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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perception of nutritional education by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and their parents in terms of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school foodservice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322 parents and 322 students using a questionnaire. Most of the students and parents were satisfied with 
the school foodservices, the most satisfactory component of school foodservice was the “balanced nutrition in-
take”. The students and parents acquired nutritional information from the “school letter” and “Mass media”. 
They trusted professional dietitians, the school and the nutritional information acquired from accredited mass 
media. In regards to the type of nutritional education, 28.9% of parents preferred “clinical nutrition informa-
tion on disease” and 26.9% of parents preferred “nutrition information of food”. In contrast, 33.7% of the 
students preferred the “clinical nutrition information on disease” and 25.4% of the students preferred “right 
eating habit (unbalanced eating, skipping meal)”. The top three reasons for wanting to provide offspring with 
nutritional information was “right eating habit” (48.9%), “correction of unbalanced diet” (19.8%) and “healthy 
physical strength” (12.1%). The dietitians need professionalism to deliver accurate information and knowledge 
relating to the subjects that the users demand and the development of teaching media should be conducted to 
effectively deliver this knowledge.

Key words : school foodservice satisfaction, nutrition educati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ents

서 론

학동기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육이 왕성한 

유아기와 사춘기의 중간에 있으므로 건강유지와 증

진은 물론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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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어야 한다(Kaufmann 등 1975). 2007년 국민건강 ․ 
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6∼11세 아동의 에너지, 칼
슘, 칼륨 및 철의 섭취량이 영양섭취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나트륨, 단백질, 인 등 일부 영양소의 

섭취에서는 영양섭취기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에너지의 필요추정량 125%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15.4%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부

적절한 영양 섭취 양상을 보이고 있다(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Korean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학동기 아동의 영양문제를 시정하고 올바른 식습

관을 형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교사, 영양

교사, 학부모, 어린이의 대부분은 영양교육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있었다(Park & Chang 2004; Lee & 
Jung 2005; Park 등 2006; Shin 등 2006). 한편 2007
년 국민건강 ․ 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6∼11세 아

동 중 21.5%만이 최근 1년 이내에 영양교육이나 상

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양교육

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에 비해 실제 영양교육

의 실시 비율은 낮은 편으로 보인다(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Korean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동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

함으로써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편식의 교정 및 

식습관의 올바른 확립 등의 기능을 하며, 단순히 식

사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양교육을 통하여 

합리적인 식생활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교육

적인 활동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 그러므로 학

동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교에서 학교급식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은 평생 건강 증진 방안

의 하나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Choe 등 2003). 
현재 학교급식 현장에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영

양교사가 영양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Lee 등 2005), 주로 식사 시 급

식지도 및 가정통신문 등의 인쇄매체를 통한 간접

적인 영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Han 등 

1997; Min 등 2006).
한 집단의 영양 상태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영

향을 받는데, 연령, 성별, 거주 지역, 교육 정도, 직

업 유무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정

의 식생활, 부모의 자녀지도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Wang & Zhang 2006; 
Darmon & Drewnowski 2008). 미국의 경우 학교에서 

자녀의 식생활개선을 위해 부모를 학생과 함께 영

양교육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부모를 대상으로 

한 Maternal Child Health Bureau(MCHB)와 같이 자녀

의 영양과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검색과 판정, 상담, 
영양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도 있다(Richmond 등 2006). Kang 등(2004)의 연구에 

의하면 영양교육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영양교

육의 효과성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여, 영

양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전반적인 요구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학교와 가정에서의 영양교육

의 병행이라는 면에서 볼 때 영양교육의 효과를 높

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식습관에 영향을 주

는 부모와 학생들의 학교급식 및 영양교육 관련 인

식 및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학교에서의 급

식 및 영양교육에 대한 지침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충남 일부지역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농촌과 도시형 각 한 학교씩 총 두 학교의 4
∼6학년 학생과 학부모 전체에서 약 70%를 무작위

로 표본을 선정한 후 각 400명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에 실시하였다.
학생은 연구자의 설문조사 내용과 설문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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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Students Factors Parents

Gender

Boys 158 ( 49.1)    Male 227 ( 70.5)

Girls 164 ( 50.9)    Female 95 ( 29.5)

Total 322 (100.0) - 322 (100.0)

