.9)

Others 0(0.0) 4(2.8) 4(1.7)
1) 

Mean±SD.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영양교육의 습득 경로는 인터

넷이나 대중매체, 그리고 가정통신문이라고 응답하였다

(Choi MK 등 2010, Jung HM 2014, Lee EJ & Ryu HK 

2016). 그러나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이용한 영양정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영양정보와 더불어 신뢰있

는 출처의 정보를 수용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영유아 

보육기관의 학부모들은 보육기관에서 영양정보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으며 식품안전, 이유식 등에 관한 교육이 필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Jang HJ & Kim JW 2009, 

Kim KN 등 2013, Jung HM 2014).

2.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에 관한 인식

1)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과 학부모의 인식

Table 2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과 관련된 15개 

문항에 대한 인식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제

시하였다. 15개의 인식 문항은 대부분 중간 이상의 점수

를 보여 보육시설 원장과 학부모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

질인증에 대하여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

다. 학부모의 응답 중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의 

홍보에 대한 문항에서 홍보가 부족한 편이라고 응답을 

하였다(2.87±1.06). 15개의 문항 중 한 개의 문항을 제외

하고는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들과 학부모의 인식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던 14개의 

문항에서 두개의 문항이 학부모의 인지 점수가 높았는

데,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기준이 필요하다’는 문항과

(p<0.0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위해 영양소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는 문항에서 학부모들의 인식 점수가 

높아(p<0.001) 학부모들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의 인

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의 국가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전담관리원 제도’, ‘식품안전보

호구역의 판매제한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

소의 표시기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 와 같

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관련된 제도의 인식 문항에서 원

장들의 인지 점수가 학부모들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은 위생적이다’, 영양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와 같은 품질인증 제품의 영양․위생

적 특성에 대한 인식 역시 원장들이 학부모들보다 유의

적으로 높았다(p<0.001, p<0.01). ‘품질인증 식품은 모두 

가공식품이다’, ‘품질인증 식품의 홍보가 잘 되고 있다’ 

문항에서는 학부모들의 인지 점수는 평균 이하의 점수였

고 원장들 보다는 유의적으로 낮은 점수였지만(p<0.001, 

p<0.05), 품질인증 식품 중 가공식품 외에 즉석 판매하는 

조리제품도 있는 바,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들보다는 상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어린이 기호

식품 품질인증과 관련된 홍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측

면에서 볼 때 국가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품질인증 제

도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는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남지역 미취학 어린이의 부모와 교사 

대상 조사 연구에서 부모는 유아의 식행동 및 건강에 대

해 주관적이어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

이 있고, 교사는 객관적 평가를 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고(Lee JH 등 2011), 초등

학생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Kim HJ 

& Kim HA 2012) 학부모와 영양교사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므로 학부모와 원장 간의 의사소

통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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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irectors

(n=99)

Parents

(n=144)

Total

(n=243)
t-value

Children's preferred foods require hygiene and safety standards.
1)

4.58±0.57
1)

4.83±0.44 4.73±0.52 -3.95
***

I know that children's food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4.01±0.80 3.36±0.89 3.63±0.91 -5.81
***

Quality certified system helps children's health. 3.92±0.78 3.92±0.83 3.92±0.81 -0.02

I know national control about quality certified system for children's preferred foods. 3.87±0.80 3.56±0.83 3.68±0.84 -2.92
**

I know charged manager controlling snack store for children. 3.55±0.95 3.08±0.96 3.27±0.98 -3.71
***

I know limit regulation of high calorie and poor nutrition foods at child food 

safety zone.
3.72±0.87 3.33±1.11 3.49±1.03 -2.89

**

I know nutrition label obligation at snack bar selling children's preferred food. 3.86±0.92 3.53±0.90 3.66±0.92 -2.80
**

I know quality certified mark for children's preferred foods. 3.95±0.92 3.42±1.12 3.63±0.91 -3.92
***

Quality 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are safe. 4.03±0.72 3.64±0.83 3.80±0.81 -3.82
***

