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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food allergy knowledge and management of the 

teachers and operators of child care facilities in the Daejeon Area. Surveys of 262 teachers and 50 operators 

of child care facilities in Dong-gu and Jung-gu in Daejeon were conducted. The prevalence of food allergies 

was found to be 3.6% (102 children). The average score of teachers in the anaphylaxis knowledge survey 

was 0.18±0.22. Additionally, the needs for food allergy education among teachers and operators was 88.2% 

and 98%, respectively. The survey revealed that all child care facilities in this study provide food service me-

nus to parents, but only 14 facilities (28%) provided alternative food to children with food allergies, and 

some of these 14 facilities did not provide adequate alternatives. To ensure the safety and healthy growth of 

children with food allergi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food allergy education to teachers and operators, as 

well as to establish safe food service and allergy management systems in all child c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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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알레르기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무

해하고 이상이 없는 식품 또는 식품성분이 신체의 

면역체계와 관련된 이상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입술, 

입, 목의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을 시작으로 하는 증

상이 나타난다. 피부, 호흡기, 소화기, 순환기 등의 

기관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며, 급성전신성반

응(아나필락시스, anaphylaxis)과 같은 치명적인 증상

의 경우 빠른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

에 위협이 될 수 있다(Simons 2009; Sicherer & 

Sampson 2010).

미국에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8세 미만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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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를 대상으로 수행된 식품알레르기 유병률 조사

에 따르면 1997년 3.3%, 1999년 3.2%, 2001년 3.5%, 

2003년 3.6%, 2005년 4.0%, 2007년 3.9%로 식품알레

르기의 유병률 수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었으며(Branum & Lukacs 2009),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에서 18세 미만 어린이 38,465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연구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6.2∼

9.8%의 유병률을 나타내었다(Gupta 등 2012). 2014년 

포루투갈에서 0∼6세 어린이 1,217명을 대상으로 이

루어진 조사에서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은 5.7%로 보

고되었으며, 심각한 식품알레르기를 보유한 어린이

가 있는 시설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영유아를 대

상으로 한 식품알레르기의 유병률과 그 원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Gaspar-Marques 등 2014).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초등학생 식품알레

르기 진단 유병률은 1995년 4.6%, 2000년 5.2%, 2005년 

6.4%, 2008년 5.5%, 2012년 6.6%로 나타나 지난 20여 

년간 국내 식품알레르기 진단 유병률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Kim 등 2016). 최근 선행연구에서 식품

알레르기 보유 아동이 1명 이상 있는 영유아 보육

시설을 조사한 결과, Cho & Kim(2015)의 연구에서

는 하남시 보육시설 106개소 중 48개소(45.3%)였으

며, 재원하고 있는 식품알레르기 보유 아동이 71명

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Kim & Kim(2017)의 연구에

서는 서울과 경기지역 보육시설 137개소 중 67개소

(48.9%)에 식품알레르기 보유 아동이 151명 재원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어린이집 이용자 통계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집단보육

시설 이용이 늘어나면서 영유아의 집단급식이 일반

화되고 있다(Seo 등 2011). 가정 다음으로 식당이나 

학교, 보육시설과 같은 집단 이용시설에서 식품알레

르기와 급성전신성반응(아나필락시스)의 증상 발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Imamura 등 2008), 집단급

식이 이루어지는 보육시설에서 식품알레르기를 보

유한 어린이들은 스스로 상황 대처를 할 수 없어 

식품알레르기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

에 영유아 보육시설의 식품알레르기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Seo 등 2011).

식품알레르기가 발생한 경우, 원인이 되는 식품의 

섭취 제한을 시행하는데 있어 급성장기인 영유아에

게 영양학적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식품의 

적절한 제공과 다양한 메뉴 개발을 통해 맞춤형 영

양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Park 등 2012; Giovannini 

등 2014). 서울과 경기지역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Kim & Kim(2017)의 연구에서 대체식품을 사용하

는 곳은 43개소 중 6개소(14%)로 그 비율이 매우 낮

았다. 또한 서울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Seo 등

(2011)의 연구에 의하면 식품알레르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는 357명 중 145명(40.6%)에 

불과하였으며, 보육시설에서의 식품알레르기 발생 

위험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고, 대체식품 관리 역

시 미흡한 시설이 많았다. 식품알레르기를 보유한 

어린이의 안전한 영양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식품알레르기 예방과 위급상황 대처를 위한 추가 

연구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Seo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만 1∼5세 영유아의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을 파악하기 위해 보육시설의 각 반 담임교

사를 통해 반 전체 인원에 대한 영유아 식품알레르

기 유병률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사와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식품알레르기 교육 현황과 요구

도, 교사들의 급성전신성반응(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 

보육시설 내 종사자의 식품알레르기 교육 실태 및 

요구도를 파악하고 대체식품 제공 실시율과 제공의 

적절성,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식품알레르

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영유아 맞춤형 영

양관리 자료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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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시설로 동구와 중구에 소재한 100인 미만 영유

