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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egetable eating behavior of care 

givers and that of children, 2) the effectiveness of nutrition education with vegetable playing using direct vis-

ual stimulating programs on vegetable eating behavior of preschool children, and 3) the times and period of 

nutrition education with vegetable playing for significant changes on vegetable eating behavior. A total num-

ber of 56 individuals, aged 42 to 66 months old,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 which three kinds of vegetables 

(30 g)/meal were served per individual, and vegetable eating behavior was measured by the residue on the 

dish during 5 weeks (25 days). To the simple visual stimulating group, vegetable dish was served without ed-

ucation, and other groups included education 1 group (nutrition education 1 time/week), education 2 group 

(nutrition education 2 times/week), and education 3 group (nutrition education 3 times/week) with simple visu-

al stimulation by the vegetable dish. The results showed 1)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P＜0.001) between the 

vegetable eating behavior of the care giver and that of children by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 2) the effec-

tiveness of nutrition education using vegetable playing on vegetable eating behavior of preschool children 

(P＜0.05), and 3) the significant changes in vegetable eating behavior by the 3rd week in the education 3 

group. This study shows that food neophobia cause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regarding vegetable eating 

and repeated exposure was able to reduce food neopho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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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아기는 신체의 성장 및 발육이 왕성하게 진행

되며, 동시에 활동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필요 열

량과 영양소의 요구량이 크게 증가하는 중요한 시

기이다(Kerry 등 1968; Koo 1999; Lim 2001). 또한 

유아기에 형성된 식사습관은 학령기 및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나 영

양균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평생 건강

상태를 좌우하게 된다(Lederman 등 2004). 하지만 이 

시기 유아는 여러 가지 식사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가 많으며(Linscheid 1992), 그중 편식은 유아기에 가

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사문제 중 하나로 지적하

고 있다(Bryant-Waugh 등 2010). 유아기의 편식은 성

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소의 균형적인 섭취를 방해하

고 면역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빈혈과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Black & Hurley 2007). 

유아의 식습관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우리나라 유

아의 식습관 문제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편식

이고, 유아의 60.4∼70.7%가 편식을 하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Oh & Chang 2006). 이에 Chung(2009)은 

유아의 채소류 및 김치의 섭취량이 적어 유아의 균

형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편식의 일 행태인 낯선 음식에 대한 거부 행동을 

식품기신증(food neophobia)이라 하며 잡식동물인 인

간에게는 생존본능으로 존재하는 환경적응특성으로 

정의한다(Milton 1993). 즉, 식품기신증은 독소가 있

는 물질의 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매우 사려 깊고 효과적인 대처 행동으로 새로

운 음식에 대한 주저함이라 정의하고 사람을 포함

하여 잡식동물에서 널리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였다

(Milton 1993). 2∼6세 연령에서 식품기신증 수준이 

높은 것은 채소와 과일의 편식과 관련되어 있다. 이

것은 채소와 과일군이 독소와 독성이 있는 박테리

아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과 

관계한다(Cooke 등 2004). 그러므로 유아기의 편식

은 주로 채소나 과일에 두드러지게 관찰되며(Cooke 

등 2006), 유아의 편식과 식품기신증 연구에서도 유

아의 편식은 채소 편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정 

식품군을 모두 먹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편

식의 원인은 유아가 새로운 음식을 접해볼 기회가 

적고 평상시 선호하는 음식으로 식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이라 하였다(Oh & Chang 2006). Falciglia 등

(2000)는 유아기 식품기신증이 섭취 식품의 다양성

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 대부분의 유아가 영양권장

량에 미치지 못하는 식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면

서 특히 채소와 과일, 곡물 섭취량이 권장량 보다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Han 등(1997)은 유아의 채

소 기피가 당류와 포화지방이 높은 식품의 과잉섭

취로 연계될 수 있어 성인이 된 후 채소 기피 습관

에 의한 대사증후군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 지

적하였다. 

유아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음식과 직면하

면서 식품기신증을 나타내며 심리적으로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면을 연속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그

러므로 Birch & Marlin(1982)은 유아가 처음 거부했

던 음식을 작은 조각으로 반복적 ․ 지속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결국 식품기신증이 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고, Addessi 등(2005)은 2∼5세의 유아는 부모와 

교사, 친구들에 의해 반복적 노출환경이 강화되면 

식품기신증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유아의 편식에 있어서 Howard 등(2012)과 Skinner 등

(2002)은 유아의 식품기신증에는 양육자(어머니)의 

식품에 대한 편식과 기호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즉, 어머니의 식품 선호는 가정 내 식품의 노출

과 관계하여 어머니가 싫어하는 채소와 과일의 노출 

기회가 줄어들어 자녀도 어머니의 식품 선호와 같이 

소와 과일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모든 유아에게는 본능적인 식품기신증이 있으므로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부모 및 양육자는 본

인의 기호와 상관없이 유아에게 다양한 식품의 섭

취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유아의 공동

생활을 담당하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보육교사가 건강한 식습관으로 



300 | 유아의 채소섭취 강화를 위한 영양교육 효과

유아에게 다양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편 유아기의 편식 습관은 단순히 식습관의 문

제만이 아니라 유아의 사회성과 정서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있으므로(Menella 등 2001), 편식교정을 위해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교육을 강제화 할 

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

다. 그러나 편식교정을 위한 프로그램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은 미비하고 개별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존하여 편식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에도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식품기신증을 극복하

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의 친숙도를 증가

시키는 것이라 강조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전

략적 반복 노출이라 하였다(Birch & Marlin 1982; 

Pliner & Salvy 2006). 