Quality 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are nutritious. 3.89±0.84 3.56±0.93 3.69±0.91 -2.85
**

Quality 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are diverse. 3.78±0.86 3.39±0.95 3.55±0.94 -3.24
**

Quality 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are all processed foods. 3.40±0.99 2.83±0.96 3.07±1.01 -4.50
***

Nutritional fortifying are needed for quality 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3.94±0.99 4.50±0.56 4.27±0.81 -5.64
***

Quality 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are well publicized. 3.18±1.16 2.86±0.95 2.99±1.05 -2.36
*

Quality 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are expensive. 3.95±0.84 3.67±0.92 3.78±0.89 -2.45
*

1) 
Mean±SD, Likert 5 point scale : 1-never / 5-very much. 

*
p<0.05, 

**
p<0.01, 

***
p<0.001. 

Table 2. Recognition for quality 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2)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과 학부

모의 인식

(1)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의 인식

본 조사에서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들의 38.4%가 어린

이 기호식품과 관련된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이들의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품질인증 기호식

품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15개의 

문항 중 1개 문항(‘어린이 기호식품은 위생ㆍ안전 기준이 

필요하다’)을 제외하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자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들과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보였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위생ㆍ안전 기

준이 필요하다’ 는 문항은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

자보다 인식점수가 높았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의 인지’(p<0.05). ‘어린이 기호식

품 품질인증제의 국가 관리’(p<0.05),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전담관리원 제도’(p<0.05), ‘식품안전보호

구역의 판매 제한 식품(p<0.001)’,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의 표시기준’(p<0.00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

증 마크’(p<0.001)와 같은 어린이 식품의 제도와 관련된 

인식 문항에서도 교육 경험이 있는 원장들의 인지 점수

가 교육경험이 없는 응답자들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은 위생적이다’(p<0.01), 

‘영양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p<0.05)와 같은 품질인증 제

품의 영양․위생적 특성에 대한 인식도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품질인증 식품은 다양하다’ 

(p<0.001), ‘품질인증 식품은 모두 가공식품이다’(p<0.001), 

‘품질인증 식품의 홍보가 잘 되고 있다’(p<0.01), ‘품질인

증 식품은 비싸다’(p<0.05)의 문항도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원장들의 인식정도가 유의적으로 높아 어린이 기

호식품의 인식 정도에는 관련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대구경북 지역 유아교사의 영양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 교사는 조직적이고 통합적 지식이 필요

하다고 하였으며 통합적인 지식으로 교육함으로써 유아

의 영양지식과 태도, 식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

다(Lee YH & Kim NH 2015). 그러므로 어린이 보육시설

에서 어린이의 식생활 교육과 어린이 급식에 많은 역할

을 하는 원장들에 대한 영양교육은 이를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병행될 때 통합적인 교육

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학부모의 인식

본 조사에서 학부모들의 13.9%가 어린이 기호식품과 

관련된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교육 

경험은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것

으로 보였다. 이들의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품질인증 기

호식품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은데 

15개의 문항 중 13개의 문항은 교육경험이 있다는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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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utrition education experience

t-valueYes

(n=38)

No

(n=61)

Total

(n=99)

Children's preferred foods require hygiene and safety standards.
1)

4.53±0.65
1)

4.61±0.53 4.58±0.57 -0.68

I know that children's food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4.21±0.74 3.89±0.82 4.01±0.80 -1.99
*

Quality certified system helps children's health. 3.92±0.99 3.92±0.61 3.92±0.78 -0.02

I know national control about quality certified system for children's preferred foods. 4.11±0.95 3.72±0.66 3.87±0.80 -2.37
*

I know charged manager controlling snack store for children. 4.18±0.69 3.15±0.87 3.55±0.95 -6.21
***

I know limit regulation of high calorie and poor nutrition foods at child food 

safety zone.
4.18±0.69 3.43±0.85 3.72±0.87 -4.64

***

I know nutrition label obligation at snack bar selling children's preferred food. 4.29±0.65 3.59±0.96 3.86±0.92 -3.97
***