아 보육시설, 어린이집 5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

시하였다. 본 설문은 시설 운영자인 원장 42명과 원

감 8명, 만 1∼5세반 담임교사 262명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응답자인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만 1∼5세 

원아수는 총 2,863명이었다. 조사기간은 2014년 8월 

12일부터 9월 7일까지로,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

를 구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대학

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진행되었다

(IRB-201408-SB-038_01).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원아의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 및 현황, 보유 원아의 문제점 인식

정도, 식품알레르기 및 급성전신성반응(아나필락시스) 

관련 지식 및 인지도, 식품알레르기 관리 및 교육 

현황, 대체식품 제공 실시 현황 등이었다. 설문항목 

작성을 위해 기존 선행연구(Gupta 등 2009; Gupata 

등 2010; Ercan 등 2012; Kim 등 2013)를 참고하여 

설문지를 만들고, 예비설문을 실시한 후 수정 보완하

여 본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

문의 일반사항으로는 성별, 연령, 근무연수, 학력을 

조사하였으며 영유아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은 교사

가 담당하고 있는 원아의 총인원과 식품알레르기를 

보유한 인원을 파악하였다. 영유아의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 조사는 서술형으로 식품알레르기 보유 원

아에게 증상을 유발시키는 식품을 직접 기술하도록 

하였다. 식품알레르기 보유 원아의 문제점 인식정도 

조사는 5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법(5점: 매우 그렇

다, 4점: 그렇다, 3점: 보통이다, 2점: 아니다, 1점: 전

혀 아니다)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급성전신성

반응(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지식수준 조사 질문은 

‘예’, ‘아니오’, ‘모른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으

며,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른다는 0점으로 처리하였

다. 교사 및 운영자의 교육내용 요구도 조사는 3점 

척도(3점: 최우선, 2점: 우선, 1점: 보통)로 직접 서술

하는 기타 의견을 포함한 6개의 보기를 제시하고 

우선순위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운영자를 대

상으로 한 설문의 일반사항으로는 성별, 연령, 직위, 

운영경력을 조사하였다. 식품알레르기 예방조치 조

사 6개의 문항 중 5개 문항은 실행 여부를 묻는 질

문으로 ‘예’, ‘아니오’로 답하도록 하였으며, 1개 문

항은 식품알레르기를 보유한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

공할 때 취하고 있는 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4가지 

보기를 제시하고 실행하고 있는 보기를 모두 선택

하도록 하였다. 해당 시설에서 대체식품 제공을 실

시하는지 여부와 어려운 점 등을 파악하였고, 대체

식품 실제 제공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표를 만들어 

12종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및 기타 유발 식품 란에 

대체식 실시 여부를 모두 표시하게 하고 당초 제공 

메뉴와 변경 후 대체식품을 직접 기술하게 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Sta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IBM, NY, USA) 통계프로그램 ver21.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과 

영유아 식품알레르기 유병률 및 현황, 정답률과 교

육 요구도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고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

다. 영유아의 연령별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의 차이 

및 교사와 운영자의 교육 요구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χ²검증을 실시하였다. 식품알레르기를 보유한 

원아의 문제점 인식 조사와 교사의 급성전신성반응

(아나필락시스) 지식수준 조사에서 5개 문항 간의 

평균점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 분석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234 | 식품알레르기 인지도 조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Position Characteristics N (%)

Teacher Gender Female 261 ( 99.6)

Male   1 (  0.4)

Age (years) 20∼24  45 ( 17.2)

25∼29  57 ( 21.8)

30∼39  80 ( 30.5)

≥40  80 ( 30.5)

Work experience 
(years)

＜3  95 ( 36.3)

3∼4  62 ( 23.7)

5∼9  78 ( 29.8)

≥10  27 ( 10.3)

Education College 162 ( 61.8)

University  96 ( 36.6)

Graduate   4 (  1.5)

Total 262 (100.0)

Operator Gender Female  48 ( 96.0)

Male   2 (  4.0)

Age (years) 30∼39  11 ( 22.0)

40∼49  24 ( 48.0)

≥50  15 ( 30.0)

Position Assistant director   8 ( 16.0)

Director  42 ( 84.0)

Work experience 
(years)

＜5   8 ( 16.0)

5∼9  11 ( 22.0)

10∼14  19 ( 38.0)

15∼19   6 ( 12.0)

≥20   6 ( 12.0)

Total  50 (100.0)

교사와 운영자의 교육내용 요구도 차이는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성은 α

=0.05에서 검증하였다. 식품알레르기를 보유한 원아

의 문제점 인식 조사 문항과 급성전신성반응(아나필

라시스) 지식수준 조사는 문항 간 신뢰도를 확인하

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에서 운영자 대상 설문은 원장이나 원감 중 

한 사람에게 실시하였으며 식품알레르기 보유 원아

에 대해서는 교사가 답하게 하였고, 시설의 식품알레

르기 관리 실태는 운영자가 답하게 하였다. 어린이집 

한 기관당 원장이나 원감이 한 사람 이상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433부를 배포하여 323부를 회수

하였으며(회수율 74.6%) 그중 정보가 누락된 것을 제

외한 나머지 312부(72.1%)를 최종 연구자료로 사용하

였다. 조사대상자 중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전체 262명 중 여성이 261명(99.6%), 남성이 1명(0.4%)

이었으며, 연령대는 20∼24세가 45명(17.2%), 25∼29세

가 57명(21.8%), 30∼39세가 80명(30.5%), 40세 이상이 

80명(30.5%)으로 30대 이상이 60% 이상이었다. 그러

나 조사대상자의 근무연수는 3년 미만이 95명(36.3%)

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의 학력은 전문대학교 졸업이 

162명(61.8%), 대학교 졸업 이상이 100명(38.1%)이었다. 

