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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ldren’s exposure to various vegetables has been associated with higher preferences and intake of 
vegetables. Attractive names have been reported to increase children’s vegetable intake in school lunches.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the number of vegetables identified correctly may be used as a measure of exposure 
to vegetables. The survey was administered to students (n=368) at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Gyeonggi-do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of number of vegetables identified correctly with factors regarding 
vegetable intakes and effects of descriptive menu names on consumption intentions in school lunches. Students 
were asked to identify the correct names for nine vegetables and rate their desire to eat six vegetable dishes 
labeled with general names and two different descriptive names. Descriptive menu names did not consistently 
increase subjects’ desire to eat vegetables compared to general menu labels. Children who ate two vegetable 
dishes and more per meal tended to identify the names of more vegetables than those who ate less, without 
reaching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7). Moreover, 5th graders who answered that they ate more than two 
vegetable dishes each meal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identifying vegetable names than those who did 
rarely (P＜0.05).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number of correctly identified vegetable 
names and children's vegetable preferences and frequency of being served vegetable dishes. Mother's vegetable 
preferenc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with vegetable preferences of children (r=0.147, P＜0.01) 
and fathers (r=0.340, P＜0.01) as well as the number of correctly identified vegetables by children (r=0.183, 
P＜0.01).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not support the advantage of descriptive menu labels over general 
menu labels. However, it suggests that the number of correctly identified vegetable names could serve as a 
measure of children’s exposure to vegetables associated with factors regarding vegetable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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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 국민의 만성질환 중 당뇨병의 유병률은 2005년 
남녀 각각 10.5%와 7.6%에서 2016년에는 각각 12.9%
와 9.6%로 증가하였고,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유병률

은 같은 기간 남녀 각각 8.4%와 7.3%에서 각각 20.2%
와 19.3%로 증가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8b). 학
생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ㆍ

중ㆍ고등학생들의 비만율은 2012년 14.7%, 2014년 

15.0%, 2016년 16.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2018). 이러한 현재 학생 비만

율과 미래 성인기 만성질환 이환율의 증가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채소 섭취를 증가시

키는 것이 유리하다(Johnson 2016).
2015년 개정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6∼11세 

권장 식단에서는 하루 6회 채소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에서 일주일간 김치를 제외한 채소 섭취 

횟수를 ‘먹지 않음’, ‘1∼2번’, ‘3∼5번’, ‘매일 먹음’ 
중에 선택하게 하였을 때, 매일 채소 섭취율은 

30.7%로 나타나(Ministry of Education 2018) 채소 섭

취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13년 1일 채소 섭취량은 6∼11세 아동의 경우 157.6 g
이고, 12∼18세 청소년의 경우 214.2 g에 비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8a) 2016년에는 각각 148.3 g, 
195.9 g으로 감소하였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8b). 

미국 아동의 25∼30%가 하루에 채소를 전혀 섭취

하지 않으며, 미취학 유아가 전형적으로 섭취하는 채

소에는 짙푸른 채소가 포함되지 않아(Fox 등 2010) 
채소 섭취 및 기호도 증진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

다. 그중에서도 채소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키는 전략

은 학동기의 채소 기호도 및 섭취량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정립되어 있다. 텃밭 가꾸기(Morris & Zidenberg- 
Cherr 2002; Hermann 등 2006; McAleese & Rankin 

2007; Heim 등 2009), 채소를 이용한 놀이(Heath 등 

2014; Coulthard & Sealy 2017) 등이 그 방법들이다. 
직ㆍ간접적으로 채소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노출

이 아동기의 채소 기호도와 섭취량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채소에 대한 노출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가 발굴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으

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잘 모르는 채소의 개수’가 

채소에 대한 노출의 척도일 가능성을 보고한 연구

(Song & Lee 2013)가 있고, 국외에서는 부모의 채소 

구매 영수증이 자녀의 채소명 맞히기와 맛보려는 

의도와 관련된다는 보고(Busick 등 2008)가 있다. 이
에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이 채소에 대한 노출의 또 