I know quality certified mark for children's preferred foods. 4.42±0.64 3.66±0.95 3.95±0.92 -4.39
***

Quality 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are safe. 4.32±0.70 3.85±0.68 4.03±0.72 -3.26
**

Quality 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are nutritious. 4.13±0.88 3.74±0.79 3.89±0.84 -2.31
*

Quality 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are diverse. 4.16±0.64 3.54±0.91 3.78±0.86 -3.67
***

Quality 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are all processed foods. 3.89±1.03 3.10±0.83 3.40±0.99 -4.22
***

Nutritional fortifying are needed for quality 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 4.16±0.89 3.80±1.03 3.94±0.98 -1.76

Quality 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are well publicized. 3.68±1.17 2.87±1.06 3.18±1.16 -3.59
**

Quality 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are expensive. 4.18±0.83 3.80±0.83 3.95±0.84 -2.25
*

1) 
Mean±SD, Likert 5 point scale : 1-never / 5-very much.

*
p<0.05, 

**
p<0.01, 

***
p<0.001. 

Table 3. Directors' recognition by nutrition education experience

자의 인식 점수가 높았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 안전 

기준의 필요’ 문항과 ‘어린이 품질인증 기호식품은 비싸

다’ 는 2개 문항은 교육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비교하여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교육경험이 없다고 응

답한 학부모의 인식점수가 높았다. 교육경험이 있는 학부

모들이 13개 문항에 대한 인식정도는 높았으나 교육경험

이 없는 학부모들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항목들이 많았는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의 인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에 의한 어린이 

건강관리’, ‘식품안전보호구역의 판매 제한 식품’, ‘어린

이 기호식품은 영양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품질인증 식

품은 모두 가공식품이다’, ‘품질인증 식품의 영양소 강화 

필요성’, ‘품질인증 식품의 홍보 활성여부’ 문항들은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들이 교육경험 유무에 따라 많은 문항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어

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의 국가 관리’(p<0.001),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전담관리원 제도’(p<0.001), ‘어

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표시기준’(p<0.05), ‘어린

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p<0.01), ‘품질인증 기호식품

의 위생측면’(p<0.05), ‘품질인증 식품의 다양성’(p<0.01)

등의 인식 문항에서도 교육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의 인

지 점수가 교육경험이 없는 응답자들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경기지역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 대상 연구에

서는 영양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부모가 영양교육 참여 

경험과 참여 의사가 높아 어린이의 올바른 영양섭취와 

건강발달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더불어 가정으로의 정보 전달 및 활용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하였다(Lee JE & Jung IK 2005).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식생활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를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비교적 어린이의 영양이나 위생

에 관심이 있는 대상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기에 조사 결과에서도 교육경험의 유무에 따른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은 문항들도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

다. 서울지역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호식품에 대

한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70-80%가 어린

이 기호식품에 유해성분 함유에 대한 인식은 높았다고 

하였고(Jung JH 등 2009),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낮았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어

(Kyung SB 2014)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소비자의 의식 확대를 위한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어린이 기호식품 선택 시 중요도 인식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들과 학부모들이 어린이 기호식

품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에 대한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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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utrition education experience

t-valueYes

(n=20)

No

(n=124)

Total

(n=144)

Children's preferred foods require hygiene and safety standards.
1)

4.70±0.82
1)

4.90±0.28 4.83±0.44 -1.12

I know that children's food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3.60±0.82 3.32±0.89 3.36±0.89 -1.30

Quality certified system helps children's health. 4.00±1.12 3.90±0.78 3.92±0.83 -0.48

I know national control about quality certified system for children's preferred foods. 4.20±0.41 3.45±0.84 3.56±0.83 -3.90
***

I know charged manager controlling snack store for children. 4.00±0.65 2.94±0.92 3.08±0.96 -4.99
***

I know limit regulation of high calorie and poor nutrition foods at child food 

safety zone.
3.40±1.23 3.32±1.09 3.33±1.11 -0.29

I know nutrition label obligation at snack bar selling children's preferred food. 4.00±0.65 3.45±0.91 3.53±0.90 -2.58
*