조사대상자 중 어린이집 운영자(원장과 원감)는 총 

50명으로 여성이 48명(96.0%), 남성이 2명(4.0%)이었

다. 연령대는 30∼39세가 11명(22.0%), 40∼49세가 24명

(48.0%), 50세 이상이 15명(30.0%)으로 40∼49세 연령

이 가장 많았다. 직위는 원장이 42명(84.0%), 원감이 

8명(16.0%)이었다. 운영경력은 5년 미만이 8명(16.0%), 

5∼9년이 11명(22.0%), 10∼14년이 19명(38.0%), 15~19년

과 20년 이상이 각각 6명(12.0%)으로 10∼14년의 경

력자가 가장 많았다(Table1).

2. 원아의 식품알레르기 유병률 및 현황

조사대상 교사의 반 원아 중 식품알레르기를 보

유하고 있는 원아수를 조사 한 결과, 총인원 2,863명 

중 102명에게 식품알레르기가 있어 유병률은 3.6%

로 나타났다(Table2). 연령별 알레르기 유병률은 1세

가 6.0%, 2세가 4.0%, 3세가 3.2%, 4세가 3.0%, 5세

가 2.7%로 나이가 어릴수록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원아들이 많았지만, 연령에 따른 유병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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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valence of childhood food allergy.

Age (years) Total

Food allergy symptom1) 

χ2-value2)Allergic Non allergic

N (%)

1 349  21 (6.0) 328 (94.0) 8.573)

2 602  24 (4.0) 578 (96.0)

3 788  25 (3.2) 763 (96.8)

4 634  19 (3.0) 615 (97.0)

5 490  13 (2.7) 477 (97.3)

 Total 2,863 102 (3.6) 2,761 (96.4)
1) N(%)
2) by Chi-square test
3)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3. Symptoms of food allergy.

Symptoms1) N (%)2)

Hives & skin rashes  77 (75.5)

Itching  64 (62.7)

Respiratory distress   7 ( 6.9)

Diarrhea, vomiting, or abdominal pain   7 ( 6.9)

Other symptoms   2 ( 2.0)
1) Multiple response question 
2) Values are percentages of respondents among 102 food allergy 

children

식품알레르기를 보유한 원아의 증상으로 해당사

항에 모두 표시하도록 한 결과, ‘두드러기 및 피부

발진’ 증상이 있는 원아의 수가 77명(75.5%)으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려움증’이 64명(62.7%), 

‘숨쉬기 어려움’이 7명(6.9%), ‘설사, 구토, 복통’이 7명

(6.9%)이었다. 기타 증상으로는 ‘고열과 기침’, ‘눈 충

혈과 눈 밑 부어오름’의 증상을 보이는 원아가 각각 

1명씩 있었다(Table 3).

102명의 식품알레르기 증상을 보유한 원아들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총 137건의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조사

되었으며, 가장 많은 알레르기원 식품은 땅콩, 호두 

등의 견과류로 29건(28.4%)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우

유 및 유제품 20건(19.6%), 달걀 14건(13.7%), 고등어 

11건(10.8%), 토마토 9건(8.8%), 밀 6건(5.9%), 새우 5건

(4.9%), 돼지고기 4건(3.9%), 복숭아 3건(2.9%)이었다. 

기타 알레르기 유발물질로는 36건이 보고되었는데 

오렌지, 딸기, 키위, 사과 등의 과일류가 8건(7.8%)으

로 조사되었고, 조개 및 어패류 6건(5.9%), 식품첨가

물 3건(2.9%) 등으로 다양한 답변을 받았다.

식품알레르기를 보유한 원아 중 ‘의사로부터 식

품알레르기 진단’을 받았던 원아의 수는 62명으로 

60.8%였다(Table 5). 특히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원아 

중 29명(28.4%)에 대해서는 식품알레르기 진단을 받

았는지 ‘모른다’고 답하였다. 원아 중 ‘식품알레르기

를 치료’한 적이 있는 원아 수는 66명(64.7%), 치료 

경험이 없는 원아 수는 11명(10.8%), 모르는 경우는 

25명(24.5%)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해당 원아의 

부모나 가족이 원아의 상황을 어린이집에 설명했는

지’에 대해서는 99명(97.1%)이 ‘예’로 답하여 식품알

레르기를 보유한 원아의 학부모 대부분이 어린이집

에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교사의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지식, 인지도, 관리 현황, 

교육 현황 

교사가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5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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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Knowledge scores of teachers on the problems of children with food allergy. 