다른 척도로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초등학생의 

채소 관련 식습관 및 기호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

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교급식에서 잔반을 줄이는 것은 영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도 필요하

므로 피급식자의 섭취 의사는 지속적으로 조사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친환경 라벨이 구매태도에 미치는 

영향(Gulbrandsen 2006)이나 레스토랑의 일반 메뉴 

레이블에 비해 설명형 메뉴 레이블이 소비자의 구

매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Chong 
등 2010; Sim 2015)에서는 학교급식에서 설명형 메

뉴명을 사용함으로써 기호도가 낮은 채소 반찬에 

대한 학생들의 섭취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음식에 대한 기대를 통해 섭취 의사를 높이고 효

율적인 음식을 선택하기 위해 학교급식에서 매력적

인 메뉴명으로 채소 섭취 증가를 보여준 선행연구

에서는 메뉴명을 ‘오늘의 음식’으로 했을 때보다 ‘X-
레이 시력 당근’으로 했을 때 초등학생의 당근 섭취

량이 2배로 증가했다(Wansink 등 2012). 국내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서 메뉴명이 일반형과 설

명형이었을 때를 비교해보면 설명형이었을 때 섭취 

의사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Kim 2010)가 있으나 연

구에 포함된 채소가 단 1가지여서 다양한 채소 반

찬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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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gender, grade 
and factors regarding vegetable intake.

Variables　 Statistics
Gender  Boys  200 (54.3)1)

 Girls  168 (45.7)
Grade  3rd   74 (20.1)

 4th   95 (25.8)
 5th   98 (26.6)
 6th  101 (27.5)

Number of vegetables dishes served  ≥2/per meal  306 (84.1)
 1/per meal   48 (13.2)
 Rarely   10 ( 2.7)
 Total 3642)

Number of vegetables dishes eaten  ≥2/per meal  240 (66.5)
 1/per meal   82 (22.7)
 Rarely   39 (10.8)
 Total 3612)

Vegetable preference  Student  3.46±1.123)

 Father  4.26±0.94
 Mother  4.50±0.72

1) N(%)
2) Non-respondents were excluded
3) Mean±SD, Dislike a lot=1, dislike=2, average=3, like=4, like a 

lot=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채소

명 맞히기 정답률을 조사하여 채소 섭취 관련 식습

관을 통해 채소의 노출에 대한 측정의 도구로써 가

능성을 확인하고, 설명형 메뉴명일 때의 채소 섭취 

의사 정도를 일반명일 때와 비교하여 학교급식에서 

초등학생들의 채소 섭취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경기도 양주지역 1개 초등학교 3∼6학
년 대상으로 2014년 7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배부한 380부 중에서 불완전하게 응답한 12부를 제

외한 368부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대진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의 승인(21040656AN01-2014-04)을 받아 진행하였다.

2. 설문지 조사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사항, 채소 반찬 섭취 관련 

사항, 일반 메뉴명과 설명형 메뉴명의 채소 섭취 의

사 비교,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로 구성하여 조사하

였다(Kim 2015). 
일반사항은 성별, 학년을 조사하였고, 채소 반찬 

섭취 관련 사항은 가정에서 제공되는 채소 반찬 제

공 빈도 및 평소 채소 반찬 섭취 빈도, 학생, 부모 

각각의 채소 반찬 기호도를 조사하였다. 채소 반찬

의 제공 빈도와 섭취 빈도는 한국인 식사구성안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의 6∼11세 권

장식단에서 1일 채소섭취 횟수인 남아 7회, 여아 6
회를 근거로 매끼 김치를 제외한 ‘2가지 이상’, ‘1가
지’, ‘거의 안 먹음’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채소 