이에 유아의 채소와 과일에 대한 편식교정 연구

가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되어 Oh 등(2012)과 

Lee & Lee(2014)는 유아 대상 채소, 과일에 대한 영

양교육이 인식의 긍정적 변화로 섭취 증가로 이어

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Mo(1990)는 유아에게 있어 

지식의 변화만으로는 올바른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

기는 어려우므로 유아 대상의 영양교육은 다양한 

식품과의 폭넓은 경험으로 올바른 식습관 행동 변

화를 유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채소의 노출을 

교정프로그램으로 연구한 Ju(2013)는 채소의 실물을 

사용한 직접노출자극방법과 사진을 이용한 간접노

출자극방법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두 집단의 채소 

섭취량 변화를 통제집단과 비교한 결과, 노출자극의 

형태와 상관없이 직접 및 간접 노출자극방법, 즉 두 

집단 모두에서 노출된 채소의 실제 섭취량이 증가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출되지 않은 채

소들에서도 섭취량의 긍정적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직접노출자극 집단의 증가량이 간접노출자극 및 통

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섭취량의 증가가 확인되

었다. 그리고 기존의 섭취빈도를 기준으로 노출자극

효과를 보았을 때에는 기존 섭취빈도가 낮은 집단

에서 직접노출자극 전후의 섭취 수준이 의미있게 

변화하였으나, 기존 섭취빈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의

미있는 수준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채소 직접노출방법에 

채소놀이를 통한 친밀도 증진의 노출방법을 각각 

계획하여 유아의 채소 섭취 증가를 관찰하고자 하

였다. 즉, 단순노출과 놀이중심의 채소영양교육이 유

아의 채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유아의 

채소 편식교정을 위한 효과적인 영양교육모델을 표

준화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경상북도 상주시 Y유치원의 3∼5세 유

아 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채소 섭취의 정

도를 사전조사하여 채소를 잘 먹거나 극도로 기피

하는 유아 20명을 제외한 최종 56명의 유아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사전조사의 채소 섭취 

평균값을 기준으로 ‘ㄹ’자의 형태로 배열하고 첫 번

째 그룹부터 노출군, 교육 1군, 교육 2군, 교육 3군

으로 구분하였다. 노출군 12명, 교육 1군 16명, 교육 

2군 17명, 교육 3군 11명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채소 극도기피 대상을 본 연구에서 제외한 

이유는 Potts & Wardle(1998), Pliner & Salvy(2006), 

Dovey 등(2008)의 연구결과에 따라 picky 혹은 fussy 

eater로 구분하는 극도기피자들의 행동방식이 이론적

으로도 식품기신증과는 구별된다고 하여 본 연구가 

일반 채소 기피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제외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

다. 즉, 극도기피는 낯선 음식에 대한 막연한 두려

움이 아니라 입안에서 평가되는 식품의 향기나 질

감에 대한 광범위한 거부의 현상이므로 15회 이상

의 노출에서도 섭취 변화가 전혀 없는 현상이라 하

였다. 그러나 실험과정에서 피관찰자들을 배제함으

로 인해 유치원 유아들의 전체적인 심리적 부정효

과를 고려하여 실험에서는 이들을 포함하여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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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egetables of education program. 

Education program Vegetables

1 Decoration of face Carrot, cucumber, broccoli, paprika, 
lettuce 

2 Making of dog Carrot, cucumber, broccoli, paprika, 
lettuce, radish

3 Making of rabbit Carrot, cucumber, broccoli, paprika, 
lettuce, radish

4 Making of 
neckless

Carrot, cucumber, broccoli, paprika, 
lettuce, radish, water parsley

5 Dressing of 
jolaman

Carrot, cucumber, broccoli, paprika, 
lettuce, radish

6 Building of house Carrot, cucumber, broccoli, paprika, 
lettuce, radish

7 Decoration of 
garden

Carrot, cucumber, broccoli, paprika, 
lettuce, radish

8 Painting vegetables 
juice

Carrot, cucumber, broccoli, paprika, 
lettuce, radish

9 Making of 
vegetables stick

Carrot, cucumber, broccoli, paprika, 
lettuce, radish

10 Chopping 
vegetables

Carrot, cucumber, broccoli, paprika, 
lettuce, radish, cabbage

11 Dicing vegetables Carrot, cucumber, paprika, radish

12 Lapping vegtables 
with rice paper

Carrot, cucumber, paprika, radish

였다. 