Problems1) Scores2) (M±SD) (n=262) F-value3)

Children with allergic symptoms may have nutritional imbalances 3.79±0.83b 5.86***

Children with allergic symptoms can be interfered with learning 3.60±1.03ab

Children with allergic symptoms can be interfered with their play 3.56±1.02a

Children with allergic symptoms can be delayed in growth 3.46±0.91a

Children with allergic symptoms may have personality disorders 3.41±1.01a

1) Cronbach α=0.90
2) 5 point scale(strongly disagree 1; disagree 2; neither agree nor disagree 3; agree 4; strongly agree 5)
3) One way ANOVA 
a-b Value in column not sharing the same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é test
***P＜0.001

Table 4. Major allergenic foods in children with food allergy.

Food allergen N %1) %2)

Nuts 29 28.4  21.2

Milk and dairy products 20 19.6  14.6

Eggs 14 13.7  10.2

Mackerel 11 10.8   8.0

Tomato 9 8.8   6.6

Wheat 6 5.9   4.4

Shrimp 5 4.9   3.6

Pig 4 3.9   2.9

Peach 3 2.9   2.2

Others 36 35.3  26.3

Total 137 134.2 100.0
1) Values are percentages of respondents from 102 children with 

food allergy
2) Values are percentages of respondents from 137 cases

Table 5. Physician diagnosis and treatment situation of children with food allergy. 

Questions Classification N (%)

Has the child been diagnosed with food allergies (medical treatment) by a doctor? Yes   62 ( 60.8)

No   11 ( 10.8)

NA1)   29 ( 28.4)

Has the child been treated for food allergy? Yes   66 ( 64.7)

No   11 ( 10.8)

NA   25 ( 24.5)

Has the parent ever described the child's situation to the child care facility? Yes   99 ( 97.1)

No    3 (  2.9)

Total  102 (100.0)
1) Values are frequencies (%) of respondents who are not aware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5항목 중 가장 점수

가 높았던 항목은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면 영양불균

형이 있을 수 있다’로 5점 만점 중 3.79±0.83점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면 

학습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3.60±1.03점, ‘알레르

기 증상이 있으면 놀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3.56±1.02점,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면 성장지연이 

있을 수 있다’ 3.46±0.91점,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면 

성격장애가 있을 수 있다’ 3.41±1.01점 순으로 나타

났다. 문제점 인식 조사 5개 문항은 질문에 따라 평

균점수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며(P＜0.001),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면 영양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 문항은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면 놀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면 성장지연이 있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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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eachers’knowledge about causes and management of anaphylaxis. 

N (%)
Scores (M±SD)1) 

(n=262)
F-value2)

Have you ever heard of anaphylaxis?

Yes  95 ( 36.3)

No 167 ( 63.7)

Total 262 (100.0)

Knowledge score on anaphylaxis3) 

Food intake can cause anaphylaxis  0.44±0.50c 48.84***

What kind of food can cause anaphylaxis? 0.21±0.41b

Exercise can cause anaphylaxis 0.10±0.29a

Contact with rubber can cause anaphylaxis 0.09±0.29a

What medicine should be given immediately after anaphylaxis has occurred? 0.06±0.25a

Average 0.18±0.22

Management of a child with anaphylaxis4)

I record the situation of the child 39 ( 31.0)

I notify frequently the child about his/her situation 33 ( 26.2)

I notify the director or the assistant director 24 ( 19.0)

I notify the cook 23 ( 18.2)

Others  7 (  5.5)

1) Scoring: correct response scored 1 point and incorrect response and ‘don’t know/unsure’ scored 0 point
2) One way ANOVA 
3) Cronbach α=0.61
4) Multiple response question, values are frequencies (%) of ‘Yes’ respondents (n=95) from the question ‘Have you ever heard of anaphylaxis?’
a-c Value in column not sharing the same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é test 
***P＜0.001

다’,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면 성격장애가 있을 수 

있다’의 3개 문항의 평균점수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교사를 대상으로 식품알레르기 증상 중 가장 위

급한 상황인 급성전신성반응(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Table 7). ‘아

나필락시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의 문항에 

95명(36.3%)이 ‘예’라고 답했다. 급성전신성반응(아나

필락시스)에 대한 지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5개 

문항을 조사하였으며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른다는 

0점으로 처리하여 얻은 결과는 전체 평균이 

0.18±0.22점으로 매우 낮았다. 문항별로는 ‘식품섭취

가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항목의 정

답율이 0.44±0.50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조사대상자

의 과반수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나필

락시스의 원인이 되는 식품 종류는 무엇인가?’의 항

목은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이 되는 식품을 하나라도 

적은 경우를 맞는 것으로 채점한 결과 평균 

0.21±0.41점으로 역시 매우 낮았으며, ‘운동이 아낙

필락시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0.10±0.29점, ‘고무

와의 접촉이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0.09±0.29점으로 식품 외의 아나필락시스 유발 원인

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경우 바로 투약해야 할 약물에 대해 알고 있는가?’

