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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mothers’ perceptions on nutrition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demographical factor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mothers of 511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Busan area. According to the results, 50% of the respondents felt that the preschool years or the lower ele-
mentary grades were proper times to start nutrition education. Furthermore, they preferred school dietitians 
(55.4%), outside professional dietitians (16.3%), nurse teachers (13.8%), class room teachers (11.7%), and pa-
rents (2.8%) as nutrition educators. The mothers who were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s had significantly 
(p<0.001) higher scores regarding the necessity of nutrition education for student growth when compared to 
mothers who were high schools graduates. However, the high school graduates had significantly (p<0.001) 
higher scores than the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s with respect to nutrition education for correcting 
obesity. The order of importance for nutrition education curriculum content was as follows: eating habits, food 
safety, health and disease, maintaining ideal body weight, food waste and environment, basic food knowledge, 
and traditional foods. The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s, and those of ‘A’ group schools, had significantly 
(p<0.001) higher importance scores for proper eating habits. Mothers having experience with nutrition educa-
tion comprised 43.9% of the subjects, and there was a significantly (p<0.05) higher percentage of employed 
mothers as compared to unemployed. Eighty-six percent of the respondents wanted to receive nutrition 
education. For more effective learning, they preferred in-person group education rather than correspondence 
education using e-mails or printed materials from schools.

Key words : nutrition education, perception of mothers, elementary school students, demographical factors



J Korean Diet Assoc 14(3):276-290, 2008 |  277

서 론
한 집단의 영양 상태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 특히 연령, 성별, 거주 지역, 교육정도, 
월수입, 직업유무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뿐 아니라 
가정의 식생활, 부모의 자녀 지도에 대한 태도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 경제적 변화에 따른 여
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은 아동의 영양에도 많은 영향을 주며 아동
의 결식, 영양결손, 영양방임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어머니로서 가족 내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어머니의 식생활
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구
성원 전체의 영양 상태에 직 ․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Ha 1995; Kim 2003). Woo 
(2006)는 자녀의 식습관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어머니가 74.7%라고 보고하였고, Stasch 등
(1970)과 Brown(1967)은 아동의 식습관은 70% 이상
이 어머니에 의해 변화된다고 보고하였다.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도 학부모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Sim 
(1996)은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참
여는 읍면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이, 학력, 수입, 직
업수준이 높은 집단이 더 많이 참여한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중산층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다양하게 
하는 것에 비해 빈민지역은 교육비 부족, 부모의 지
적 능력 부족, 맞벌이로 인한 시간 부족 등의 이유
로 자녀를 직접 가르치거나 관심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되어(Sim 2003) 학부모의 가치관 및 관심은 아
동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령기는 식습관이 형성되고 고정화되는 시기이므
로 가정 및 학교에서 영양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실
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1900년 이후부터 
영양교육이 실시되면서 대부분 연방 정부기관과 주
정부의 부처 및 지역사회 내의 기관들이 학교와 연
계되어 EFNEP(The Expended Food and Nutrition 

Education Program), TN(Team Nutrition) 등 체계적인 
교육이 정책적으로 수행되고 있다(Burney & Haughton 
2002; Levine 등 2002; Martha & Raidl 2004). 그리고 
대상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영양교육이 실시되고 있
는데 특히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MCHB(Maternal 
Child Health Bureau)는 자녀의 영양과 건강관리를 위
한 영양 검색과 판정, 상담, 영양교육의 다양한 프로
그램을 지원하고 있다(Jamie 등 2006).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자녀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부모를 학생과 함께 영양교육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부모의 영양교육에 대한 요구 및 참여 능력
은 가족의 생활양식, 가족구성, 어머니의 직업의 유
무 등에 의해 다르다고 보고되었다(Wagner 등 1992; 
Shannon 등 1994). 국내의 경우 학부모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영
양교육 인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어머
니는 식생활관리자로서 자녀들의 식습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파악할 때(Lee & Jung 2005), 
어머니를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영양교육 실시를 위
해서는 학부모의 교육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고, 앞으로는 사회 ․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도 학교 교육은 전통적인 학교나 교사중
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사, 학부모, 학생이 교육의 
세 주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모든 학교 교
육 단계에서 교육의 성공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는 학부모의 교육 협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
다. Kang 등(2004)은 영양교육 대상자와 함께 생활
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
는 것이 영양교육의 효과성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
하다고 보고하여 초등학교에서의 영양교육 시 학부
모 협력의 필요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영양교육
방법은 대부분 가정통신문이나 담임선생님을 통한 
간접방법을 활용하며 일부 직접상담, 급식과 관련된 
홈페이지 운영, 가정안내문 발행 등 소극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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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영양교육이 수행되었다(Suh & Kim 1998; Park 
2001; Park & Jang 2004). 특히 부모가 식생활 개선
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도 식생활 습관을 구체적
으로 바꾸는 방법과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는 현
재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
라서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육 실시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동뿐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영양교
육도 실시된다면 학교와 가정에서의 영양교육의 병
행이라는 면에서 볼 때 영양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동안 학교에서 아동을 대
상으로 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학교 영양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부모에게 필요한 영양교육 실시 방안에 대한 연
구는 미미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식습관에 영향을 주
는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 영양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어머니에 대한 영양교육 견해
를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학교에서 영양교육에 대한 
지침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조사의 연구대상은 부산교육청에 의뢰하여 학

교규모가 유사한 총 6개교를 표본으로 지정하여 초
등학생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지역교육청에 소속된 초등학교 1개 교당 120명, 
총 7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예비조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1개교 초등학교
를 임의로 선정한 후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 ․ 보완하
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연구대상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담임선
생님께 연구의 목적과 조사의 방법을 설명하고 협조