반찬 기호도는 ‘전혀 좋아하지 않음’, ‘좋아하지 않

음’, ‘보통’, ‘좋아함’, ‘매우 좋아함’을 각각 1점, 2점, 

3점, 4점, 5점을 부여하였다.
일반 메뉴명과 설명형 메뉴명의 섭취 의사 비교는 

Kim(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현직 영양사 10명이 토

의하여 결정하였다. 콩나물무침, 오이무침, 시금치무

침, 참나물무침, 연근조림, 배추된장국 6가지 채소 

반찬의 일반 메뉴명과 감각 및 효능 관련 설명형 메

뉴명에 대한 섭취 의사를 ‘전혀 먹고 싶지 않음’, 
‘먹고 싶지 않음’, ‘보통’, ‘먹고 싶음’, ‘매우 먹고 싶

음’을 각각 1점, 2점, 3점, 4점, 5점을 부여하였다.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은 연구자가 영양사로 근무

하는 학교급식 식단에 자주 사용하는 9가지 채소를 

선정하여 각 사진에 대해 보기의 16가지 이름 중에

서 선택하게 하여 맞춘 개수를 백분율로 점수를 제

시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 Chicago, USA)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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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est score of identifying vegetable names according to grad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a,b,ab,bc,c means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ure 1. Test score of identifying vegetable names according 
to gender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P＜0.05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의 군간 차이의 유의성은 성

별의 경우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고(P＜0.05), 
학년의 경우 일원배치 분산분석 후 P＜0.05일 때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일반 메뉴

명과 식감ㆍ향미 및 효능 관련 설명형 메뉴명 간의 

섭취 의사 비교는 대응표본 T-검정(t-test)으로 분석하

였다(P＜0.05).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 학생 및 부모 

각각의 채소 반찬 기호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P＜0.05).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 채소 반찬 기호도, 제공 및 

섭취 빈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 채소 반찬의 기호도, 제공 및 

섭취 빈도는 Table 1과 같다. 남학생은 200명(54.3%), 
여학생은 168명(45.7%)이었고, 3학년, 4학년, 5학년, 6학
년은 각각 20.1%, 25.8%, 26.6%, 27.5%였다. 가정에서 제

공되는 끼니당 채소 반찬 빈도(김치 제외)는 ‘2가지 이

상’으로 응답한 경우는 84.1%, ‘1가지’는 13.2%, ‘거의 

없음’은 2.7%로 나타났다. 끼니당 김치를 제외한 채소 

반찬의 섭취 빈도는 ‘2가지 이상’이 66.5%이었고, ‘1가
지’, ‘거의 안 먹음’은 각각 22.7%와 10.8%의 순으로 나

타났다. 평균 채소 반찬 기호도는 학생이 3.46이었고, 아
버지와 어머니의 경우 각각 4.26과 4.5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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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est scores of identifying vegetable names accord-
ing to number of vegetable dishes eaten by children. 
a,ab,b means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3. Correlation between test score of identifying vegetable names and vegetable preferences of children and their parents.

Variables Score Children’s preference Fathers’ preference Mothers’ preference

Score 1 0.077 0.100 0.183**1)

Children's preference 0.077 1 0.083 0.147**

Fathers’ preference 0.100 0.083 1 0.340**

Mothers’ preference 0.183** 0.147** 0.340** 1
1)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P＜0.01

Table 2. Test scores of identifying vegetable names according 
to number of vegetable dishes served and eate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Variables 1/meal and less 2/meal and more P-value

Number of vegetable 
dishes eaten

74.6±18.11) 78.4±17.8 0.0572)

Number of vegetable 
dishes served

74.5±19.6 77.9±17.4 0.192

1) Score in identifying vegetable names (%, Mean±SD)
2) Analyzed by independent sample t-test

2.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

성별 및 학년별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은 각각 Fig. 1
과 Fig. 2와 같다. 남학생의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은 

브로콜리의 경우 98.1%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

고, 참나물은 31.2%로 가장 낮은 정답률이 나타났다. 
여학생의 정답률은 도라지의 경우 88.1%로 남학생

의 76.0%보다 높았고(P＜0.05), 9가지 채소 평균 정

답률도 여학생이 79.5%로 남학생의 75.1%보다 높았

다(P＜0.05). 
학년별로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은 도라지의 경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각각 

66.2%, 77.9%, 87.8%, 90.1%로 5학년, 6학년이 3학년보

다 높았고(P＜0.05), 숙주나물의 경우 각각 58.1%, 
70.5%, 79.6%, 82.2%로 3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낮았

고, 6학년은 3학년, 4학년보다 높았으며(P＜0.05), 9가
지 채소 맞히기 평균 정답률도 각각 71.2%, 76.2%, 81.0%, 
79.5%로 3학년보다 5학년, 6학년이 높았다(P＜0.05). 