는 0.06±0.25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아나필락시

스 지식수준 조사 5개 문항은 질문에 따라 평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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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eacherʼs education status on food allergy. 
Classification N (%)

Educational experience in food allergy Yes  52 ( 19.8)

No 210 ( 80.2)

Total 262 (100.0)

Type of education1) In-service education  20 ( 38.5)

TV, radio, media such as books  20 ( 38.5)

Online education   6 ( 11.5)

Hospital, public health center   3 (  5.8)

Other   3 (  5.8)

Major education contents2) General information  21 ( 40.4)

Allergenic food labeling system  12 ( 23.1)

Information on allergenic foods  10 ( 19.2)

Emergency action tips   8 ( 15.4)

Alternative foods selection tips   1 (  1.9)

Total  52 (100.0)
1), 2) Values are frequencies (%) of ‘Yes’ respondents (n=52) from the question ‘Educational exprience in food allergy’

수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며(P＜0.001), 평균점수가 가

장 높았던 ‘식품섭취가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의 문항은 다른 4개의 문항과의 평균 차이

가 유의하였다. 그 다음으로 평균점수가 높았던 ‘아

나필락시스의 원인이 되는 식품의 종류는 무엇인

가?’의 문항도 다른 4개의 문항과의 평균 차이가 유

의하였다. 교사들 중 급성전신성반응(아나필락시스)

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95명을 대상으

로 식품알레르기를 보유한 원아를 관리하고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르게 한 결과 ‘원생부에 기록(31.0%)’, 

‘원생에게 수시로 주지(26.2%)’, ‘원장이나 원감 선생

님에게 관리 부탁(19.0%)’, ‘조리종사원에게 관리 부

탁(18.2%)’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답변으로는 ‘담

임교사가 주로 관리한다’는 답변이 2.4%였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식품알레르기에 관한 교육 현

황은 Table 8과 같다. 조사대상자인 교사 262명 중 

식품알레르기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은 52명(19.8%)으로 매우 적었다. 식품알레르기 교육

을 받은 주된 경로는 TV, 라디오, 책 등의 매체와 

보수교육을 통해서가 각각 38.5%로 가장 많았고, 관

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교육이 11.5%, 병

원이나 보건소 등에서의 교육이 5.8%였다. 기타로는 

문서 등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교사들

이 받은 식품알레르기 교육의 주된 내용으로는 식

품알레르기에 대한 일반정보가 40.4%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에 대

한 내용이 23.1%, 알레르기 원인식품에 대한 정보 

19.2%, 응급관리요령 15.4%, 대체식품 선택방법 1.9% 

순으로 나타났다.

4. 교사 및 운영자의 교육 요구도 조사

교육 요구도 조사로 교사의 교육 참여 의사와 운

영자의 교사를 위한 교육 신청 의사를 파악하였다. 

교사 대상 조사에서는 ‘식품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교

육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은 88.2%로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았다. 운영자 대상 조

사에서는 ‘교사를 위해 식품알레르기 교육을 신청하

겠다’고 답한 비율이 98.0%로 상당히 높게 조사되었

으며 두 군 간의 요구도 차이가 유의하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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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Difference in needs for educational contents between teachers and operators.

Classification

Teacher Operator

t2)Scores (M±SD)1)

(n=231) (n=49)

Educational content needs of teachers3) Emergency Management know-how 1.84±1.05 1.51±1.19 1.92

Allergenic food Information 1.26±1.21 0.98±1.16 0.26

Allergenic food labeling system 1.23±1.22 1.22±1.26 1.50

How to choose alternative foods 1.02±0.89 1.61±0.89 4.22***

General information 0.65±1.11 0.63±1.06 0.97
1) Values are scores of ‘Yes’ respondents from needs for education (Table 9)
2) Independent t-test 
3) 3 point scale (Following priority: usually 1; priority 2; most priority 3)
***P＜0.001

Table 9. Needs of teachers and operators for food allergy education. 

Classification
Teacher1) Operator2)

χ
2-value3)

N (%)

Needs for education Yes 231 ( 88.2) 49 ( 98.0)  4.41*

No  31 ( 11.8)  1 (  2.0)

Total 262 (100.0) 50 (100.0)

Needs for educational type4) Group education 125 ( 54.1)  8 ( 16.3) 23.4***

Small group education (groups of five to ten)  96 ( 41.6) 38 ( 77.6)

Individual counseling and education   6 (  2.6)  2 (  4.1)

Others   4 (  1.7)  1 (  2.0)

Total 231 (100.0) 49 (100.0)
1) Values are frequencies (%) of respondents (teacher) from participation in education
2) Values are frequencies (%) of respondents (operator) from education requisition for teachers
3) Chi-square test
4) Values are frequencies (%) of respondents who have a need for education
*P＜0.05, ***P＜0.001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방법으로는 집단교육 54.1%와 

5∼10인 정도의 소규모 그룹교육 41.6%로 두 교육 

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그 외 개인상담 및 

교육을 원하는 교사들이 2.6%, 기타의 방법으로 온

라인 교육을 원하는 교사들이 1.7%로 조사되었다

(Table 9). 운영자들은 교사들의 교육으로 집단교육

(16.3%)보다는 소규모 그룹의 교육(77.6%)이 더 적절

하다고 답하였으며, 두 군 간의 교육방법에 대한 요

구도 차이가 유의하였다(P＜0.001).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 조사에서는 교육이 필요