를 구하여 담임선생님 지도하에 학생들에게 개발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가정으로 전달하여 어머니가 직
접 기록하게 하는 자가 기록방법을 이용하였다. 배부
된 720분의 설문지 중 676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 93.9%), 이 중 성별이 남성이라고 응답된 경우와 일
관성이 없거나 미기재된 응답이 있는 65부를 제외하
고 총 611부(84.9%)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2006년 11월 20일∼2006년 
11월 23일에, 본 조사는 2006년 12월 5일∼12월 12
일에 수행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Kim & Lee 1996; 

Kim 등 1999; Lee & Woo 1999; Kim 등 2004; Lee 
등 2005)를 기초로 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 보
완 후, 본 연구에 맞게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대상 학부모
의 나이, 성별, 학력, 어머니 직업의 유무, 가족의 
월소득,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급지로 구성하였다. 
급지란 교통이 편리하고 교사들의 출 ․ 퇴근이 용이
한 지역을 편이상 지칭한 용어이다. 그러나 실제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A급지는 비교적 생활환경이 부
유하고 부모의 교육 관심도가 높은 편, B급지는 비
교적 생활환경이 중간 정도이고 부모의 교육 관심
도가 보통인 편, C급지는 비교적 생활환경이 타 지
역에 비해 떨어지고 부모의 교육관심도가 낮은 편
으로 분류하고 있다(Lee 1997). 자녀의 영양교육에 
대한 견해 항목은 자녀의 영양교육 정기적 수업에 
대한 인식, 영양교육 실시시기, 영양교육 배정시간 
및 횟수, 영양교육의 실시 이유,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어머니의 영양
교육에 대한 항목은 학부모의 영양교육 경험 유무 
및 학부모의 영양교육 요구, 학부모 영양교육 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척도는, 학교에서 자녀에게 영양교육의 필요 
이유에 관한 항목은 적절한 성장발육, 올바른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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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tems N %

School group

A Group 215  35.2

B Group 287  47.0

C Group 109  17.8

Total 611 100.0

Age

≤35  97  16.6

36∼40 337  57.5

41∼45 109  18.6

46≤  43   7.3

Total 596 100.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67  61.4

College 103  17.2

University 128  21.4

Total 598 100.0

Occupation 

Yes 331  55.3

No 268  44.7

Total   0 100.0

Household 
monthly income
(1,000 won)

＜200 137  23.0

200≤ ∼ ＜300 246  41.3

300≤ ∼ ＜400 136  22.8

400≤  77  12.9

Total 596   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예절, 편식교정 등 6문항에 대해 1부터 6까지의 순
위를 적도록 하는 순위척도를 이용하였고,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항목은 올바른 식습관, 
체중관리, 영양소의 역할과 기초식품군 등 총 9문항
에 대해 Likert의 5점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5점: 매우 중요하다)를 이용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영양교육 방법 항목은 정기적 집단교육, 유인물, 학
교홈페이지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5점 척
도(1점: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5점: 매우 효과적이
다)를 이용하였다.

3. 통계처리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사항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
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영양교육 실시, 시기, 
시간 등은 x2-test를 사용하였고, 자녀의 영양교육 필
요정도와 이유,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도는 oneway 
ANOVA를 사용하였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급지별 분
포는 A급지 35.2%, B급지 47.0%, C급지 17.8%로 나
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만 36∼40세가 57.5%로 가장 높
은 분포를 보였고, 만 41∼45세 18.6%, 만 46세 이상 
7.3%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가 30대 후반에 분포하
고 있었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61.4%로 가장 높았
고, 대졸 이상은 21.4%, 전문대졸은 1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서, 직업이 있는 어머니는 
55.3%, 직업이 없는 어머니는 44.7%이고, 가정의 월 
소득은 200만원 미만 23.0%, 200∼300만원 41.3%, 
300∼400만원 22.8%, 400만원 이상 14.9%로 우리나
라 30∼40대 인구의 가정의 월소득 평균금액인 264
만원이므로 조사대상자의 소득과 분포와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6).

2. 자녀의 영양교육 실시 및 교육 담당자에 대한 견해
학교에서의 자녀의 영양교육 실시 시기 및 영양교

육 횟수에 대한 어머니의 견해 결과를 Table 2에 제
시하였다. 학교에서 영양교육 실시 시기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의 49.9%가 취학 전, 39.1%가 초등학교 저
학년, 11.0%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나타나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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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tems
Lifetime for nutrition education Frequency of nutrition education

Preschool 1st-3rd grade 4th-6th grade ＞1/week 2/month ＜1/month

School 

A group #108 (505) #88 (41.1)  19 ( 8.4)  56 (26.3)  74 (34.1)  #85 (39.7)

B group 140 (49.1) 112 (38.6) #13 (11.9)  #81 (27.7)  96 (34.0) #110 (38.2)

C group  #57 (52.3)  39 (35.8)  13 (11.9)  #31 (28.4)  #40 (36.7)  38 (34.9)

x2 2.454 0.837

Age

≤35  47 (48.5)  #41 (42.3)  9 ( 9.3)  22 (22.7) #35 (36.1)  #40 (41.2)

36∼40 166 (49.3) #131 (38.9) #40 (11.9)  #94 (27.9) 112 (33.2) #131 (38.9)

41∼45 #56 (51.4)  #43 (39.4)  10 ( 9.2)  #34 (31.2)  37 (33.9)  38 (34.9)

46≤ #25 (58.1)  15 (34.9)  3 ( 7.0)  11 (25.6) #16 (37.2)  16 (37.2)

x2 2.552 2.34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64 (44.7) #157 (42.8) #46 (12.5) #115 (31.3) 117 (31.9) 135 (36.8)

College #55 (53.4)  39 (37.9)   9 ( 8.7)  24 (23.3)  33 (32.0) #46 (44.7)