Table 2는 가정에서 채소 반찬 제공 및 섭취 빈도

에 따른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을 비교하였다. 가정

에서 끼니당 채소 반찬의 수가 1가지 이하인 경우 

평균 정답률이 다르지 않았으나 끼니당 섭취하는 

채소 반찬의 수가 2가지 이상으로 답한 경우 평균 

78.4%로, 1가지 이하인 경우 74.6%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다(P=0.057).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은 채소 반찬 제공 빈도에 

따라 남녀 각각과 각 학년에서 다르지 않았고 채소 

반찬 섭취 빈도에 따라서는 남녀 각각과 3학년, 4학
년, 5학년에서 다르지 않았다. Fig. 3과 같이 5학년

의 경우 끼니당 채소 반찬을 2가지 이상 섭취하는 경

우의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은 82.6%로 거의 섭취하지 

않는 경우 71.1%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Table 3은 학생, 어머니 및 아버지의 채소 반찬 

기호도와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은 어머니의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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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llingness to eat vegeta-
ble dishes from school lunch between general and 
descriptive name. 

Menu names Willingness 
to eat t P-value

Bean sprout muchim 3.98±1.141) 3.404 0.001**2)

Crispy bean sprout muchim 3.84±1.23

Bean sprout muchim 3.98±1.14 4.024 0.000***

IQ-up bean sprout muchim 3.83±1.15

Cucumber salad 3.50±1.28 –1.126 0.261

Sweet-n-sour cucumber salad 3.55±1.27

Cucumber salad 3.51±1.29 3.569 0.000***

Better-than-flower cucumber salad 3.38±1.34

Spinach muchim 3.64±1.25 –1.649 0.100

Gosohan Spinach muchim 3.70±1.23

Spinach muchim 3.64±1.25 1.550 0.122

Energizer Spinach muchim 3.58±1.30

Chamnamul muchim 3.37±1.29 –1.600 0.110

Smell-good chamnamul muchim 3.30±1.281)

Chamnamul muchim 3.37±1.30 0.836 0.404

Eye-zoa chamnamul muchim 3.40±1.34

Lotus root jorim 3.31±1.34 0.771 0.441

Crispy lotus root jorim 3.28±1.32

Lotus root jorim 3.31±1.35 0.000 1.000

Good-bye anemia Lotus root jorim 3.31±1.34

Baechuguk 3.28±1.32 –2.121 0.035*

Gusuhan Baechuguk 3.36±1.32

Baechuguk 3.27±1.32 –2.753 0.006**

Gamgi-dduk Baechuguk 3.39±1.38
1) Mean±SD, never willing to eat=1, not willing to eat=2, 

average=3, willing to eat=4, willing to eat a lot=5
2) Analyzed by paired sample t-test 
*P＜0.05, **P＜0.01, ***P＜0.001

반찬 기호도와 정적인 상관관계(r=0.183, P＜0.01)가 

나타났으나 학생이나 아버지의 채소 반찬 기호도와

는 무관하였다. 어머니의 채소 반찬 기호도는 학생

(r=0.147, P＜0.01)이나 아버지(r=0.340, P＜0.01)의 채소 
반찬 기호도와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3. 일반 메뉴명과 설명형 메뉴명의 채소 섭취 의사 비교