조사기간은 사전 조사, 본 조사, 사후 조사 3단계

에 걸쳐 2017년 6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진행하

였었다. 사전 조사는 유아의 채소 기피 정도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 2017년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여 조사대상 88명의 채소 기피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조사는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4주간 진행되었으며, 노출 및 채소놀이 영양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교육

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조사 종료 1개월 후 

2017년 8월 23일 채소 섭취 정도를 1회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경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전체 연구절차를 심의하여 승인번호(2017-0058)를 

받아 진행되었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및 채소 섭취빈도

 조사대상 유아의 일반적 사항 및 채소 섭취빈도

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일반적 

사항은 보호자의 연령, 주 양육자, 맞벌이 여부, 유

아의 연령 및 신장, 체중 등에 관해 조사하였고 채소 

섭취빈도는 선행연구(Lim & Oh 2002)를 참고로 가

정에서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20종의 채소에 대해 

5점 측도로 조사하였다. 즉, 채소의 섭취빈도는 ‘먹

어본 적 없음’ 1점, ‘전혀 먹지 않음(1개월에 1회 이

하)’ 2점, ‘보통(1주일에 2∼3회)’ 3점, ‘자주 먹음(1주

일에 4∼5회)’ 4점, ‘많이 먹음(1주일에 6회 이상 또

는 하루에 1회 이상)’ 5점으로 평가하였고, 총 100점 

만점으로 계측하였다. 

2) 채소 섭취량 조사 및 평가

유아의 채소 섭취량을 평가하기 위해 제공된 채

소는 총 6종(파프리카, 당근, 오이, 브로콜리, 양배추, 

적양배추)이다. 6종의 채소는 유아의 채소 기피를 

고려하여 쓴맛이 적고 향이 자극적이지 않은 채소

로 선정하였고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맛과 

질감, 색 차이가 나도록 구성하였다. 실험기간에는  

색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6종 중 3종을 임의로 조합

하였다. 특히 파프리카의 경우는 빨강, 노랑, 주황색

을 고루 이용하였으며, 브로콜리는 데쳐서 제공하였

고, 다른 채소는 생으로 제공하였다. 채소의 맛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념과 소스는 첨가하지 않았으

며, 유아가 잡고 씹기 쉽도록 5 g씩 얇고 길게 저며 

제공하였다. 1인 1회 제공량은 채소당 5 g씩 2조각

으로, 회당 3종 6조각, 총 30 g을 지름 10 cm의 흰

색 개인접시 위에 담아 유아별로 각각 점심식판 옆

에 함께 제공하였다. 

실험기간 중 제공된 채소는 유아에게 먹어야 한

다는 강요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담임교사에게 사전 교육을 하였으며 단, 유아가 제

공된 채소에 대해 질문할 경우 채소의 영양에 대한 

답변은 실시되도록 하였다. 급식시간은 평균 30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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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ducations schedule for each group.

Period
     Group

1st week 2nd week 3rd week 4th week

Exposure

Education 11) Mon Mon Mon Mon

Education 22) Mon, Tus Mon, Tus Mon, Tus Mon, Tus

Education 33) Mon, Tus, Fri Mon, Tus, Fri Mon, Tus, Fri Mon, Tus, Fri
1) Education 1 group- 1 time education program per a week during 4 weeks 
2) Education 2 group- 2 time education program per a week during 4 weeks 
3) Education 3 group- 3 time education program per a week during 4 weeks

었으며 채소의 노출도 함께 실시하였다.

섭취량 측정은 매일 식후 채소의 잔량으로 측정

하였으며 5 g 조각당 1점을 부여하고, 1조각을 전부 

먹었을 때 1점을 부여하였다. 즉, 1회 제공량을 전

부 먹었을 때 최대 6점, 하나도 섭취하지 않았을 때 

0점으로 측정하였다. 측정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에 재직 중인 영양사 3인으로 사전에 측정절차 

및 기록방법에 대해 훈련을 받은 후 유아의 채소 

섭취량을 평가하였다.

3) 채소놀이 영양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실행방법

채소놀이 영양교육 교과내용은 유치원 교육과정 영

역 중 건강생활과 누리과정의 영역에서 예술경험과 자

연탐구 영역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프로그램(3∼5세 연

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한국교육과학기술부 2013년 고

시 제2012-16호)과 선행연구(Heath 등 2011)를 참고로 

개발하였으며 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채소놀이 영양교육 프로그램(Table 1)은 오감을 

통해 채소에 대한 탐색능력을 증진시켜 채소에 대

한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이었으며 채소의 

영양학적 지식이나 인지에 대해서는 유아의 개인적 

관심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설명이 진행되었다. 즉, 

채소를 이용하여 창의적 표현능력을 향상하는 과정

에서 채소에 대한 친밀감과 식욕을 자극하여 채소

섭취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활동의 구성은 유아의 

발육상태를 고려하여 채소를 자르고, 쌓고, 끼우는 

등의 내용으로 계획하였다. 