Age

11 151 ( 46.9)

12 97 ( 30.1) - -

13 74 ( 23.0)

Total 322 (100.0) -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시 주의사항을 듣고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였다. 학

부모의 경우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설문지를 요청하

였으며, 설문지에 표기된 조사 내용 및 작성 시 주

의사항 안내문을 참고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였다. 수거된 자료(학부모 350부, 학생 335부) 중 응

답이 불충분한 자료(학부모 28부, 학생 13부)를 제외

하고 학부모와 학생에서 각각 322부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학부모용과 학생용으

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급식만족도, 영양

정보 및 영양교육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

구(Hyun 등 2003; Jang & Kim 2005)의 내용을 참고

하여 수정 ․ 보완하였다.
학교급식 만족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

으로 학교급식 만족도 및 만족하는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후 향상되는 

점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영양정보와 

관련하여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정보습득 

방법, 그 정보의 신뢰도와 신뢰의 이유를 물었으며, 
영양교육과 관련하여 영양교육 경험 여부, 가정통신

문에 대한 영양교육으로서의 인식 및 활용도 등을 

묻고, 영양교육의 주제와 영양교육 담당자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학부모를 대

상으로 학교에서 자녀들의 영양교육을 실시하기를 

원하는지와 학교에서 자녀들의 영양교육 실시가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3. 통계처리

조사를 통해 얻어진 모든 결과는 SPSS(version 12.0)
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만족도, 영양정보 및 영양교육실태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일반사항

학부모와 학생들의 성별 및 연령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각각 

49.1%, 50.9%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율이 각각 70.5%와 29.5%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에서 연령별 분포를 보면 11세, 12세, 13세
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각각 46.9%, 30.1%, 
23.0%로 나타났다.

2. 급식 만족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 관련사항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학교급식에 ‘만족하는 편’이
라고 답한 비율은 학생 47.8%, 학부모 53.0%로 나타

났으며, ‘불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학생과 학부모

에서 각각 2.8%와 2.5%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식

에서 만족하는 이유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서 모

두 ‘균형 잡힌 영양섭취’라고 답한 비율이 48.7%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학생의 경우 ‘위생적인 관리(16.0%)’, ‘편식 교정

(15.0%)’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의 경우 ‘편
식 교정(23.2%)’,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식사섭취(도
시락 지참 및 외식에 비해서)(19.1%)’의 순으로 나타

났다. 학교 급식 후 향상되는 점에 대하여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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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Students Parents

Method of acquisition on nutrition information

  School-letter 151 ( 47.6) 119 ( 37.3)

  Internet 42 ( 13.3) 28 (  8.8)

  Mass media 61 ( 19.2) 124 ( 38.9)

  Book 7 (  2.2) 5 (  1.6)

  Neighbor 43 ( 13.6) 34 ( 10.6)

  Magazine 13 (  4.1) 9 (  2.8)

  Total 317 (100.0) 319 (100.0)

Reliability about nutrition information

  Very trust 30 (  9.4) 32 ( 10.0)

  Trust 166 ( 51.9) 139 ( 43.3)

  Normal 122 ( 38.1) 132 ( 41.1)

  Distrust 2 (  0.6) 18 (  5.6)

  Total 320 (100.0) 321 (100.0)

Reason rely on nutrition information

  Material given from nutrition teacher 58 ( 34.3) 81 ( 44.7)

  Material from school 57 ( 33.7) 41 ( 22.7)

  It is broadcasted on TV 22 ( 13.0) 42 ( 23.2)

  Most of people find information
from internet 27 ( 16.0) 13 (  7.2)

  Book issued from publisher 5 (  3.0) 4 (  2.2)

  Total 169 (100.0) 181 (100.0)

Table 3. Nutrition information in subjects.
N (%)

Factor Students Parents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75 ( 23.3) 61 ( 19.1)

  Satisfaction 154 ( 47.8) 169 ( 53.0)

  Normal 84 ( 26.1) 81 ( 25.4)

  Dissatisfaction 9 (  2.8) 8 (  2.5)

  Total 322 (100.0) 319 (100.0)

Satisfaction factor

  Balanced nutrition 146 ( 48.7) 130 ( 44.4)