일반 메뉴명과 설명형 메뉴명 간의 채소 섭취 의사 

비교는 Table 4와 같이 일관적이지 않았다. ‘배춧국

(3.28±1.32)’에 비해 ‘구수한 배춧국(3.36±1.32)’이나 

‘감기 뚝 배춧국(3.39±1.38)’의 섭취 의사가 높아(각각 

P＜0.05, P＜0.01), 일반 메뉴명에 비해 설명형 메뉴명

의 섭취 의사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한편, ‘콩나물무

침(3.98±1.14)’에 비해 ‘아삭한 콩나물무침(3.84±1.23)’
이나 ‘아이큐 쑥 콩나물무침(3.83±1.15)’, ‘오이무침(3.51± 
1.29)’에 비해 ‘꽃보다 오이무침(3.38±1.34)’의 섭취 의

사는 낮았으며(각각 P＜0.01, P＜0.001, P＜0.001) 조사

한 다른 채소 메뉴의 섭취 의사는 메뉴명에 따라 유

의적이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의 두 가지 가설 중의 하나인 채소명 맞

히기 정답률이 채소에 대한 노출의 정도를 측정하

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 여부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은 

끼니당 채소 반찬 제공 빈도에 따라 다르지 않았고 

학생의 채소 반찬 기호도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채소 섭취 빈도가 끼니당 2가지 이상으로 

높은 경우가 섭취 빈도가 낮은 학생에 비해 정답률

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P=0.057), 5학년에서는 채소 

반찬을 끼니당 2가지 이상 섭취하는 경우가 거의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유의적으로 정답률이 

높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조사대

상자를 포함하는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의 유용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채소 반찬을 끼니당 

‘2가지 이상’과 ‘1가지’ 섭취한다고 답한 비율이 각

각 66.5%와 22.7%로 나타나 89.2%가 매일 채소를 

섭취하므로 교육부의 2016년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

(Ministry of Education 2018) 결과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값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 조사에서 섭취 빈도

를 조사하는 기간이 ‘매끼’ 기준인 반면, 학생건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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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표본조사에서는 ‘1주일’로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급식을 먹는 학생들이 채소를 1주일 간 매일 

섭취한다고 답한 비율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

생이 각각 30.7%, 28.0%, 22.6%에 지나지 않았고, 동
일 문진표로 조사한 매일 과일 섭취율이 각각 

37.9%, 31.9%, 20.9%보다 낮은 것도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채소 노출에 대한 측정 도구 발굴에 대한 선행연

구가 활발하지 않은 시점에서 Busick 등(2008)은 채

소 구매 영수증의 이용 가능성을 시도하였다. 부모

의 1개월간 채소 구매 영수증을 수집하여 아동 면

담, 부모 면담, 채소ㆍ과일 맛 테스트를 실시한 결

과 아동이 제공된 10가지 채소ㆍ과일의 이름을 맞

추는 능력과 섭취 의사가 높은 것은 부모가 채소ㆍ

과일을 많이 구매할수록 채소에 대한 노출을 증가

시켜 자녀의 섭취의사를 높인다고 주장하였다(Busick 
등 2008). 또 다른 채소 노출의 측정도구로 ‘모르는 

채소의 개수’를 조사한 연구도 있다(Song & Lee 
2013). 64가지 채소의 기호도를 조사하는 설문지에서 

‘모르는 채소’라고 표시한 채소의 개수가 14개 미만

이었던 군에 비해 30개 이상이었던 군은 생채와 볶

음 채소 메뉴에 대한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낮음을 

보고하고 다양한 채소의 이름을 많이 아는 것이 잠

재적으로 긍정적 식습관과 관련됨을 제시하였다. 채
소의 제공 빈도 정도에 따라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

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결과는 

같은 내용을 조사한 보고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

지만, 인지가 높은 채소는 기호도가 높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호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인천지역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연구(Kim 등 2015)와 비교된

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3∼6학년의 채소 섭취와 기

호도를 조사하였는데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채소 기

호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시작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유기인 5개
월령에 매우 다양한 채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자라

면서(6세) 새로운 채소를 더 많이 수용하고 또 더 

많이 섭취하였다(Maier-Nöth 등 2016). 더 나아가 이

유기 이전 시기에 조제분유보다 모유를 먹고 자란 

경우, 모유를 통해 어머니가 섭취한 채소의 향미가 

아기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자라면서 접하게 되는 

낯선 채소를 더 잘 받아들인다는 연구도 있다(Maier- 
Nöth 등 2016). 