채소놀이 프로그램은 피 관찰자의 그룹에 따라 주 

0회, 주 1회, 주 2회, 주 3회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모든 교육은 별도의 교실에서 점심시간 전 20분간 

진행되었다. 채소놀이 프로그램은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의 유아영양교육 전문영양사에 의하여 편성

되고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진행절차

는 유치원 담임교사 6명에게 자문을 구하여 프로그

램의 적정 시간 및 난이도, 용이성, 안전성을 보완

하였다. 채소놀이는 채소의 외형뿐 아니라 냄새와 

질감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Heath 등 2011), 기존 연구에서 강조한 직접노출의 

중요함을 담고 있으며(Pliner & Salvy 2006), 직접적 

시각 노출이 채소에 대한 유아의 편식행동을 개선

하고 섭취량을 증진시키는 효과(Ju 2013)를 고려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에 채소를 

이용한 직접노출자극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하였다. 교육내용은 Table 1과 같으며 1회에서 12회까

지의 시간, 재료, 활동 기법 등은 유사 수준으로 채소

의 노출이 반복 되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4) 실험진행절차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실험군의 실험절차는 Table 2

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출군은 교육 없

이 채소접시만 4주간 매일 제공하여 노출만 하였다. 

교육 1군은 노출군과 마찬가지로 매일 채소접시를 

제공하는 동시에 매주 월요일 1회 채소놀이 영양교

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교육 2군과 교육 3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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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Charactics Boy Girl Total

Gender N=28 (50.00%)  N=28 (50.00%)  N=56 (100.00%)

Age

3 years N=8  (14.29%) N=3  ( 5.43%) N=11 (19.64%)

4 years N=6  (10.71%) N=12 (21.43%) N=18 (32.14%)

5 years N=14 (25.00%) N=13 (23.21%) N=27 (48.21%)

Hight (cm)

3 years 101.50±3.82  98.33±2.52 

4 years 110.67±3.56 106.70±4.98

5 years 113.50±3.96 113.62±4.56 

Weight (kg)

3 years  15.69±0.96  14.67±1.16

4 yaers  22.05±3.44  18.39±3.88 

5 years  21.25±2.26  20.17±2.76 

Parents age (years)

Mother N=54  35.85±3.06

Father N=56  38.77±3.70

Working mother N=36 64.30 (%)

House wife N=20 35.70 (%)

Main care giver

Mother N=44 78.56 (%)

Mother & father N=9 16.07 (%)

Grand parents N=3  5.37 (%)

노출군과 마찬가지로 매일 채소접시를 제공하면서 

교육 2군은 매주 월, 수 주 2회 채소놀이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교육 3군은 월, 수, 금 주 3회 

채소놀이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채소놀이 영양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1군이 Table 

1의 1, 4, 7, 10회차 내용으로, 교육 2군이 1, 2, 4, 5, 

7, 8, 10, 11회차 내용으로, 교육 3군이 1에서 12회차

까지 교육이 실시되었다. 

3. 통계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데이터 솔루션㈜, Seoul, Korea) Win 

22.0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특

성은 백분율로, 유아의 신체계측은 평균 및 표준편

차로, 유아와 양육자와의 채소 섭취빈도는 평균값을 

구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단순 채소노

출군과 채소놀이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교육 

1군, 2군, 3군의 채소 섭취량 변화는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노출 및 채소놀이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

성을 조사하기 위한 사후분석은 t-test로 검증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 유아의 일반사항은 Table 3에서 보는 바



304 | 유아의 채소섭취 강화를 위한 영양교육 효과

Table 4. The comparison on vegetable intake frequency of care 
giver and children.

Group
Items

Care giver Children Correction value

Cucumber 3.45±0.821) 2.61±0.89 0.51**

Carrot* 3.20±0.96 2.63±0.84 0.69**

Korean cabbage 3.88±0.74 3.07±0.95 0.27*

Radish 3.54±0.93 2.63±0.98 0.34**

Broccoli* 2.70±1.09 2.21±0.86 0.60**

Paprika 2.79±1.05 2.16±0.93 0.68**

Spinach 3.05±0.96 2.57±0.82 0.46**

Zucchini 3.30±0.98 2.52±0.91 0.46**

Green pepper 3.25±1.04 1.21±0.73 0.07

Bean sprout 3.64±079 3.09±0.92 0.51**

Mug bean sprout 2.68±1.01 1.79±0.96 0.44**

Cabbage 3.25±1.04 2.21±1.09 0.49**

Wrapping lettuce 3.50±0.95 2.30±0.95 0.31**

Lotus root 2.43±1.00 1.79±1.09 0.63**

Burdock 2.52±091 1.70±1.00 0.50**

Red cabbage 2.45±0.87 1.38±0.92 0.55**

Sesame leaf 3.30±0.97 1.57±0.93 0.32**

Mushroom 3.79±0.78 2.29±1.03 0.21

Onion 4.36±0.77 3.14±1.16 0.52**

Lettuce 3.00±1.14 2.00±0.99 0.35**
1) Score: 1 (never), 2 (below 1 time a month), 3 (2∼3 times per 