University #81 (63.3)  39 (30.5)   8 ( 6.3)  25 (19.5) #53 (41.4) #50 (39.1)

x2 14.463** 9.563*

Occupation

Yes #167 (50.5) 128 (38.7)  36 (10.9)  #98 (29.6) #124 (37.5) 109 (32.9)

No 131 (48.9) #107 (39.9) #30 (11.2)  64 (23.9)  85 (31.7) #119 (44.4)

x2 0.147 8.318*

Household 
monthly income
 (1,000 won)

＜200 126 (46.8) #108 (40.1) #35 (13.0)  #77 (28.6)  92 (34.2) 100 (37.2)

200≤∼＜300  57 (50.0)  #46 (40.4)  11 ( 9.6)  #32 (28.1)  39 (34.2)  43 (37.7)

300≤∼＜400 #79 (58.1)  47 (34.6)  10 ( 7.4)  35 (25.7)  #51 (37.5)  50 (36.8)

400≤  38 (49.4)  #33 (42.9)  99 ( 7.7)  16 (20.8)  24 (31.2) #37 (48.1)

x2 6.944 4.175

Total 205 (49.9) 239 (39.1)  67 (11.0) 168 (27.5) 210 (34.4) 233 (38.1)

* p＜0.05, ** p＜0.01
# Observed value ＞ Expected value

Table 2. Life time and frequency for nutrition education. N (%) 

식습관이 형성되기 전인 어릴 때 영양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차이에서, 고졸 이
하 어머니는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에서 영양교육
이 실시되기를, 전문대졸과 대졸 어머니는 취학 전 
영양교육 실시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유의적인 차이(p＜0.01)를 보였다. 학교 급지, 
연령, 어머니의 직업의 유무, 가정의 월 소득에 따른 
영양교육의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양교육 실시횟수에서, 한 달에 1회 이하 실시가 
38.1%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고, 34.4%는 한 
달에 2회 실시, 27.2% 주 1회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
다.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고졸 이하 어머니는 주 1

회 이상 실시를, 전문대졸 어머니는 한 달에 1회 이
하 실시를, 대졸 이상 어머니는 한 달에 2회 실시, 
한 달에 1회 실시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p＜0.05)를 보였다. 어머니의 
직업의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 어머니가 직업이 있을 
경우 주 1회 이상 실시,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 
1달에 1회 미만 실시의 항목이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자녀의 영양교육 실시시간 및 영양교육 담당자에 
대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영양교육 실시
시간에 대해 어머니의 49.6%가 체육이나 실과와 같
은 관련교과를 통한 수업을 원하고, 22.6%는 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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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tem

Proper school hour Educator

Course of 
study

Special
activity

Meal 
service

Home 
room

School 
broadcast

Nutrition 
counseling

Class 
room 

teacher

School 
dietitian

Nurse 
teacher Parents Specialist 

dietitian 

School 

A Group #115 (53.3) #21 ( 9.8) 46 (21.5) 20 ( 9.3) #10 ( 4.7) #3 (1.4) 21 ( 9.9) 116 (54.0) 29 (13.6)  6 (2.8) #42 (19.7)

B group 135 (46.7) 21 ( 7.4) 64 (22.5) #33 (11.6) #30 (10.5) #4 (1.4) #39 (13.8) #160 (56.2) #40 (14.1)  5 (1.8) 41 (14.1)

C group  #53 (49.5) #11 (10.3) #27 (25.2)  5 ( 4.7) #10 ( 9.3) 1 (0.9) #11 (10.2) #60 (55.6) 15 (13.9) #6 (5.6) 16 (14.8)

x2 12.036 12.810*

Age

≤35  #54 (55.7)  6 ( 6.2)  18 (18.6)  10 (10.3)  6 ( 6.2) #3 (3.1)  8 ( 8.3) #55 (57.3) 10 (10.4) #3 (3.1) #20 (20.8)

36∼40 169 (50.3) #27 ( 8.0) #77 (22.9)  32 ( 9.5) #26 ( 7.7) 5 (1.5) 35 (10.4) 184 (54.9) #56 (16.7)  8 (2.4) 52 (15.5)

41∼45  48 (44.4)  7 ( 6.5) #29 (26.9) #13 (12.0) #11 (10.2)  0 ( 0) #18 (16.5) 59 (54.1) 14 (12.8)  2 (1.8) 16 (14.7)

46≤  #24 (55.8)  #5 (11.6)  9 (20.9)   3 ( 7.0)  2 ( 4.7)  0 ( 0)  #7 (16.7) #25 (59.5)  1 ( 2.4) #2 (4.8)  #7 (16.7)

x2 11.369 14.14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68 (45.9) #37 (10.1) #91 (24.9)  35 ( 9.6) 31 ( 8.5) 4 (1.1) #46 (12.6) 200 (54.8) 49 (13.4) #10 (2.7) 60 (16.4)

College  #65 (63.1)  5 ( 4.9) 19 (18.4)   5 ( 4.9)  8 ( 7.8) 1 (1.0) 7 ( 6.9)  54 (53.5) #19 (18.8) #4 (4.0) #17 (16.8)

University  #66 (52.0)  7 ( 5.5) 24 (18.9)  17 (13.4) 10 ( 7.9) #3 (2.4) #17 (13.3) #74 (57.8) 15 (11.7)  1 (0.8) 21 (16.4)

x2 17.043 7.371

Occupation

Yes #164 (49.8) #30 ( 9.1) #74 (22.5)  30 ( 9.1) #28 ( 8.5) 3 (0.9) #50 (15.2) 167 (50.8) #51 (15.5) #11 (3.3) 50 (15.2)

No 133 (49.6) 21 ( 7.8) 60 (22.4) #27 (10.1) 22 ( 8.2) 5 (1.9) 20 ( 7.5) #164 (61.7) 33 (12.4)  4 (1.5) #45 (16.9)

x2 1.447 13.755**

Household 
monthly 
income

(1,000won)