I know quality certified mark for children's preferred foods. 4.20±0.77 3.29±1.12 3.42±1.12 -3.51
**

Quality 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are safe. 4.00±0.65 3.58±0.84 3.64±0.83 -2.14
*

Quality 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are nutritious. 3.60±1.05 3.55±0.91 3.56±0.93 -0.23

Quality 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are diverse. 4.00±0.65 3.29±0.96 3.39±0.95 -3.18
**

Quality 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are all processed foods. 3.20±1.20 2.77±0.91 2.83±0.96 -1.86

Nutritional fortifying are needed for quality 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 4.60±0.53 4.48±0.56 4.50±0.56 -0.87

Quality 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are well publicized. 3.00±1.30 2.84±0.89 2.86±0.95 -0.70

Quality certified children's preferred foods are expensive. 3.60±0.82 3.68±0.93 3.67±0.92 -0.35

1) 
Mean±SD, Likert 5 point scale : 1-never / 5-very much.

*
p<0.05, 

**
p<0.01, 

***
p<0.001. 

Table 4. Parents' recognition by nutrition education experience

 Variable
Directors

(n=93)

Parents

(n=144)

Total

(n=237)
χ

2
-value

Nutrition labeling 15(16.1)
1)

 20(13.9)  35(14.8)  0.076

Food standard & criteria 26(27.9)   8(5.5)  34(14.3) 20.91
***

Food additive mark 31(33.3)  72(50.0) 103(43.5)  8.39
**

Store cleanness 21(22.6)  44(30.6)  65(27.4)  2.61

93(100.0) 144(100.0) 237(100.0)

1) 
n (%).

*
p<0.05, 

**
p<0.01, 

***
p<0.001. 

Table 5. Perception of importance of purchasing children's preferred foods 

첨가물 표시가 가장 높았고(43.5%), 다음으로 위생수준

(27.4%), 영양표시(14.8%), 식품의 기준과 규격(14.4%) 순

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서울지역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연구에

서 학부모들은 제품의 위생상태, 방부제나 착색제 등의 

첨가물 사용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었고(Jung JH 2008, 

Kim KN 등 2013), 학부모들에게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

함될 수 있는 유해성분에 대해 바르고 정확한 교육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Jung JH 등 2009). 어린이 기호식품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에 대한 어린이 보육

시설 원장들과 학부모들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식품

의 기준 및 규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비율은 원장들

이 높았고(p<0.001), 식품첨가물 표시의 중요성에 대한 

비율은 학부모가 높았다(p<0.01). 

3.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의 소비 행동

1)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과 학부모의 품질인증 제품 소

비 행동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의 소비와 관련된 7개

의 문항으로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모든 문항에서 어린

이 보육시설 원장들은 중간 이상의 점수룰 보여 구매 행

동이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부모들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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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
1) Director

(n=99)

Parents

(n=144)

Total

(n=243)
t-value

I use quality certified foods.
1)

3.87±0.94
1)

2.56±0.50 3.09±0.96 14.09
***

I teach children to buy quality certified foods. 3.93±1.02 2.60±0.58 3.14±1.03 12.88
***

I teach children about quality certified mark for children's preferred foods. 3.53±0.99 2.94±0.96 3.18±1.01 4.64
***

I check quality certified on children's preferred foods. 3.76±0.93 3.67±0.89 3.70±0.90 0.77
***

I am interested in buying quality certified foods. 4.24±0.67 4.39±0.64 4.33±0.65 -1.72
***

I would like to buy quality certified foods. 3.83±0.94 4.33±0.71 4.13±0.85 -4.78
***

I check labeling on the foods. 3.71±0.96 3.69±0.91 3.70±0.93 0.10
***

1) 
Mean±SD, Likert 5 point scale : 1-never / 5-very much.