Fletcher 등(2017)도 30개월령이라는 이른 시기에 

좋아한 채소의 개수는 7세가 되었을 때 채소 섭취

량의 유일한 독립적 예측인자라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새로운 식품을 받아들이게 하고 긍정적인 식

품 기호도를 가지게 하는데 8∼10회 노출이 필요하

다는 이론이 있는데 만약 이것을 24개월에 시작할 

경우 필요한 노출 반복 횟수가 단 5회로 감소된다

는 것도 채소에 대한 노출의 시기가 빠를수록 좋음

을 뒷받침한다(Caton 등 2013; Johnson 2016).
본 연구의 결과 중 선행연구의 결과와 가장 비교

되는 것은 설명형 메뉴명이 피급식자의 섭취 의사

에 미치는 영향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010)의 연구에서는 8가지 식품류의 각 메뉴

에 대해 3가지 설명형 메뉴명을 붙였을 때 모든 메

뉴에서 섭취 의사에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 영양ㆍ건강 관련 정보 메뉴명이 가장 높았

고, 감각적 표시 메뉴명, 우수식재료 표시 메뉴명, 
일반 메뉴명 순으로 뒤를 이은데 반해, 본 연구에서

는 유의적으로 증가한 메뉴(구수한 배춧국, 감기뚝 

배춧국)도 있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

히려 감소된 메뉴(아삭한 콩나물무침, 아이큐 쑥 콩

나물무침, 꽃보다 오이무침)도 있었다. 2가지 연구의 

설계가 다른 점 중 하나는 섭취 의사를 6가지 채소 

반찬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본 연구와 달리 

Kim(2010)의 연구에서는 1가지 채소 메뉴에 대해 7
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
6학년 학생이라는 동일 연령대를 대상으로 공통적

으로 조사된 ‘오이무침’과 ‘새콤달콤 오이무침’이 각

각 3.50과 3.55로 비슷한데 비해, Kim(2010)의 연구

에서는 각각 3.85와 4.33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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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2가지 연구에서 동일한 연령

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두 메뉴명에 대한 섭취 의

사를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Kim(2010)의 연구에서는 설명형 메뉴명을 다양하

게 활용하여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고 

학교급식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도 있지만, 
효능에 대한 기대감 과다로 실망감을 유발할 가능

성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메뉴 레이블은 레스토랑에서 고를 수 있는 음식

의 일람에 각 음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언어로 

정의되는데(Chong 등 2010), 한식 메뉴에서 설명형 

메뉴 레이블의 고객 태도, 구매 의도, 구매 가용액

에 대한 연구(Sim 2015)에서 일반형 레이블에 비해 

지리적, 감각적, 정서적 설명형 레이블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P＜0.05) 복잡하게 쓰인 혼합형 메

뉴 레이블은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며 

혼합형 레이블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뉴에 대한 메

시지의 핵심이 모호해지고 표현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도했던 일부

의 설명형 메뉴명, 특히 효능 관련 설명형은 초등학

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영양적 

지식을 필요로 할 수 있으므로 설명형 메뉴명이 초

등학생의 채소 섭취 의사 증가에 효과를 거두지 못

한 점에 대한 부분적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결과 중에 두드러지는 것은 초등학생이 인

지하는 어머니의 채소 반찬 기호도가 높을수록 학생 

및 아버지의 채소 반찬 기호도뿐만 아니라 자녀의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이 높은 것과 관련된다는 것

이다. 부모의 모델링이 자녀의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이 다수 보고된 연구에서 Wadhera 등(2015)은 670명
의 대학생에서 부모의 모델링이 현재 식품 기호도