＜200 128 (47.6) #29 (10.8) #69 (25.7)  24 ( 8.9) 17 ( 6.3) 2 (0.7) 25 ( 9.3) 148 (55.2) #41 (15.3) 13 (4.9) 41 (15.3)

200≤∼＜300  56 (49.6) #10 ( 8.8) #27 (23.9) #11 ( 9.7)  7 ( 6.2) #2 (1.8) #16 (14.0)  62 (54.4) 14 (12.3)  3 (2.6) #19 (16.7)

300≤∼＜400  #73 (54.1)  8 ( 5.9) 20 (14.8) #17 (12.6) #16 (11.9) 1 (0.7) #16 (11.9)  74 (55.2) #20 (14.9)  1 (0.7) #23 (17.2)

400≤  #41 (53.2)  3 ( 3.9) 17 (22.1)   5 ( 6.5)  #9 (11.7) 2 (2.6) #10 (13.2) #44 (57.9)  7 ( 9.2)  0 ( 0) #15 (19.7)

x2 19.940 12.685

Total 303 (49.6) 53 ( 8.8) 137 (22.6)  58 ( 9.5) 50 (8.2) 8 (1.3) 71 (11.7) 336 (55.4) 84 (13.8) 17 (2.8) 99 (16.3)
# Observed value ＞ Expected value
* p＜0.05, ** p＜0.01

Table 3. School hour and educator for nutrition education. N (%) 

식시간에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교육을 받기를 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육 실시 시간에 대해
서는 급지, 연령, 학력 등의 특성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영양교육 담당자에 대해 학교영양사 55.4%, 
외부 전문 영양 강사 16.3% , 보건교사 13.8%가, 담
임교사 11.7%가, 부모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
교 급지에 따른 차이에서, 자녀의 영양교육 담당자
를 A급지는 외부 전문영양강사, B급지는 담임교사, 
학교영양사, 보건교사, C급지는 담임교사, 학교영양
사, 학부모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유의적인 차이(p＜0.01)를 보였다.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 어머니가 직업이 있을 경우
에는 담임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는 학교영양사, 외부 전문영양강사에서 관
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
(p＜0.01)를 보였다. 그러나 연령,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차이는 영양교육 담당자의 유의적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3. 자녀의 영양교육 필요 정도 및 중요도에 대한 견해
자녀의 영양교육 필요 정도 및 이유에 대한 인식 결

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자녀 영양교육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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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tems
Necessity of 

nutrition 
education1)

Reason of necessity for nutrition education2)

Proper growth Good table 
manners

Correction of 
unbalanced diet

Correction of 
obesity

Prevention of 
disease

Learn about 
food & 
nutrition

School 

A group 4.58±0.52 5.44±0.96 3.58±1.50 3.81±1.27  2.34±1.19a 3) 3.84±1.41 1.99±1.32

B group 4.50±0.62 5.24±1.25 3.74±1.52 3.91±1.35 2.61±1.37b 3.60±1.39 2.06±1.43

C group 4.50±0.74 5.34±1.12 3.73±1.52 3.54±1.44 2.74±1.43b 3.71±1.49 2.26±1.49

F value 1.378 2.014 0.761 2.516 4.431* 1.682 2.249

Age

≤35 4.48±0.61 5.18±1.26 3.80±1.54  3.70±1.22ab 2.46±1.29a 3.87±1.50 2.11±1.49

36∼40 4.54±0.61 5.39±1.10 3.59±1.50 3.94±1.33b 2.46±1.28a 3.69±1.38 2.06±1.36

41∼45 4.56±0.62 5.34±1.10 3.75±1.45  3.71±1.37ab 2.46±1.35a 3.70±1.44 2.16±1.47

46≤ 4.56±0.50 5.14±1.19 3.98±1.67 3.40±1.55a 3.09±1.38b 3.65±1.45 2.09±1.57

F value 0.325 1.183 1.173 2.803* 3.119* 0.422 0.12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4.49±0.64 5.21±1.20a 3.72±1.56 3.80±1.40 2.68±1.37b 3.68±1.45 2.12±1.46

College 4.57±0.61 5.60±0.98b 3.65±1.44 3.76±1.21 2.25±1.15a 3.79±1.31 2.05±1.36

University 4.58±0.53 5.48±0.95b 3.67±1.42 3.93±1.26 2.28±1.17a 3.68±1.41 1.96±1.30

F value 1.157 5.733*** 0.089 0.531 6.804*** 0.271 0.639

Occupation

Yes 4.57±0.60 5.32±1.18 3.62±1.47 3.82±1.39 2.57±1.38 3.72±1.41 2.14±1.45

No 4.48±0.61 5.37±1.07 3.76±1.53 3.82±1.26 2.47±1.24 3.69±1.43 1.98±1.36

T value 1.885 -0.445 -1.147 -0.014 0.914 0.301 1.376

Household 
monthly income
(1,000 won) 

＜200 4.52±0.63 5.20±1.26 3.69±1.60 3.74±1.39ab 2.68±1.40 3.80±1.43 2.16±1.43b

200≤∼＜300 4.51±0.64 5.33±1.21 3.79±1.44 4.08±1.27b 2.63±1.14 3.50±1.43 1.67±1.11a

300≤∼＜400 4.55±0.58 5.46±0.89 3.67±1.39 3.97±1.32b 2.35±1.26 3.65±1.40 2.08±1.49b