  Correction of unbalanced diet 45 ( 15.0) 68 ( 23.2)

  Sanitary management 48 ( 16.0) 31 ( 10.6)

  Intimate environment food
materials 19 (  6.3) 8 (  2.7)

  High quality food with less cost 42 ( 14.0) 56 ( 19.1)

  Total 300 (100.0) 293 (100.0)

Improved factors after school foodservice

-

  Concern about nutrition and health 52 ( 16.6)

  Improvement of peer relationship 14 (  4.5)

  Enjoy with studying and school life 31 (  9.9)

  Taking food evenly 126 ( 40.0)

  Decreasing the number of snack
intake 91 ( 29.0)

  Total 314 (100.0)

Table 2. Satisfaction indicators with school foodservice in sub-
jects.

N (%)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식을 골고루 먹게 되었다’ 
40.0%, ‘군것질 횟수가 줄었다’ 29.0%, ‘영양과 건강

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16.6%, ‘공부가 재미있고 학

교생활이 즐거워졌다’ 9.9%, ‘교우관계(협동심, 봉사

정신)가 좋아졌다’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영양정보

영양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사 분석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영양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에 

대해 학생의 경우 ‘학교 가정통신문(47.6%)’, ‘TV, 
신문 등 대중매체(19.2%)’, ‘주변사람(13.6%)’, ‘인터

넷(13.3%)’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에서는 

‘TV, 신문 등 대중매체(38.9%)’, ‘학교 가정통신문

(37.3%)’, ‘주변사람(10.6%)’, ‘인터넷(8.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의 경우 ‘TV, 신문 등 대중매

체’와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영양정보를 얻는다

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76.2%로 나타난 반면, 학생

의 경우 66.8%라고 답해 학생들은 학부모보다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영양정보를 습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영양정보를 주로 습득하는 방법에서 얻을 수 있

는 영양정보에 대한 신뢰도에서 ‘신뢰함’과 ‘매우 

신뢰함’이라고 답한 비율이 학생에서는 61.3%, 학부

모에서는 53.3%로 나타났으며, ‘신뢰하지 않음’이라

고 답한 비율에서 학부모가 5.6%로 학생의 0.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영양정보를 신뢰하는 이유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서 ‘전문인인 영양교사가 보내

오는 자료이므로’라는 이유가 34.3%와 44.7%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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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Students Parents

Experience in participation in nutrition education

  Yes 78 ( 24.4) 60 ( 18.8)

  No 242 ( 75.6) 259 ( 81.2)

  Total 320 (100.0) 319 (100.0)

Institute that subjects participate in nutrition education

  Time of school self-performance 27 ( 35.0) -

  Public health center 11 ( 14.3) 6 ( 10.0)

  School dinning room 16 ( 20.8) -

  Hospital 9 ( 11.7) 10 ( 16.7)

  Preview - 10 ( 16.7)

  Offspring's school - 32 ( 53.3)

  Others 14 ( 18.2) 2 (  3.3)

  Total 77 (100.0) 60 (100.0)

Cognition toward that school letter deems to be nutrition education

  Yes 216 ( 67.5) 199 ( 63.8)

  No 104 ( 32.5) 113 ( 36.2)

  Total 320 (100.0) 312 (100.0)

Use of school letter

  Look at only menu 104 ( 32.3) 79 ( 25.1)

  Thoroughly read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147 ( 45.6) 179 ( 56.8)

  Roughly look and throw away 44 ( 13.7) 44 ( 14.0)

  Don't look at 27 (  8.4) 13 (  4.1)

  Total 322 (100.0) 315 (100.0)

Table 4. Students and parents's experience in participation in 
nutrition education.

N (%)

Factor Students Parents

Subject desired regarding nutrition education

  Nutrition information on food 67 ( 22.1) 81 ( 26.9)

  Information on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33 ( 10.9) 44 ( 14.6)

  Clinical nutrition information on
 disease 102 ( 33.7) 87 ( 28.9)

  Right eating habits 77 ( 25.4) 60 ( 19.9)

  Information on nutrition display of
 produced products 24 (  7.9) 29 (  9.7)

  Total 303 (100.0) 301 (100.0)

Person for nutrition education

  Nutrition teacher 248 ( 78.5) 268 ( 84.8)

  Doctor 21 (  6.6) 11 (  3.5)

  Teacher 12 (  3.8) 5 (  1.6)

  Mess media 8 (  2.5) 12 (  3.8)

  Public health center staff 27 (  8.6) 20 (  6.3)

  Total 316 (100.0) 316 (100.0)

Table 5. Subject desired by students and parents regarding 
nutrition education.