한 내용 중 3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하게 하고 1순위

에 3점, 2순위에 2점, 1순위에 1점을 부여하여 분석

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의 경우 ‘응급관리요령’이 

1.84±1.05점으로 가장 높았고, ‘원인식품정보’가 

1.26±1.21점,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가 1.23±1.22점, 

‘대체식품 선택방법’이 1.02±0.89점, ‘일반정보’가 

0.65±1.11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영자들은 

‘대체식품 선택방법’이 1.61±0.8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응급관리요령’이 1.51±1.19점,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가 1.22±1.26점, ‘원인식품정보’가 0.98±1.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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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Food allergy prevention status. 

Classification N (%)

Provide foodservice menu Yes 50 (100.0)

Denotation of allergenic foods on the menu Yes 18 ( 36.0)

No 32 ( 64.0)

Pre-survey of allergenic foods in children Yes 47 ( 94.0)

No  3 (  6.0)

Post up a food allergy status Yes 30 ( 60.0)

No 20 ( 40.0)

Food guidance is given to children with food allergy Yes 43 ( 86.0)

No  7 ( 14.0)

Total 50 (100.0)

Reaction for food allergy prevention in preschool foodservice1) Substitute allergenic foods for simple side dishes 22 ( 38.6)

Bring individual lunch box 15 ( 26.3)

Provide alternative foods 14 ( 24.6)

Restrict use of allergenic foods  6 ( 10.5)

Total 57 (100.0)
1) Multiple response question

‘일반정보’가 0.63±1.06점 순으로 나타나 교육내용에 따

라 교사와 운영자 간의 요구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교육내용 중 대체식품 선택방법에서 교사와 운영자 두 

군 간의 요구도 차이가 유의하였다(P＜0.001)(Table 10).

5. 어린이집 운영자의 식품알레르기 예방 및 대체식품에 

대한 조치

운영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식품알레르기 예

방조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6문항을 질문하였다. 

조사를 실시한 50개소의 어린이집 모두 원생들의 

식단표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었지만 식단에 알

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는 곳은 50개소 중 18개소

(36.0%)에 불과하였으며, 32개소(64.0%)의 어린이집

은 식단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고 있지 않

았다. 원아들의 식품알레르기 사전조사 여부는 47개

소(94.0%)의 어린이집이 ‘예’로 답하여 원생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었지만 3개소(6.0%)의 어린이집에

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식품알레르기 정보 확

인용 현황판을 게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0개소

(60.0%)에 불과하였고, 배식 시 식품알레르기를 보유

한 원아를 대상으로 식사지도를 하는 어린이집도 43개

소(86.0%)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에서 식품알레르기

를 보유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를 

조사하기 위해 4가지 보기를 제시하고 모두 표시하

도록 하였다. ‘간편식 반찬 대체 제공’이 22개소

(38.6%)로 가장 많았고, ‘도시락 지참’ 15개소

(26.3%), ‘대체식품을 제공함’ 14개소(24.6%), ‘알레르

기 유발식품 사용을 제한함’ 6개소(10.5%)로 확인되

었다(Table 11). 

14개소(28.0%)의 원에서 대체식품을 제공하고 있

다고 응답하였고, 어떠한 식품으로 대체 제공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술형식으로 답하게 하였

다. 대체식품 정의를 설명한 후 설문응답지 작성을 

실시하였다. 11개소의 어린이집에서는 대체식품 제

공 시 단백질군의 ‘우유를 두유’로, ‘달걀을 두부’로, 

‘제육볶음을 두부’로, ‘고등어를 달걀’로 탄수화물군

의 ‘밀가루빵을 쌀빵’으로 ‘복숭아를 사과’로 알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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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Status of alternative food provision. 

Classification N (%)

Provide alternative foods Yes 14 ( 28.0)

No 36 ( 72.0)

Total 50 (100.0)

Appropriateness of alternative foods provision Appropriate 11 ( 78.6)

Not appropriate  3 ( 21.4)

Difficulties of alternative foods implementation More cooking workforce and facilities needed  5 ( 35.7)

More information (knowledge) about alternative foods needed  4 ( 28.6)

Additional cost needed  3 ( 21.4)

Additional labors for management of children needed  2 ( 14.3)

Total 14 (100.0)

기 유발식품을 동일한 식품군으로 적절하게 실시하

였다. 반면 3개소의 어린이집에서는 ‘달걀을 김’으

로, ‘우유를 주스’로 대체식품을 부적절하게 제공하

고 있었다. 대체식품을 제공한다고 응답한 14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대체식품 제공 시 어려운 점

을 조사한 결과 ‘조리인력과 조리시설 부족’이 5개

소(35.7%), 다음으로는 ‘대체식품에 대한 정보(지식) 

부족’ 4개소(28.6%), ‘추가비용 필요’ 3개소(21.4%), 

‘추가로 원생들을 지도 관리’ 2개소(14.3%)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2). 대체식품 제공 실시 현황 조사

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운영자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예방조치에 대해 건의할 사항 또는 어려

운 점을 서술하도록 한 결과 ‘학부모와 교사 모두에

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식품알레르기를 보

유한 소수의 원아를 위해 원에서 대체식품을 제공

하는데 한계가 있다’, ‘식품알레르기와 관련한 정보

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고 찰

식품알레르기는 소아집단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

제지만 경우에 따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Sharma 등 2015). 그러나 식

품알레르기 보유 영유아에게 식품을 제한하는 것은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고 영양학적으로 고려된 대체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자나 시설관리자, 교사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Mehta 등 2014). 