400≤ 4.57±0.55 5.53±0.93 3.50±1.50 3.43±1.25a 2.46±1.43 3.75±1.41 2.33±1.51b

F value 0.238 2.388 0.514 4.131*** 1.942 1.126 4.014***

Total 4.53±0.61 5.33±1.13 3.69±1.51 3.81±1.34 2.54±1.33 3.71±1.42 2.08±1.41
1) Scale score : 1 (very not necessary)∼5 (very necessary) 
2) Reason of necessity : 1 (the 6th rank)∼t (the lst rank) 
3) Superscripts with different alphabets in column are significa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01

Table 4. Necessity and reason for nutrition education. Mean±SD

요에 대한 인식 점수에서, 영양교육의 필요성 점수는 
4.53점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급지에 따른 차이에서는 
A급지가,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41~45세와 46세 이
상에서,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대졸 이상
이, 가정의 월 소득에서는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어머니의 경우에 영양교육 필요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
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양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적절
한 성장발육’이 5.3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급지에 따른 차이에서 B급지 및 C급지가 A급지보다 
‘비만학생 지도’에서 유의적(p＜0.05)으로 높은 점수
를 나타냈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35세 미만이 46세 
이상보다 ‘편식교정’이 유의적(p＜0.05)으로 높은 인
식 점수를 보였고, ‘비만학생 지도’는 46세 이상의 어
머니에서 유의적(p＜0.05)으로 높은 인식 점수를 나타
냈다.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적절한 성장발육’과 ‘비
만학생 지도’는 고졸 이하가 전문대졸, 대졸 이상보다 
유의적(p＜0.001)으로 높은 인식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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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tem

Importance1) of nutrition education contents 

Proper 
eating 
habit

Keeping 
ideal body 

weight

Health & 
disease

Basic 
knowledge 
about food

Food
safety

Tip of food 
selection

Table 
manners

Traditional 
food

Food waste 
& 

environment

School

A group 4.69±0.472) 4.25±0.70 4.43±0.72 4.13±0.72 4.51±0.56 4.37±0.65 4.35±0.62 4.14±0.69 4.38±0.65

B group 4.50±0.54b 4.21±0.66 4.38±0.63 4.07±0.70 4.44±0.59 4.27±0.61 4.29±0.61 4.01±0.72 4.31±0.68

C group 4.47±0.63b 4.17±0.70 4.40±0.64 3.97±0.73 4.46±0.55 4.18±0.70 4.26±0.67 4.01±0.78 4.42±0.55

F value 9.792*** 0.394 0.399 1.744 1.035 2.866 2.222 2.170 1.724

Age

≤35 4.53±0.561 4.23±0.67 4.44±0.60 4.15±0.74b 4.48±0.56 4.33±0.68 4.27±0.60 4.10±0.74b 4.42±0.63

36~40 4.57±0.51 4.22±0.67 4.40±0.67 4.09±0.68b 4.46±0.58 4.30±0.62 4.31±0.59 4.09±0.69b 4.36±0.60

41~45 4.64±0.59 4.29±0.68 4.43±0.63 4.12±0.69b 4.52±0.56 4.32±0.59 4.32±0.61 4.07±0.71b 4.40±0.61

46≤ 4.51±0.55 4.12±0.82 4.42±0.79 3.74±0.86a 4.38±0.58 4.12±0.79 4.26±0.62 3.67±0.78a 4.33±0.68

F value 0.195 0.726 0.618 3.728* 0.647 1.305 0.262 4.518* 0.362

Education 
level

High school 4.50±0.57a 4.22±0.67 4.39±0.64 4.04±0.71 4.45±0.58 4.24±0.66a 4.28±0.60 4.03±0.75 4.35±0.64

College 4.63±0.49b 4.27±0.70 4.45±0.69 4.15±0.62 4.51±0.56 4.33±0.62ab 4.24±0.64 4.02±0.68 4.37±0.63

University 4.66±0.48b 4.22±0.61 4.40±0.65 4.16±0.69 4.48±0.56 4.40±0.59b 4.39±0.56 4.13±0.65 4.36±0.66

F value 5.071** 0.267 0.276 2.003 0.339 3.308* 1.970 0.971 0.067

Occupation

Yes 4.57±0.53 4.22±0.68 4.40±0.66 4.10±0.75 4.45±0.57 4.35±0.63 4.30±0.62 4.10±0.70 4.38±0.64

No 4.56±0.56 4.22±0.68 4.39±0.67 4.05±0.66 4.48±0.57 4.22±0.65 4.29±0.59 4.01±0.74 4.32±0.65

T value 0.339 -0.017 0.150 0.910 -0.658 2.340* 0.090 1.455 1.133

Household 
monthly 
income
(1,000won)

＜200 4.52±0.54 4.24±0.70 4.43±0.69 4.08±0.77 4.50±0.58 4.24±0.66 4.26±0.62 4.05±0.74 4.36±0.66

200≤∼＜300 4.61±0.51 4.23±0.69 4.43±0.61 4.05±0.65 4.51±0.60 4.41±0.61 4.31±0.65 4.09±0.71 4.36±0.61

300≤∼＜400 4.60±0.49 4.14±0.65 4.36±0.66 4.05±0.65 4.42±0.54 4.25±0.63 4.30±0.55 3.98±0.72 4.32±0.64

400≤ 4.66±0.50 4.34±0.60 4.38±0.67 4.17±0.70 4.42±0.57 4.39±0.69 4.36±0.63 4.16±0.67 4.39±0.65

F value 1.758 1.573 0.416 0.570 0.898 2.591 0.530 1.018 0.269

Total 4.56±0.54 4.22±0.68 4.40±0.66 4.07±0.71 4.47±0.57 4.29±0.64 4.29±0.61 4.05±0.72 4.36±0.64
1) Scale score : 1 (very not important)∼5 (very important)
2) Superscripts with different alphabets in column are significa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1 *** p＜0.001