a week), 4 (4∼5 times a week), 5 (1 time a day or more), 
Mean±SD

*P＜0.05, **P＜0.01, ***P＜0.001 

와 같이 3세 남아의 평균 신장은 101.50±3.82cm, 평

균 체중은 15.69±0.96kg, 3세 여아의 평균 신장은 

98.33±2.52cm, 평균 체중은 14.67±1.16kg 이며, 4세 

남아의 평균 신장은 110.67±3.56cm, 평균 체중은 

22.05±3.44kg, 4세 여아의 평균 신장은 106.67±4.98cm, 

평균 체중은 18.39±3.88kg 이며, 5세 남아의 평균 신

장은 113.50±3.96cm, 평균 체중은 21.25±2.26kg, 5세 

여아의 평균 신장은 113.62±4.56, 평균 체중은 

20.17±2.76kg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유아의 아버지 평균 연령은 38.77±3.70세

이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5.85±3.06세로 조사되

었다. 조사대상 유아의 64.30%가 맞벌이가족으로 조

사되어 고용노동부가 OECD 통계와 한국노동패널조

사를 활용하여 2017년 10월에 발표한 만 0∼14세 자

녀를 둔 한국 부모의 맞벌이 비율(29.4%)보다 상대적

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주 양육은 부모 공동 16.07%, 

어머니 78.56%, 조부모 5.37%로 조사되었다.

2. 유아와 양육자의 채소 섭취빈도 비교

가정 내 양육자의 채소 섭취성향이 유아와 상관

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양육자는 브로콜리, 파프리카, 

숙주, 연근, 우엉, 적채의 섭취빈도가 1주일에 3회 

미만으로 섭취하는 식품으로 조사되었고 유아는 배

추, 콩나물, 양파만 1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하는 식

품으로 조사되었다. 두 그룹 모두 가장 많이 섭취하

는 채소는 양파로 조사되었고, 가장 적게 섭취하는 

채소는 양육자의 경우 연근이고 유아인 경우 풋고

추로 조사되었다. 양육자의 채소 섭취빈도와 유아의 

채소 섭취빈도 간에 상관이 있는지를 섭취빈도로 

분석한 결과 풋고추와 버섯류를 제외한 나머지 오이(P

＜0.01), 당근(P＜0.01), 배추(P＜0.05), 무(P＜0.01), 브

로콜리(P＜0.01), 파프리카(P＜0.01), 시금치(P＜0.01), 

호박(P＜0.01), 콩나물(P＜0.01), 숙주(P＜0.01), 양배

추(P＜0.01), 상추(P＜0.01), 우엉(P＜0.01), 연근(P

＜0.01), 적채(P＜0.01), 깻잎(P＜0.01), 양파(P＜0.01), 

양상추(P＜0.01)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3. 노출, 채소놀이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실행과 채소  

 섭취실태

1) 사전 조사 시 채소 섭취실태

조사대상 56명의 채소 섭취실태를 파악하고자 본 

실험 전 5일 동안 점심급식과 함께 채소 30 g을 제

공하여 섭취량을 측정한 결과, 평균 1.56±1.28점이었

다. 즉, 1점은 제공량 30 g 중 5 g을 섭취한 경우이

고, 제공량 30 g 중 10 g을 섭취한 경우는 2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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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 in vegetable intake of exposure group by the week. 

Period
Group

Pre 1st 2nd 3rd 4th Regression analysis

Exposure1) 1.25±1.922) 1.80±1.81 1.75±1.75 2.00±1.47 2.60±1.47 B 0.29

β 0.26

t-value 0.26

R2 0.07

Adjusted R2 0.06

F-value 6.12*
1) Exposure group: vegetable exposure without education program
2) Vegetable intake score: 1 (5 g), 2 (10 g), 3 (15 g), 4 (20 g), 5 (25 g), 6 (30 g), Mean±SD
*P＜0.05

Table 6. Change in vegetable intake of education 1 group and education 2 group by the week. 

Period
Group

Pre 1st 2nd 3rd 4th Regression analysis

Education 11) 1.76±1.482) 2.68±1.50 2.48±1.40 2.48±1.88 2.72±1.70 N.S.3)

Education 24) 1.85±1.12 1.67±0.88 2.10±1.17 2.44±1.44 2.48±1.48 N.S.
1) Education 1 group: 1 time education program per a week during 4 weeks
2) Vegetable intake score: 1 (5 g), 2 (10 g), 3 (15 g), 4 (20 g), 5 (25 g), 6 (30 g), Mean±SD
3) N.S.: not significant
4) Education 2 group: 2 time education program per a week during 4 weeks 

본 조사대상의 유아들은 제공한 채소의 25% 정도만 

섭취하였다. 또한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ty(2013)에 따르면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1식당 

채소류 반찬의 적정 배식량은 80 g 이상으로 권장

하고 있다. 조사대상의 점심급식 식판에 제공되는 

채소의 량이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양으로 조사대상

의 채소 섭취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2) 본 조사 시 채소 섭취실태

본 조사는 노출군, 주 교육 1군, 주 교육 2군, 주 

교육 3군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Table 

5, Table 6, Table 7과 같다. 먼저 4주 동안 급식과 

함께 노출만 시행한 노출군의 채소 섭취량 변화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출의 기간이 증가할