N (%)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의 경우 그 다음으로 응답률

이 높은 이유가 ‘학교에서 오는 자료이므로(33.7%)’, 
‘인터넷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를 찾기 때문

(16.0%)’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는 ‘방송에서 나오는 

것이므로(23.2%)’, ‘학교에서 오는 자료이므로(22.7%)’
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영양교육 참여

영양교육의 참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사 분

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영

양교육 참여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학생들에게서는 24.4%, 학부모에서는 

18.8%로 나타났다. 영양교육의 참여 경험이 있는 학

생들 중 어느 영양교육에 참여했는지를 조사한 결

과 ‘학교 재량활동 시간’ 35.0%, ‘급식실’ 20.8%, ‘보
건소’ 14.3%, ‘병원’ 11.7%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부

모의 경우 ‘자녀의 학교’ 53.3%, ‘조리시연’과 ‘병원’
이 각각 16.7%, ‘보건소’가 10.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양정보를 획득하는 주된 방법이 학생들과 

학부모에서 모두 ‘학교급식 가정통신문’으로 나타나 

학교급식 가정통신문의 영양교육 방법으로써의 인

식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학생들과 학부모에서 모두 

‘학교급식 가정통신문’을 영양교육으로써 인식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식 가

정통신문’의 활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식품과 영양 

정보를 꼼꼼히 읽는다’가 학생들과 학부모에서 각각 

45.6%와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

로는 ‘식단만 본다’가 높게 나타났다.

5. 영양교육 주제 및 주체

영양교육의 주제 및 주체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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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N (%)

Method of preferable nutrition education

  Professional's lecture 184 ( 58.8)

  Leaflet 26 (  8.3)

  Practice 56 ( 17.9)

  Reading book 9 (  2.9)

  Broadcasting lecture 14 (  4.4)

  Camp school 24 (  7.7)

  Total 313 (100.0)

Parents's desire on offspring's nutrition education

  Yes 286 ( 90.2)

  No 31 (  9.8)

  Total 317 (100.0)

Reason that parents's desire on nutrition education

  Correction of unbalanced diet 61 ( 19.8)

  Acquisition of nutrition knowledge 31 ( 10.1)

  Weight control 28 (  9.1)

  Right eating habit 150 ( 48.9)

  Healthy physical strength 37 ( 12.1)

  Total 307 (100.0)

Table 6. Parents's needs in nutrition education.

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Table 5), 학부모와 학생들

이 주로 영양교육에서 바라는 주제로는 ‘질병에 관

한 임상영양 정보(비만, 당뇨병 등)’, ‘올바른 식습관

(편식, 결식 등)’, ‘식품의 영양정보’가 전체의 70%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가공

식품의 영양표시제에 관한 정보’ 및 ‘친환경 농산물

의 정보’에 대한 응답률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영

양교육 담당자로 적합한 사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양교사’라고 답한 비율이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각각 78.5%와 84.8%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건소 담당직원’으로 나타났다.

6. 영양교육 관련 요구도

선호하는 영양교육의 방법, 영양교육의 실시 희망 

여부 및 영양교육을 희망하는 이유 등에 대해 학부

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학부

모가 선호하는 영양교육 방법으로는 ‘전문가 강의’ 

58.8%, ‘실습’ 17.9%, ‘유인물’ 8.3%, ‘캠프교실’ 
7.7%, ‘방송강좌’ 4.4%, ‘전문서적 구독’ 2.9% 순으

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에게 학교에서 자녀들의 

영양교육을 실시하기를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 

90.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교의 영양교육 필요

성을 인식하는 학부모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원하

는 이유로는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해서가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편
식의 교정’, ‘건강한 체력’, ‘영양지식의 습득’, ‘체중

조절’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결과 학교급식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이 학부모와 초등학생에서 모두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Jang & Kim(2005)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66%가 