Table 5. Importance of nutrition education contents. Mean±SD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도는 ‘올바른 식
습관’은 4.56점으로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
음은 안전한 식품섭취＞건강 ․ 질병문제＞음식물쓰
레기 줄이기 및 환경문제＞건강한 체중관리＞식품
선택과 섭취＞식사예절＞영양소의 역할 및 기초식
품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의 평균 4.00점 
이상으로 나타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급지에 따른 차이에서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중
요도는 A급지가 B급지 및 C급지보다 유의적(p＜ 
0.001)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연령에 따른 차이에

서는 45세 이하가 46세 이상보다 ‘영양소의 역할 ․ 기
초식품군’과 ‘전통식문화’에서 유의적(p＜0.05)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올바른 
식습관’은 전문대졸 및 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보다 
유의적(p＜0.01)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어머니 직
업 유무에서는 직업이 있는 어머니가 ‘식품선택과 섭
취’에서 유의적(p＜0.05)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상을 살펴볼 때,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중요도 점
수는 A급지와 학력이 높은 어머니가 높았고, B, C급지 
및 고졸 이하 학력에서는 낮게 나타나 인구사회학적 측
면이 영양교육 내용에 영향을 준다고 사려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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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tems
Experience 

of nutrition education
Necessity of nutrition education 

about mother

Yes No Yes No

School

A group #103 (60.6)  68 (39.4) #186 (87.3) 27 (12.7)

B group  112 (44.0) #142 (56.0) 240 (85.4) #42 (14.6)

C group   42 (43.8)  #54 (56.3) #95 (88.0) 13 (12.0)

x2 12.810** 0.486

Age

≤35   28 (34.6) #53 (65.4)  #83 (89.2) 10 (10.8)

36∼40 #153 (52.8) 137 (47.2) #295 (88.6) 38 (11.4)

41∼45  #54 (55.7)  43 (44.3)  88 (80.7) #21 (19.3)

46≤   11 (33.3) #22 (66.7)  34 (79.1) #9 (20.9)

x2 13.356** 6.98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38 (44.2) #174 (55.8) #313 (86.7) 48 (13.3)

College #49 (52.1)  45 (47.9)  #93 (90.3) 10 ( 9.7)

University #66 (62.3)  40 (37.7) 105 (82.7) #22 (17.3)

x2 10.633** 2.863

Occupation

Yes #150 (53.0)  133 (47.0) #289 (88.9) 36 (11.1)

No  100 (43.9) #128 (56.1) 222 (83.5) #44 (16.5)

x2 4.255* 3.732

Household monthly 
income
 (1,000 won)

＜200  92 (40.7) #134 (59.3) #230 (86.8) 35 (13.2)

200≤∼＜300 #52 (55.3)  42 (44.7) #100 (88.5) 13 (11.5)

300≤∼＜400 #60 (50.0)  60 (50.0) #116 (87.2) 17 (12.8)

400≤ #42 (62.7)  25 (37.3)  61 (79.2) #16 (20.8)

x2 12.750** 3.853

Total 257 (49.3) 264 (50.7) 521 (86.4) 82 (13.6)
# Observed value ＞ Expected value
* p＜0.05, ** p＜0.01

Table 6. Experience and necessity of nutrition education about mother. N (%)

4.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영양교육 요구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유무와 영양교육의 요구

에 대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영
양교육의 경험의 유무는 전체 총 응답자 중 49.3%
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지에 따른 차이에서 영양교육 경험 유무는 A급
지는 ‘경험 있다’, B급지와 C급지는 ‘경험 없다’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
의적인 차이(p＜0.01)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
서, 35세 이하와 46세 이상은 ‘경험 없다’, 36∼40세
와 41∼45세는 ‘경험 있다’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

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p＜0.01)를 
보였다.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고졸 이하에서는 ‘경
험 없다’,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에서는 ‘경험 있다’
가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p＜0.01)를 보였다. 어머니 직업의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 ‘경험 있다’,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경험 없다’의 항목에서 관측치
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의적인 차이(p＜0.05)를 
보였다. 가정의 월소득의 에 따른 차이에서 2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경험 없다’,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의 경우에서는 ‘경
험있다’가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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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tems
Face to face education Correspondence education

Regular group 
education

Nutrition guidance 
clinic Printing materials Homepage e-mail

School

A group  3.41±0.841) 3.15±0.90  3.30±0.83b 2) 3.22±0.92 2.98±0.92

B group 3.39±0.75 3.29±0.87 3.23±0.82b 3.33±0.83 3.10±0.94

C group 3.39±0.85 3.37±0.76 3.02±0.97a 3.42±0.87 2.99±0.97

F value 0.148 2.087 3.308* 1.862 1.115

Age

≤35 3.42±0.76 3.26±0.68 3.14±0.86 3.29±0.86 3.08±0.94

36~40 3.35±0.80 3.20±0.89 3.27±0.83 3.36±0.85 3.08±0.89

41~45 3.39±0.82 3.29±0.83 3.24±0.88 3.14±0.94 2.85±0.95

46≤ 3.53±0.88 3.42±1.06 3.00±0.99 3.26±0.94 2.95±1.20

F value 0.692 0.886 1.481 1.604 1.627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40±0.79 3.28±0.86 3.16±0.90 3.35±0.85 3.01±0.95

College 3.32±0.84 3.25±0.82 3.37±0.82 3.34±0.88 3.00±0.90

University 3.41±0.82 3.16±0.89 3.24±0.76 3.16±0.90 3.12±0.91

F value 0.464 0.798 2.414 2.196 0.631

Occupation

Yes 3.35±0.83 3.27±0.83 3.25±0.82 3.36±0.88 3.09±0.94

No 3.43±0.77 3.22±0.90 3.17±0.90 3.24±0.87 2.98±0.93

T value 1.038 0.699 1.071 1.590 1.291

Household monthly 
income
(1,000 won)