수록 채소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5). 즉, 노출군의 사전 섭취량이 1.25±1.92점이

었으나 4주 후에는 2.60±1.47점으로 약 1.5배의 섭취

량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채

소의 노출을 통해 채소가 익숙해진다면 채소 섭취

량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채

소섭취량의 절대량은 4주차에 2.60±1.47의 평균값을 

보여 제공된 채소 30 g 중 13 g 정도를 섭취한 것

으로 조사되어 노출군의 점심급식 채소 섭취량은 

권장 섭취량(Ministry of Food and Drug Safty 2013)

에 비하여 미흡하였다. 

주 1회 채소놀이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교

육1군은 사전 조사에서 채소 섭취량이 1.76±1.48점

이었으나 교육 4주 후 2.72±1.70점으로 채소 섭취량

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Table 6). 그러나 회귀분

석 결과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 주 1회의 채소놀

이 영양교육이 채소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주 2회 채소놀이 영양교

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교육 2군에서도 사전 조사 

시 채소 섭취량은 1.85±1.12점이었고 교육 4주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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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Vegetable intake change of test 3 group by the week. 

Period
Group

Pre 1st 2nd 3rd 4th Regression analysis

Education 31) 1.42±1.292) 2.33±1.48 2.53±2.03 3.50±1.94 3.50±1.65 B  0.53

β  0.42

t-value  3.35

R2  0.18

Adjusted R2  0.16

F-value 11.22***
1) Education 3 group: 3 time education program per a week during 4 weeks
2) Vegetable intake score: 1 (5 g), 2 (10 g), 3 (15 g), 4 (20 g), 5 (25 g), 6 (30 g), Mean±SD
***P＜0.001

Table 8. The comparison on vegetable intake of pretest and post-test. 

Group
Period

Exposure Education 1 Education 2 Education 3

Pretest 1.25±1.191) 1.76±1.48 1.85±1.12 1.42±1.29

Post-test 4.63±1.73 3.80±2.01 2.83±2.29 4.18±2.04

t-value –7.83*** –3.67*** –1.40.2) –1.10***
1) Vegetable intake score: 1 (5 g), 2 (10 g), 3 (15 g), 4 (20 g), 5 (25 g), 6 (30 g), Mean±SD
2) N.S.: not significant
***P＜0.001

는 2.48±1.48점으로 증가하였으나 회귀분석 결과 유

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주 3회 채소놀이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교

육 3군은 사전 조사에서 채소 섭취량이 1.42±1.29점

이었으나 교육 4주 후 3.50±1.65점으로 채소 섭취량

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Table 7). 이는 

Table 7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

기간과 채소 섭취량의 증가 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채소 섭취량 증가를 단시일 내 도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육 횟수가 주 3회 이상 진행되어야 유의

한 섭취량 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사후 조사 시 채소 섭취실태

4주간의 노출 및 채소놀이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채소 섭취 행동지속성에 관계하는지 조사하

기위해 실험 종료 4주 후 조사대상 유아의 채소 섭

취 실태를 1회 분석하고 실험 전 사전 조사 시의 

채소섭취실태와 비교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즉, 노출군은 실험 전 사전 조사에서 평균 채소 섭

취량이 1.25±1.19점이고 실험 종료 후 사후 조사에

서는 평균 채소 섭취량이 4.63±1.73점이었다(P

＜0.001). 교육 1군은 실험 전 사전 조사 시 평균 채

소 섭취량이 1.76±1.48점이고 실험 종료 후 사후 조

사 시 평균 채소 섭취량은 3.80±2.01점이었다(P

＜0.001). 교육 2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실험 전 사전 조사 시 평균 채소 섭취량이 

1.85±1.12점이고 실험 종료 후 사후 조사 시 평균 

채소 섭취량이 2.83±2.29점이었다. 교육 3군은 실험 

전 사전 조사 시 평균 채소 섭취량이 1.42±1.29점이고 

실험 종료 후 사후 조사 시 평균 섭취량이 4.18±2.04

점이었다(P＜0.001). 결과적으로 노출군, 교육 1군, 

교육 3군에서 실험 전 사전 조사에서 조사된 채소 

섭취량이 실험 종료 후 사후 조사에서 유의하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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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험의 효과가 실험 

종료 후 1달 후까지 지속적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고 찰

본 연구는 유아에게 급식 시 단순히 채소접시를 

제공하는 단순노출과 급식 전 채소놀이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선행하고 채소접시를 제공하는 교육 1군, 

교육 2군, 교육 3군의 유아가 채소 섭취량에 변화가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지를 통해 

양육자의 채소 섭취빈도와 유아의 채소 섭취빈도가 

상관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Skinner등(2002)은 양육자의 식습관 태도가 유아의 