본 연구결과 대전광역시 일부 지역 보육시설의 만 1

∼5세 영유아 총인원 2,863명 중 식품알레르기를 보

유한 원아는 102명(3.6%)으로 나타났다. 2005년 수행

된 핀란드 Pyrhönen 등(2009)의 연구에서는 1∼4세 

어린이의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이 9%로 나타났으며, 

뉴욕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된 Mehta 등

(2014)의 연구에서는 18세 미만 어린이의 식품알레

르기 유병률은 4.4%로 보고되었다. 국내 Seo 등(2011)

의 연구에서는 0∼5세 영유아 28,027명 중 식품알레

르기를 보유한 영유아가 492명(1.2%)으로 조사되어 

인원수는 유사하였으나 본 연구보다 유병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영유아 식품알레르기 주요 원인식품이 

견과류, 우유 및 유제품, 달걀, 고등어 순으로 나타

났는데 하남시의 영유아 식품알레르기 조사에서도 

원인식품이 견과류, 달걀, 우유 및 유제품, 어패류 

순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Cho & Kim 2015). 

달걀과 우유는 영유아 식품알레르기 원인식품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타나났지만, 땅콩 및 견과류

의 경우는 연구마다 차이를 보여 국내에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식품알레르기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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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두드러기 및 피부발진, 가려움증 등으로 피부 관

련 증상이 대부분이었으며 서울과 경기지역 영유아 

식품알레르기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Kim & Kim 

2017).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영유아 식품알레

르기 유병률 조사에서 의사에 의한 식품알레르기 

진단율은 60.8%에 불과하였다. Kim & Kim(2017)의 

연구에서 서울과 경기지역 식품알레르기 진단율은 

51%로 나타났으며, Kim 등(2016)의 연구에서 서울시 

초등학생의 식품알레르기의 증상 유병률은 14.4%인

데 반해 진단 유병률은 6.6%로 식품알레르기 유병

률에 비해 진단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의 취학아동 식품알레르기 실태 조사(Kim 등 

2011; Kim 등 2013; Park 등 2013; Lee 등 2014; Kim 

등 2016)에 비해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 식품알레르

기 실태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며, 보육교사를 대상

으로 급성전신성반응(아나필락시스)과 관련한 지식 

수준까지 조사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보육교사의 급

성전신성반응(아나필락시스) 지식수준 조사 정답 평

균은 0.18±0.22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식품알

레르기 교육은 교사의 19.8%만이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주된 교육내용으로는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일반정보’가 가장 많았고, ‘응급관리요령’과 ‘대체식

품 선택방법’은 상당히 적었다.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와 밀접하게 생활하는 

교사들에게 식품알레르기의 원인 식품, 대체식품 선

택방법, 급성전신성반응(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식

품알레르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 참여 식품알레르기 교육 요구도는 교사 

(88.2%)와 운영자(98.0%) 모두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

며, Kim & Kim(2017)의 연구에서도 서울과 경기지

역 보육시설의 원장과 교사의 식품알레르기 교육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식품알레르기 교

육의 내용으로 응급관리요령, 원인식품정보, 알레르

기 유발식품 표시제도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하

였으며, 운영자들은 대체식품 선택방법, 응급관리요

령,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 등의 순으로 답하

여 두 군 간의 차이를 보였다. 운영자들이 대체식품 

선택방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고 답

한 이유는 보육시설의 급ㆍ간식 관리를 책임지고 있

으며, 대체식품의 전반적인 관리를 운영자들이 실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어린이집 모두 학부모에게  

식단표를 100% 제공하고 있었으나, 식단표에 알레

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지 않은 곳이 64.0%였으며, 

보육시설 내에 식품알레르기 정보 확인용 현황판이 

게시되어 있지 않은 곳도 40.0%로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대비가 아직 소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보육사업안내(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a)에 따르면 ‘입소 시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영

유아의 식품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ㆍ간식 제

공 시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고 제시되어있지만 학교급식법처럼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하며, 알레

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에 대한 공지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8a)’는 항목이 2013년 

신설되었으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알

레르기 관리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8b). 반면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

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1명의 영양사가 5개 이내 시

설을 공동 관리하거나 100인 미만의 보육시설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 식단을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b), 실제적으로 

보육시설의 식단작성 외 구매관리와 배식 등의 급

식 운영이 운영자와 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Sohn & 

Pak 2011). 식품알레르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정기적인 영유아 식품알레르기 현