＜200 3.40±0.82 3.28±0.86 3.20±0.89 3.36±0.84 3.01±0.95

200≤∼＜300 3.47±0.74 3.35±0.87 3.28±0.85 3.36±0.91 3.08±1.01

300≤∼＜400 3.33±0.83 3.18±0.89 3.15±0.85 3.28±0.90 2.98±0.91

400≤ 3.38±0.79 3.10±0.80 3.29±0.81 3.12±0.90 3.10±0.88

F value 0.605 1.427 0.615 1.508 0.348

3.39±0.80 3.25±0.86 3.22±0.86 3.30±0.87 3.04±0.94

Total 3.30±0.67 3.15±0.65

T-value    4.089***
1) Sacles scores : 1 (very not effective)∼5 (very effective)
2) Superscripts with different alphabets in column are significa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01

Table 7. Recognition of effective nutrition education method. Mean±SD

의적인 차이(p＜0.01)를 보였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은 어머

니의 86.4%가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지, 연령, 학력, 직업의 유
무, 가정의 월소득 차이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으나 급지에서는 A급지와 C급지가, 연령
에서는 35세 이하와 30∼40세가,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가, 또한 직업이 있는 어머니에서 관측치가 기
대치 보다 높게 나타났다. 

5.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 방법 및 효과에 대한 
견해

학교에서 어머니에 대한 영양교육 실시 시 영양
교육 방법의 효과에 대한 인식 결과를 Table 7에 제
시하였다. 영양교육 방법의 효과에 대해 대면교육 
방법이 3.30점으로 통신교육 방법보다 유의적(p＜ 
0.001)으로 효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각 영양교육 방법에서는 정기적 집단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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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점, 학교 홈페이지의 급식게시판은 3.30점, 영양
상담실 운영은 3.25점, 유인물이 3.22점, 이메일을 통
한 영양상담이 3.04점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가
장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인물을 통한 영
양교육 실시에 대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다고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지에 따른 차이에서, 유인물 제공의 영양교육 
효과에 대해 A급지 및 B급지가 C급지보다 유의적(p
＜0.05)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 학력, 직업의 유
무, 가정의 월소득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고 찰
초등학교 시기는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능력과 더

불어 식생활 습관을 습득하는 시기로 어릴 때 형성
된 식품에 대한 경험과 가치관은 일생동안의 영양 
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집단의 영양 
상태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특히 
연령, 성별, 거주지역, 교육정도, 월수입, 직업유무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가정의 식생활뿐 아니
라 부모의 자녀를 지도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에 따른 자녀와 학부모의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조
사를 통해 향후 학교에서 영양교육지침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학교에서의 영양교육실시 시기에 대해 
전체응답 어머니 중의 과반수이상이 ‘취학 전’과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답하여 자녀의 식습관이 형
성되기 전인 어릴 때 영양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적
절한 영양교육 시기는 저학년 때의 체격이 고학년 
때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실시되어야 
한다는 Kim 등(2000)의 보고와 일치하는 것이다. 
Choi(2002)의 초등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영양교육 실시시기는 취학 전이 59.1%로 가
장 많았고, 초등학교는 40.1%라 보고하였고, Yoon 
등(2001)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양교육 
실시시기가 유치원 72.1%, 초등학교 22.5%, 중학교 
5.4%라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영양교육 실시시기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
록 취학 전보다 어린 시기에 영양교육을 시작하기
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육 실시횟수에서 ‘한 달에 1회 이하 실시’
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고, ‘한 달에 2회 실
시’, ‘주 1회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Shin 등(2006)
의 연구에서 영양교육 실시횟수에 대해 영양사와 
교장은 ‘일주일에 1∼2시간 정도 할애가능’에 가장 
많이 답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조사대상 
어머니는 영양교육 실시 횟수를 영양사와 교장보다 
적게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 대하여 후속연구를 통하
여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원하는 교육 빈도가 적어졌고, 어머니의 
직업의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 어머니가 직업이 있
을 경우가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더 자주 
교육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
가 직업이 있는 경우 가정 내에서 식습관을 지도할 
시간적 여유와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학교에서 영양
교육을 더 자주 지도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추측
된다. 이로부터 어머니의 사회 경제적인 환경에 따
라 학교에서의 영양교육 실시 시기와 빈도에 대한 
요구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자녀의 영양교육 실시시간에 대하여 체육이나 실
과와 같은 관련교과를 통한 수업을 가장 많이 원하
고, 다음으로 학교급식 시간에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 
영양상담을 통한 영양교육 실시에 대한 인식은 낮
게 나타났다. Yoon 등(2001)의 연구에서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비교해 볼 때 교과 내에서 수
업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급식시간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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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낮게 나타나 본 연구의 어머니의 견해와는 
차이를 보였다. 

자녀의 영양교육 담당자에 대해 어머니는 ‘학교
영양사’, ‘외부 전문 영양강사’, ‘보건교사’, ‘담임교
사’, ‘학부모’의 순으로 원했으며, Choi(2002)의 연구
에서도 영양교육 담당자로 학교급식 영양사, 담임교
사, 보건교사의 순으로 답하여 학부모는 자녀들이 
타 교과 담당교사나 가정에서의 학부모에 의한 지
도 보다는 전문가에 의해 지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핵가족화와 더불어 맞벌이 부부
가 증가하고 생활스타일이 다양해지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영양교육 담당자는 학교 급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A급지는 ‘외부 
전문영양강사’, B급지와 C급지는 ‘담임교사’의 항목
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4.53점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급지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영양교육을 실시해야하는 이유에서 ‘적절한 성장발
육’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영양지식 습득’
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어머니는 학생들의 영양
교육에 대해 영양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보다는 생
활에서 실천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영양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급지에 
따른 차이에서는 ‘비만학생지도’에서 C급지가 유의
적(p＜0.05)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적절한 성장발육’과 ‘비만학생 지도’는 고
졸이하가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최
근 초등학생에게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비만에 
대해서는 생활 환경에 여유가 있고 학력이 높은 가
정보다는 가정 환경에 여유가 없고 학력이 낮은 부
모에서 ‘비만학생 지도’에 대한 영양교육이 필요하
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
한 학부모에 대해서 적극적인 영양교육 및 비만 프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Park 등
(1998)과 Jun & Ro(1998)도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교
육정도, 경제력이 초등학생 자녀의 비만 유발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비만발생은 사회적 ․ 경제