식습관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양육자의 채소 섭취빈도와 유아의 채소 

섭취빈도가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20종의 일상

적인 채소를 제시하고 섭취빈도를 분석한 결과 풋

고추와 버섯류를 제외한 오이, 당근, 배추, 무, 브로

콜리, 파프리카, 시금치, 호박, 콩나물, 숙주, 양배추, 

상추, 우엉, 연근, 적채, 깻잎, 양파, 양상추에서 정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ooke 등

(2006)은 22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

가 식사시간에 채소를 얼마나 자주 제공하느냐에 

따라 유아의 채소에 대한 식품기신증과 채소를 즐

기는 식습관이 좌우된다고 보고하였다. Howard 등

(2012)은 평균 24개월의 자녀를 둔 230명의 어머니

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식품기호와 편

식이 자녀의 채소와 과일에 대한 기피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어머니의 편식은 자녀에

게 다양한 식품의 노출을 방해하여 자녀의 식품기

신증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유아가 공동생활을 하는 보

육시설에서는 교사가 양육자를 대신한다. Hendy & 

Raudenbush(2000)는 아동 58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에서 아동에게 새로운 식품이 제공되었을 때 적극

적으로 식품을 먹는 교사의 교실과 먹지 않는 교사

의 교실에서 아동들의 섭취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

다고 하였다. 즉, 아동은 교사가 잘 먹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식품기신증이 약화되어 새로운 식품을 받

아들이는 경향이 높아져 양육자와 더불어 보육교사

도 유아의 식품기신증을 개선하는데 흥미로운 모델이 

된다고 하였다. 

경제적인 이유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되면서 유아의 양육기능이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과거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았던 유아의 영양 및 건

강관리가 보육시설로 전가되고 그 역할이 강화되면

서 보육시설의 급식이 유아의 부모뿐 아니라 사회적

으로도 주요 관심대상이 되었다. 보육시설의 급식교

육은 유아의 영양섭취는 물론 식사예절 및 태도, 위

생 및 청결습관, 편식 등 바른 식습관을 지도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에서는 가정에서 접하

지 못한 다양한 음식과 새로운 식품을 체험하는 식

생활교육도 진행하고(Lee & Lee 2010) 있으므로 보

육시설에서의 식생활교육이 유아의 바람직한 식생

활 태도 형성에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

럼에도 여러 연구에서 보육시설의 급식운영 시 가

장 큰 문제가 채소 기피라 보고하고 채소 섭취 강

화를 위한 보육시설의 교육모델 개발이 시급함을 

제시하고 있다(Oh 등 2012; Jung 2014). 

본 연구는 보육시설 유아들의 채소 섭취량을 강

화할 수 있는 교육모델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연

구결과 급식 전 채소놀이를 통한 영양교육 프로그

램이 급식 현장에서 의미있는 채소 섭취량 증가를 

보였다. Lee & Lee(2014)는 유아의 채소 영양교육이 

유아의 영양지식을 의미있게 향상시키고, 채소를 앞

으로 잘 먹을 것이라는 의지를 갖게 하여 채소 섭

취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Heath 등(2011)은 유아의 편식 관련 연구를 종합한 

‘눈물 없이 식품 친밀도를 높이는 방법. 시각적 노

출의 역할’에서 그림과 실물 채소 등 다양한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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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은 식품의 친밀도가 높아져 채소 섭취에 긍정

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서도 교육 없이 단순노출만으로도 유아의 채소 섭

취량이 증가하였다(Table 5). 그러므로 보육시설에서 

다양한 형태의 채소노출을 통해 채소에 대한 긍정

적 인식과 섭취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켜 섭취량

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급식지도교사가 먼저 

인지하고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유아의 채

소 섭취 증대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Ju(2013)가 24∼48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채

소의 실물을 사용한 직접노출과 사진 등을 이용한 

간접노출을 반복한 후 채소 섭취량을 통제 집단과 

비교한 결과 모형이나 캐릭터 및 스토리로 간접노

출한 집단보다 채소를 이용한 오감자극의 직접노출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식품에 

있어 실제 노출은 유아기의 편식 완화를 위하여 매

우 중요한 행위라고 강조한 연구(Pliner & Salvy 

2006)를 감안하면 단순노출보다 오감을 활용하여 놀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식품을 통제하는 교육 프로

그램이 식품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 거부감을 효과

적으로 줄인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다양

한 채소놀이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급식 

전 20분 정도 교육놀이를 진행한 후 채소를 제공하

였더니 유아의 자발적 채소 섭취량이 현격히 증가

하였다(Table 7). 특히 주 교육 1회, 2회군보다 교육 

3회군에서는 교육 2주차부터 채소 섭취량이 급등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도 교육 3회군

에서 유의한 관계가 검증되어 주 3회의 교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채소 섭취량은 유의하게 증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Cooke 등(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들 연구는 만 2세 유아의 경우 새로운 