황 조사가 필요하며(Seo 등 2011), 운영자 및 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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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영유아의 정확한 식품알레르기 정보가 제공되어

야 한다.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제한식이를 시행할 때는 식

품알레르기를 보유한 영유아 개인에게 맞춤화되어

야 하며, 대체식품이 영양적 요구를 충족시키는지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같은 체계적인 관

리가 이루어져야 식품알레르기를 보유한 영유아들

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할 수 있다(Giovannini 

2014). 본 연구에서 보육시설의 대체식품 제공 실시

율은 28.0%로 조사되었으며, 대체식품 제공 실시 현

황을 살펴보면 김이나 주스 등 손쉽게 제공이 가능

한 식품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대체식품 실시율은 30.3%(Cho & Kim 2015)

와 14%(Kim & Kim 2017)로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의 

대체식품 실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

식품을 동일한 식품군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으

나, 구운 김을 제공하는 등 대체식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Cho & Kim 2015). 대체식품 

제공 시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조리인

력과 시설 부족’이 가장 어려운 이유로 확인되었다. 

보육시설에서 식품알레르기를 보유한 소수의 영유

아를 위해 별도로 조리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력과 시설이 제한된 어린이집에서 식

품알레르기를 보유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올바른 급

식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적합한 대체식 메

뉴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동구와 중구 소재의 어린

이집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으로 대전광역시 영유

아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영유아 유병률이 앞으로 연구될 지역별 영유아 유

병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전국단위의 영유아 연령별 식품알레르기 유병률 조

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식품알레르기 관

련 자료와 교육이 제공되기 전과 후의 지식수준 및 

관리 실태 변화를 비교하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식품알레르기 관리체계의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식품알레르기로부터 안전

한 영유아 급식체계 구축과 맞춤형 영양관리 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시설의 식품알레르기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자 보육시설 운영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설

문을 실시하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영유아 식품알레

르기 유병률과 증상, 원인식품, 식품알레르기를 보

유한 원생의 문제점 인지도, 급성전신성반응(아나필

락시스) 등에 대한 지식수준을 조사하였다. 교사와 

운영자 모두에게 식품알레르기 교육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운영자를 대상으로 식품알레르기 예방

조치, 대체식품 제공 실시 여부와 어려운 점 및 실

제 제공 사례를 조사하였다. 설문은 대전광역시 동

구, 중구지역 어린이집 담임교사 262명과 운영자 50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 영유아 연령별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은 담임교사

가 담당한 반의 인원 중 식품알레르기 보유 원아

수를 연령별로 조사하여 총인원 2,863명 중 102명

(3.6%)에게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식품알레르기 증상으로는 두드러기 및 피부발진

(75.5%), 가려움증(62.7%)의 피부 관련 증상이 대

부분이었으며, 식품알레르기 주요 유발식품은 견

과류(28.4%), 우유 및 유제품(19.6%), 달걀(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식품알레르기를 보유한 원아의 진단 및 상황 조사

에서 의사로부터의 식품알레르기 진단율은 60.8%

였으며, 식품알레르기를 보유한 원아의 부모 

97.1%가 어린이집에 어린이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식품알레르기 보유 원아의 문제점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면 영양불균형

이 있을 수 있다’가 3.79±0.83점으로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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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5. 교사의 급성전신성반응(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지

식수준 조사결과는 전체 평균이 0.18±0.22점이었

으며, 문항별로는 ‘식품섭취가 아나필락시스의 원

인이 될 수 있다’는 항목의 정답율이 0.44±0.50점

으로 가장 높았으나 조사대상자의 과반수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경우 바로 투약해야 할 약물에 대해 알고 있는

가?’는 0.06±0.25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6. 교사를 위한 식품알레르기 교육 요구도 조사에서

는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 88.2%, 운

영자 98.0%로 식품알레르기 교육 요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육내용으로는 교사들의 경우 

‘응급관리요령’, ‘원인식품정보’, ‘알레르기 유발식

품 표시제도’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 운영자

는 ‘대체식품 선택방법’, ‘응급관리요령’, ‘알레르

기 유발식품 표시제도’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

다. 

7. 조사대상 어린이집 모두 학부모에게 식단표를 제

공하고 있었으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는 

곳은 50개소 중 18개소(36.0%)였다. 50개소 중 대

체식품을 제공하는 곳은 14개소(28.0%)였으며, 대

체식품의 실시 사례를 조사한 결과 동일한 식품

군으로 제공이 이루어진 곳도 있었으나 ‘달걀을 

김으로’, ‘우유를 주스로’와 같이 대체식품을 부

적절하게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대체식품 제공 

시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 ‘조리인력과 조리시

설 부족’, ‘대체식품에 대한 정보(지식) 부족’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보육시설의 식품알레르기 실태

를 파악함으로써 식품알레르기 교육과 체계적인 관

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식품알레르기를 보유한 

영유아의 맞춤형 영양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영유아

의 식품알레르기 현황 조사와 다양한 대체식 메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시설에 적합한 식품알

레르기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

시한다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안전한 

급식체계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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