적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도는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났는데 A급지가 B급지와 C급지보다 유의적으로 
중요도 점수가 높았고, 전문대졸, 대졸 이상이 유의
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Park(2001)의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양교육 시 중요하게 다루
어야 할 내용은 ‘올바른 식습관’이 가장 높은 점수
를 보였고 다음은 건강 ․ 성장 및 질병문제라고 보
고하여 본 조사의 학부모의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
도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어머니 직업 유무에
서는 직업이 있는 어머니가 ‘식품선택과 섭취’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어머니가 
직장을 가질 경우 아이가 직접 간식을 선택해야 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인구사회학적 측면이 어머니가 인식하는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다. 

어머니의 영양교육의 경험은 49.3%가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중학생 어머니를 대상으
로 한 연구(Ha 1995)에서 영양교육 경험이 있는 어
머니는 20.2%였고, 부산시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Lee 2006)에서 영양교육 유경험 학부모가 25.2%
라 보고한 것보다 다소 높았는데 이는 최근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어머니의 
경험도 높아진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급지에 따른 
차이에서 A급지는 ‘경험 있다’, B급지와 C급지는 
‘경험 없다’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p＜0.01)를 보였다. 학력
에 따른 차이에서 고졸 이하에서 ‘경험 없다’가, 가
정의 월소득에 따른 차이에서 200만원 미만의 경우
에 ‘경험 없다’가,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유의적인 차이(p＜0.01)를 보였다. Lee(2006)의 
연구에서 영양교육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고소득층
이 중소득층, 저소득층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고 보
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학교에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할 
경우 조사 대상 어머니의 86.4%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Choi(2002)의 초등학교 어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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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3.1%가 영양교육을 받기를 
원했다고 보고하였고 Woo(2006)의 연구에서도 학부
모 대상 영양교육을 실시하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52.5%로 나타났다. 한편 Her 등(2003)의 연구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 경험을 가진 영
양사가 34.3%로 나타나 어머니들은 영양교육을 받
기를 원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적으므로 앞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영
양교육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방안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학교에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을 실시
할 경우 영양교육 방법의 효과에 대해 대면교육 방
법이 통신교육 방법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어머니는 인터넷이나 유인물을 이용한 간접 교육인 
통신교육보다는 학교에서 직접 실시하는 정기적 영
양교육과 영양상담실 운영의 대면교육에 대한 효과
의 인식이 더 높음을 나타냈다. Lee(2006)의 연구에
서 초등학생 학부모의 경우 55.8%가 급식 관련 유인
물을 ‘관심있게 본다’고 답하였고 나머지는 ‘메뉴만 
본다’, ‘전혀 보지 않는다’고 조사되었고, Choi(2002)
의 연구에서도 가정통신문을 통한 영양교육이 효과
적이라는 응답이 48.4%였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와 ‘효과 없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어머니는 대면교
육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
분의 초등학교에서는 영양교육 수단으로 가정통신
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영양교육방법의 개발과 함께 대면교육방
법 실시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연구
되어야 하겠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에서 식생활 관리자로서 자녀들의 

식습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어머니들을 대상으
로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와 학
부모의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학교에

서의 영양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어머니
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
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영양교육 실시시기는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에서 

‘초등학교 이전’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영양교
육 실시횟수는 고졸 이하와 어머니의 직업이 있
는 경우에서 ‘주 1회 이상 실시’가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2. 영양교육 담당자는 학교에서 전문가인 영양사가 
영양교육을 담당해 주기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영양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필요에 대해 ‘적절
한 성장발육’, ‘편식교정’, ‘식품으로 인한 질병 
예방’, ‘식사예절’, ‘비만학생지도’, ‘식품과 영양
지식’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만교육은 A급지보
다 B급지와 C급지에서, 전문대졸, 대졸보다 고졸
이하에서 필요 이유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3. 영양교육 내용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은 ‘올바른 
식습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A급지가 B급
지, C급지보다, 고졸 이하보다 전문대졸, 대졸 이
상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이 
있는 어머니에게서 ‘식품선택과 섭취’가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은 B, C급지에 비해 A급
지, 학력이 높은 경우에 경험이 있다고 응답되는 
비율이 높았으며 대부분의 어머니가 학교에서 영
양교육을 실시할 경우 참석할 의사가 있다고 답
하였다. 교육 방법에 대한 효과는 ‘정기적인 집단
교육’, ‘학교 홈페이지의 급식 게시판’, ‘영양상담
실 운영’, ‘유인물’, ‘이메일’을 통한 영양상담 순
으로 나타났고, 학교에서 직접 실시하는 대면교
육에 대한 효과에 대해 유의적으로 높게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살펴 볼 때, 학교 급지, 어머니의 학력 및 
소득 수준, 직업의 유무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
라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태도에 차이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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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자녀의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도 달리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즉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학교 
영양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학
교에서의 영양교육은 해당 지역 교육 대상자를 고
려하여 취업모 및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위한 다
양한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과 희망자에 한한 영양상담의 요구도
가 높으므로 기존의 소극적인 유인물 제공의 교육
방법을 개선하여 대면교육 등의 좀 더 적극적인 교
육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또한 어머니의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학부모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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