음식의 전략적 반복이 식품기신증을 극복하는 방법

으로 유용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단순노

출군, 교육군의 채소 섭취량 변화와 종합하면 단순

노출로만으로도 채소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으나 

반복된 단순노출이 무관심으로 노출된 자극을 인지

하지 못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면 단순노출에 의한 

자극은 효과를 상실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단순노출

과 교육프로그램이 적절한 자극으로 서로 연관되어 

계속적 자극으로 유아에게 작용된다면 유아의 채소 

섭취는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실험 종료 1개월 후 진행된 사후조사에서 

유아의 채소 섭취량은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출군, 교육 1군과 3군에서 유의한 섭취량 증가를 

보여주고 있어 유아의 채소 섭취 강화를 위한 교육

모델 개발에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전의 연구들(Kim 등 1993; Hong 등 2010; Seo 등 

2010; Oh 등 2012)을 통해 채소 중심의 교육 효과는 

증명하였으나 급식의 채소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프

로그램 진행 횟수와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프로그

램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

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유아대상의 영양교육은 1회

성에 그치고 있으며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없는 현

실이다. 본 연구는 유아의 채소 섭취행동을 변화시

킬 수 있는 채소놀이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

고 있어 보육시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 

적어도 주 3회 3주 이상이 되면 유아 채소 섭취행

동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어 

보육기관과 유치원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채소놀이 영양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유아기에 가장 큰 영양문제로 지적되는 식품기신

증은 유아의 다양한 식품 섭취 경험을 방해하고, 영

양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식사를 행하게 한다. 특

히 식품기신증을 보이는 유아군은 채소와 과일, 곡

물의 섭취가 부족하여 다양한 식품에 잠재된 비타

민과 무기질의 영양소 섭취 기회를 얻지 못한다

(Falciglia 등 2000). 유아의 채소 편식을 개선하기 위

해 일반적으로 양육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은 달래고, 협박하고, 강제로 먹이기 등이나 이 방

법은 일시적인 섭취 증가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장

기적으로는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증가시키게 된다

(Lee 등 2008). 보육기관이나 유치원에서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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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아의 공격과 떼쓰기 

행동은 체벌, 음식 빼앗기. 억지로 먹이는 등의 사

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도 양육자와 유아의 채소섭취빈도가 매우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므로 보육시설에서 교사가 채

소섭취모습을 자주 유아에게 보여주고 긍정적 신호

를 보내주는 의도적인 행동을 보여 유아의 식습관

형성에 의미 있는 자극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상북도 상주시 Y유치원 원아 56명을 

대상으로 급식시간에 6종의 채소 30 g의 단순노출과 

채소놀이 영양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유아의 채소

섭취변화를 조사하였다. 유아의 채소 섭취 변화를 

조사하였다. 연구를 위한 실험은 2017년 6월 12일부

터 2017년 8월 2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SPSS WIN 

22.0을 사용하여 빈도, 평균, t-test, 상관관계, 회귀분

석을 실행하여 채소 섭취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보육기관과 유치원에서 유아의 채

소 섭취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영양교육 자료로 활

용되기를 기대하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양육자의 채소 섭취빈도와 유아의 채소 섭취빈도

와의 상관관계는 풋고추, 버섯류를 제외한 오이, 

당근, 배추, 무, 브로콜리, 파프리카, 시금치, 호박, 

콩나물, 숙주, 양배추, 상추, 우엉, 연근, 적채, 깻

잎, 양파, 양상추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유아

의 채소 섭취는 양육자의 채소 섭취에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채소놀이 영양교육 프로그램 없이 단순노출만 한 

실험군에서 채소 섭취량 변화를 회귀분석 한 결

과, 단순노출의 기간이 길어지면 유아의 채소섭

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5).

3. 단순노출과 채소놀이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병행

한 실험군에서 채소 섭취 변화량을 회귀분석 한 

결과 교육 3군에서 교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채소 

섭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

＜0.001). 

4. 실험 종료 1개월 후 실험대상 유아의 채소 섭취

량을 조사한 결과, 사전 조사 시 진행된 5일간의 

평균 채소 섭취량에 비해 노출군(P＜0.001), 교육 

1군(P＜0.001), 교육 3군(P＜0.001)에서 유의한 증

가를 보여 실험의 효과가 한 달간은 지속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유아의 채소 섭취행동을 개선하기 위

한 기존의 인지 중심 교육방법에서 놀이 중심 교육

방법을 제안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연구방법이 

보육시설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

므로 다른 시설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모

델을 제공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유아의 채소 섭취는 채소의 반복노출뿐 아

니라 채소의 조리법, 채소와 함께 공급되는 다른 식

품군 즉, 급식 메뉴의 전체 구성과 그 조리법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또 같은 식탁에 앉아 먹는 또래 

집단의 반응 및 선생님의 급식지도 태도에도 심리

적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가 현장관찰연구

임에 따라 실험 환경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채

소 섭취량 증가에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외생변수

의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극도기피군을 제외한 일반적인 

채소 편식 유아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극도기피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어지길 기

대하는 바이다. 특히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보육시설

에 보내지는 유아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으므

로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 유아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매뉴얼 보급은 시급하

기에 다양한 전문적 교육 매뉴얼 개발과 연구가 진

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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