***
p<0.001. 

Table 6. Difference of consumption behaviors of children's preferred foods between nursery director and parents

Variable

Nutrition education experience

t-valueYes

(n=38)

No

(n=61)

Total

(n=99)

I use quality certified foods.
1)

4.26±0.89
1)

3.62±0.90 3.87±0.94 3.46
***

I teach children to buy quality certified foods. 4.34±0.91 3.67±1.01 3.93±1.02 3.33
***

I teach children about quality certified mark for children's preferred foods. 4.18±0.93 3.11±0.80 3.53±0.99 6.10
***

I check quality certified on children's preferred foods. 4.24±0.82 3.46±0.87 3.76±0.93 4.43
***

I am interested in buying quality certified foods. 4.45±0.56 4.11±0.71 4.24±0.67 2.46
***

I would like to buy quality certified foods. 4.16±0.82 3.62±0.95 3.83±0.94 2.86
***

I check labeling on the foods. 4.13±0.81 3.44±0.96 3.71±0.96 3.69
***

1) 
Mean±SD, Likert 5 point scale : 1-never / 5-very much.

*
p<0.05, 

**
p<0.01, 

***
p<0.001.

Table 7. Directors' consumption behaviors by nutrition education experience

행동 보다는 구매의지와 관심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6).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을 사용한

다’, ‘어린이에게 품질인증 제품에 대하여 교육한다’, ‘품

질인증마크에 대하여 교육한다’는 세 문항에 대하여 원장

들은 학부모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각각 p<0.001). 그러나 어린이 품질인증 기호식품의 구

매 의지는 학부모가 원장들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원장들과 학부모간의 행동에 차이를 보였으며 

구매 시 품질인증마크의 확인, 품질인증 식품에 대한 관

심, 구매 시 표시사항 확인에 대한 문항들은 두 그룹 간

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초등학생의 식생

활 관리 태도는 식품구매 행동 및 식생활소비 능력에 영

향을 미치므로 가정과 학교의 식생활 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Park OH & Lee 

KA 2008), 영양교육의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영양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고 자녀의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

해 영양지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하여(Lee JE & 

Jung IK 2005) 식품선택과 관련된 다양한 영양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대구지역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식품 구입 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영양

표시를 알고는 있지만 구입 시 확인하는 비율은 낮은 것

으로 조사되어(Kim JM 등 2014) 학부모 대상 교육의 병

행으로 가정에서의 건강한 식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과 학부

모의 품질인증 제품 소비 행동

(1)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의 품

질인증 제품 소비행동

교육 유무에 따른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의 어린이 품

질인증 기호식품 소비행동은 Table 7과 같다. 조사한 7개

의 항목 모두 어린이 기호식품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

험이 있는 응답자가 높은 점수를 보여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없는 응답자와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 보

육 교직원들의 영양 및 위생 교육 경험에 따라 관련 지식 

점수에 차이가 있고 이는 어린이 교육에도 직결되는 것

으로 조사된 바(Lee HJ 2015) 어린이 보육시설 운영을 책

임지는 원장에 대한 관련 교육은 반드시 체계적이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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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utrition edcation experience

t-valueYes

(n=20)

No

(n=124)

Total

(n=144)

I use quality certified foods.
1)

2.65±0.49
1)

2.54±0.50 2.56±0.50 -0.91

I teach children to buy quality certified foods. 2.70±0.47 2.58±0.60 2.60±0.58 -0.85

I teach children about quality certified mark for children's preferred foods. 3.60±0.75 2.83±0.94 2.94±0.96 -3.47
**

I check quality certified on children's preferred foods. 4.00±0.65 3.61±0.91 3.67±0.88 -1.83

I am interested in buying quality certified foods. 4.40±0.50 4.39±0.66 4.39±0.64 -0.08

I would like to buy quality certified foods. 4.20±0.77 4.35±0.70 4.33±0.71 -0.91

I check labeling on the foods. 4.00±0.65 3.65±0.94 3.69±0.91 -1.63

1) 
Mean±SD, Likert 5 point scale : 1-never / 5-very much.