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부모가 제한

했거나 강요했던 식품에 대한 회상은 현재 기호도

와 음(–)의 상관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아동기 식행동

에 대한 인지된 기억은 부모와 일치함을 제시하였

다. Holley 등(2015)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14일간 자

녀가 싫어하는 채소를 제공하였을 때 보상과 반복 

노출뿐만 아니라 부모가 모델링을 한 경우 자녀의 

채소 기호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보고하였다. 강원도 

초등학생 대상으로 어머니와 초등학생의 채소 기호

도 간의 일치 정도를 조사한 Kim 등(2015)의 연구에

서는 부추를 제외한 모든 채소류 기호도가 유의적 

정(＋)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고, 서울특별시와 구미

시 초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Kim & Kim(2012)은 해

조류에서 일치 정도가 가장 높은 반면, 양파, 파, 미
나리, 갓김치는 낮았다고 보고하면서 편식을 줄이는 

시도로써 학교급식 식단에 의도적으로 포함시킬 채

소로 섭식 경험이 적은 채소류와 기호도가 낮은 향

신 채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단면적 연구로써 적은 수의 초등학생

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

렵다. 또한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의 채소명 맞

히기 정답률이 일부 학년의 채소 반찬 섭취 빈도와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채소 반찬 제공 빈도나 채소 

기호도와 상관관계가 있다거나 설명형 메뉴명이 학

교급식 채소 섭취 의사를 증가시킨다는 명확한 근

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이 채소 반찬을 좋아하고 채소명을 잘 알아맞히는 

데는 어머니의 채소 반찬 기호도가 중요함을 재확

인할 수 있었다.

요약 및 결론

학교급식에서 설명형 메뉴명이 초등학생의 채소 

반찬 섭취 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채소명 맞히기 정

답률이 이들의 채소 섭취 관련 요인들과 상관관계

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 양주지역 1개교 

초등학생(남학생 200명, 여학생 1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김치를 제외한 끼니당 채소 반찬의 제공 빈도는 

2가지 이상 84.1%, 1가지가 13.2%이고, 끼니당 채

소 반찬의 섭취 빈도는 2가지 이상이 66.5%,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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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2.7%였다. 채소 반찬 기호도는 학생 3.46±1.12, 
아버지 4.26±0.94, 어머니 4.50±0.72였다.

2.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은 브로콜리가 98.1%로 가

장 높았고, 참나물이 31.2%로 가장 낮았는데, 여

학생은 도라지(P＜0.05)와 평균 정답률(P＜0.05)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았는데 

도라지, 숙주나물, 평균 정답률의 차이는 유의적

이었다(각각 P＜0.05). 
3.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은 채소 반찬 제공 빈도에 

따라 다르지 않았으나 평소 끼니당 채소 반찬을 

2가지 이상 섭취하는 경우가 평균 78.4%로 1가지 

이하로 덜 자주 섭취하는 경우의 74.6%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고(P=0.057), 5학년에서 끼니당 채소 

반찬을 2가지 이상 섭취하는 경우가 82.6%로 거

의 섭취하지 않는 경우의 71.1%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4.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은 학생의 채소 반찬 기호

도, 아버지의 채소 반찬 기호도 및 채소 반찬 제

공 빈도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어머니의 채소 반찬 

기호도는 학생(r=0.147, P＜0.01) 및 아버지(r=0.340, 
P＜0.01)의 채소 반찬 기호도, 학생의 채소명 맞히

기 정답률(r=0.183, P＜0.01)과 유의적인 정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
5. 식감ㆍ향미 관련 설명형 메뉴명과 효능 관련 설

명형 메뉴명은 일반 메뉴명에 비해 조사대상자의 

섭취 의사를 증가 혹은 감소시켜(각각 P＜0.05, 
P＜0.01, P＜0.001) 일관적이지 않았다.

연구결과는 일반 메뉴명에 비해 설명형 메뉴명이 

초등학생에서 채소 반찬 섭취 의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설과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이 초등학생의 

채소 기호도와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그
러나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이 최소한 한 학년에서

는 끼니당 채소 반찬 섭취 개수와 관련됨을 제시함

으로써 채소 노출에 대한 측정도구로써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을 채소에 

대한 노출 측정의 도구로써 사용할 수 있는지 제시

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초등학생의 채소 기호도와 

채소명 맞히기 정답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머

니의 채소 관련 영양교육이 시급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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