학교급식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Park & Jang 
(2008)도 초등학생의 학교급식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 시 학생들의 점수가 3.21점으로 ‘보통이다∼만

족한다’의 범위로 보고하였다. 학교급식의 만족도는 

학교급식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질과 다양성, 급식 

서비스, 급식 위생, 급식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

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소비자의 급식에 대한 만족

도 및 다양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와 학

생 모두 급식에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균형 잡힌 

영양섭취’라고 응답한 비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

타나 학교급식이 성장기 아동에게 균형 잡힌 영양

섭취의 만족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학동기 아동의 영양문제를 수정하고 올바른 식습

관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

을 실시해야 하는데, 인터넷은 영양정보 제공과 영

양교육의 주요한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다(Hyun 등 

2003). 또한 대중매체를 통한 영양정보의 습득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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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건강 및 식품영양정보에 대해 쉽고 빠르게 습득

할 수 있어 영양교육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보고

되고 있다(김 1998). 그러나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영양정보의 습득 시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정

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과

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자료, 내용의 과장 등 영양정

보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사이트도 많은 실정이다

(Lee 등 2004). 또한 실제와는 전혀 다르게 왜곡되거

나 허위에 가까운 정보를 담은 경우도 적지 않아 

오히려 잘못된 식품영양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

음이 보고되고 있다(Ryu 등 2003; Mun 등 2004). 본 

연구에서는 영양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대중매체 혹

은 학교급식 가정통신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학부

모와 학생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양정보

를 신뢰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인인 영양교사가 보

내오는 자료이므로라는 이유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 학교에서 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영양정보를 신

뢰한다는 응답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

부모와 학생 모두 학교와 영양교사를 신뢰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영

양 및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학교급

식 가정통신문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양교육은 영양에 관한 지식을 바르게 이해시켜

서 개인의 식생활에 관한 의욕과 관심을 높이고, 바
람직한 식생활 행동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그 효과

를 볼 수 있는 일련의 지식(Knowledge) - 태도(Atti-
tude) - 실천(Practice) 과정이므로(Yang 등 1993), 식

습관 형성기의 아동들에게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영

양교육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영양교육 대

상자와 함께 생활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에 대

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영양교육의 효과성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므로,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참여 정도를 조사한 본 연구결과 학부모

의 18.8%, 학생의 24.4%만이 영양교육 참여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2007년 국민건강 ․ 영양조사 결과

에 의하면 최근 1년 이내 영양교육이나 상담을 받

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6∼11세 아동에게 

있어 21.5%로 나타났으며, 30∼64세 성인에서도 4.7
∼4.8%로 나타나(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Korean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본 연구결과가 좀 더 높은 응

답률을 보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영양교육 방법은 

대부분 가정통신문이나 담임선생님을 통한 간접 방

법을 활용하며 일부 직접 상담, 급식과 관련된 홈페

이지 운영, 가정안내문 발행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영양교육이 수행되었다(Suh & Kim 1998; Park & 
Chang 200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양정보를 획

득하는 주된 방법이 학생들과 학부모에서 모두 ‘학
교급식 가정통신문’으로 나타나 학교급식 가정통신

문에 대한 사항에 관해 좀 더 조사한 결과, 학교급

식 가정통신문에서 ‘식품과 영양 정보를 꼼꼼히 읽

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학부모와 학생에서 높게 

나타나, 신뢰도 높고 올바른 식품영양정보의 내용으

로 구성된 학교급식 가정통신문의 활용도 영양교육

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학교 영양교육의 교육 방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희망하는 영양교육 주제 및 교육주체

를 조사한 결과, 학부모와 자녀 모두 영양교육은 영

양교사에게 받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주제

로는 ‘질병에 관한 임상영양 정보(비만, 당뇨병 등)’, 
‘올바른 식습관(편식, 결식 등)’, ‘식품의 영양정보’ 
등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 등(2006)의 연구에서 학

생들의 경우 영양교육을 영양교사로부터 받기를 가

장 많이 희망하였으며, 학부모들이 영양교육의 적임

자로 영양교사를 응답한 비율이 53.8%로, 영양교사

를 영양교육의 적임자로 인식하였고, 담임교사와의 

병행교육도 41.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Yeom 등

(1995)도 조사대상 학부모의 83.6%가 영양교육을 현

재 학교급식 관리만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교육을 

받은 영양사가 실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

고하였으며, Kim 등(2008)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영

양교육 담당자에 대해 학교 영양사 55.4%, 외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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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영양 강사 16.3%, 보건교사 13.8%, 담임교사 