**
p<0.01.

Table 8. Parents' consumption behaviors by nutrition education experience 

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학부모의 품질인증 제품 소

비행동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학부모들의 소비행동은 Table 8

과 같다. 어린이 기호식품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 본 경험

이 있는 학부모의 비율은 13.9%로 낮은 수치였지만 조사

한 7개 중 6개의 문항에서 교육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점

수가 높았고, 이 중 ‘어린이에게 품질인증 마크에 대한 

교육을 한다’의 문항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1). 

Park SY & Lee YM(2017)은 가정에서의 올바른 식생활 

지도가 매우 중요하여 어머니의 식생활 지도 빈도가 높

은 자녀의 영양지수평가가 높아 부모교육의 기회가 증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중학생 자녀와 어머니의 영

양지식이 중학생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Lee JS 

등 2011)에서도 어머니를 위한 전문적인 영양교육 체계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Pyun JS & Lee KH(2010)의 미취

학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어머니의 영

양지식과 유아기 자녀의 비만도 연구(Kim JW 등 2008)

에서도 어머니와 유아의 식생활은 상관성이 있고 어머니

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어린

이의 영양교육은 어린이 보육시설과 학부모들 간의 연계

된 영양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제천지역 미취학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들과 

학부모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에 대한 인식과 소비 

행동 조사로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교육내용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총 243명

으로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 99명(40.7%), 학부모 144명

(59.3%)이었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관련된 교육 경험은 

원장의 61.6%, 학부모의 86.1%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

였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포함하여 식생활의 안전에 대하

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3.7%로 가장 높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

는 기회가 있다고 사료되며 학부모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정보를 취득한다는 비율이 47.2%로 가장 높아 체계

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 기호

식품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인식 정도는 대부분 문항에

서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들과 학부모의 인식 간에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고 학부모의 인지 점수가 낮은 문항들

이 많았다. 학부모의 인지 점수가 높았던 두 문항은 식품 

안전 기준과 영양소 강화에 관한 문항이었고(각 p<0.001), 

제도와 품질인증 제품의 특성 인식에 대하여는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들의 인식이 높았다. 보육시설 원장과 학부

모 모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에

서 인식 정도가 높았는데, 품질인증 제도의 인지(p<0.05), 

품질인증 제도의 국가 관리(p<0.05), 어린이 기호식품 조

리판매업소의 전담관리원 제도(p<0.05), 식품안전 보호구

역의 판매제한(p<0.001) 등의 문항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

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어린이 기호식품 선택 시 첨가물 

표시, 판매업소의 위생수준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

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의 소비 행동 조사

에서 어린이 품질인증 식품의 구매 의지는 학부모가 원

장들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원장들과 학

부모간의 행동에 차이를 보였으며 구매 시 품질인증마크

의 확인, 품질인증 식품에 대한 관심, 구매 시 표시사항 

확인에 대한 문항들은 두 그룹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다. 기호식품 품질인증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높은 행동점수를 나타냈다. 본 연

구 결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아직 홍보가 부족

한 것으로 판단되며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이나 학부모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 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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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에 대한 인식 및 긍정적인 소

비 행동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어린이 섭식의 영양과 위생 측면에서 국가에

서 특별법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육이나 홍보의 미비로 아직 인식이 부족한 편으로 생

각된다.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들도 

종류가 제한적이고 어린이 단체급식에서는 가격과 다양

성을 이유로 선택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제품의 

다양화와 영양교육을 포함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은 식습관의 

교정 기회를 제공하며 성장 후의 건강까지 관련이 있으

므로 어린이의 식생활을 포함한 생활지도를 주관하는 어

린이 보육시설 원장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원장 본인의 정확한 교육내용의 

학습 및 인지가 필요하다. 또한 대중매체 외의 적절한 영

양교육의 기회가 없는 학부모들에게 보육시설과 연계하

여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녀의 영양교육에 효율적인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시

행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적극적 홍보와 더불

어 어린이의 효율적인 영양교육을 위해서는 보육시설과 

학부모들 간의 연계된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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