11.7%, 부모 2.8%의 순으로 응답하여 영양교육의 주

체로 영양사를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향후 영양교사에 의한 전문적인 영양교육은 

실질적으로 영양교육 효과를 높여 아동의 평생건강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관련 요구도

를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75% 이상이 ‘전문가 강의’ 
또는 ‘실습’의 방법을 통해 영양교육이 이루어지길 

희망하였으며,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영양교육을 실

시하기 원하는 이유로는 ‘올바른 식습관 확립’ 및 

‘편식의 교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Kim 등

(2006)의 연구에서 학부모들은 50% 이상이 실습 병

행 생활교육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답하였으며, 영양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바

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가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편식교정 62.5%, 학생의 적

절한 성장발육 46.6%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초등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Shin 등(2006)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학부모

의 62.5%가 편식 교정을 그 이유로 들었으며, 자녀

의 적절한 성장발육 46.6%, 올바른 식사예절 확립 

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부모가 선호

하는 영양교육방법은 강의식임을 알 수 있었으나 

실습형태도 원하고 있어 앞으로 영양교육 시 강의

식과 실습형태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되며, 대부분의 학부모가 적절한 성장, 바
른 식습관 및 편식 교정 등을 위하여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인지되는 현상은 

지금까지의 영양교육 부재의 학교급식을 지양하고, 
실천위주의 영양교육으로 바뀌어야 함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학생들에

게서 생활습관병이나 비만 등의 영양관련 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영양교육을 보다 

강화하도록 해야 하며, 이 직무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영양교사의 업무 재분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아동의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 부모

와 학생들의 학교를 통한 영양교육 관련 인식 및 

학교급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부모와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 조사결과, 학교

급식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학생 

47.8%, 학부모 53.0%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식에 

만족하는 이유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서 모두 

‘균형 잡힌 영양섭취’라고 답한 비율이 48.7%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식 후 향상

되는 점에 대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음식을 골고루 먹게 되었다’, ‘군것질 횟수가 

줄었다’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 영양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사 분석한 결

과, 영양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에 대해 학생과 학

부모 모두 ‘학교 가정통신문’, ‘TV, 신문 등 대중

매체’의 응답률이 높았다. 영양정보에 대한 신뢰

도에서 ‘신뢰함’과 ‘매우 신뢰함’이라고 답한 비

율이 학생에서는 61.3%, 학부모에서는 53.3%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서 영양정보를 

신뢰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인인 영양교사가 보

내오는 자료이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3. 영양교육의 참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사 분

석한 결과, 학생들과 학부모의 영양교육 참여 경

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이 학생들에게서는 24.4%, 학부모에서는 18.8%로 

나타났으며, 학생들과 학부모에서 모두 ‘학교급식 

가정통신문’을 영양교육으로써 인식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4. 영양교육의 주제 및 주체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와 학생들이 주

로 영양교육에서 바라는 주제로는 ‘질병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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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영양 정보(비만, 당뇨병 등)’, ‘올바른 식습관

(편식, 결식 등)’, ‘식품의 영양정보’가 전체의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양교육 담당으로 

적합한 사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양교사’라고 

답한 비율이 학부모와 학생에게서 각각 84.8%와 

78.5%로 나타났다.
5. 희망하는 영양교육에 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영양교육 방법으

로는 ‘전문가 강의’, ‘실습’, ‘유인물’, ‘캠프교실’, 
‘방송 강좌’, ‘전문서적 구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원하는 이유로는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해서

가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는 ‘편식의 교정’, ‘건강한 체력’, ‘영양지식의 습

득’, ‘체중조절’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볼 때, 학부모와 학생

들은 ‘균형 잡힌 영양섭취’, ‘음식을 골고루 먹게 되

었다’ 등과 같은 이유로 학교급식에 만족하는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가정통신문’을 영

양정보의 습득경로로써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영
양교육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어, 신뢰성 있는 

내용으로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영양교육 자료로

써 가정통신문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

하고 지속적인 영양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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