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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an unbalanced diet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ing a qualitative approach to nutrition counseling.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client-cen-
tered counseling was performed over one semester with four volunteer children in the fifth grade who admit-
ted eating an unbalanced diet. Their perceptions of an unbalanced diet were examined while focusing on 
cause. The contents of the counseling sessions were recorded and their eating habits observed. The proposed 
perceptions of the clients of an unbalanced diet were as follows: regarding the causes of an unbalanced diet, 
there may have been a certain negative event or memory related to food as well as an individual disease or 
history of disease; regarding the meaning of an unbalanced diet, the clients had two kinds of time concepts 
(formal one and informal one) and defined the meaning of an unbalanced diet as a matter of being able to 
eat proper amounts of food within an inter-meal time; and regarding the results of an unbalanced diet, they 
based their results on the approval of their parents and teachers. Feeding at school was used as the back-
ground of this study, which examined the meanings and results of an unbalanced diet, and there existed a 
correlation between the meanings and the results.

Key words : unbalanced diet, qualitative approach, nutrition counseling, client-centered counseling

서 론

급속한 성장, 출산율 저하, 맞벌이 부부, 핵가족화 

등은 현재의 한국 사회를 수식하고 있는 표현들 중 

하나이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편의주의 식생활로 인한 가공식품의 

남용과 외식의 증가, 잘못된 식습관의 형성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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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편식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령기 아동들은 

자신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며, 건강

의 중요성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식품의 선택

에 올바른 판단 없이 기호에 치중하게 되어 편식이 

심해질 우려가 크다(Kim & Seo 2004).
최근 학령기 아동, 특히 초등학교 아동들의 올바

른 식습관의 형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데, 이는 식습관 형성은 가치관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Kim & Lee 2001). 
2010년 현재 각 학교에서는 영양상담 및 재량활

동이나 특별활동을 이용한 영양교육이 영양교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 담당자가 

체계적으로 영양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한적이며, 영양교사가 

법제화된 2006년 1월부터 이를 위한 세부적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있으나 영양교사로서 수행해

야 할 구체적 직무나 교육에 관해서는 제대로 정리

되어 있지 않다(Bea 등 2005). 즉, 영양교육의 필요

성은 증가되고 있으나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은 충

분히 정착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지원보다

는 영양교사들의 개별적인 노력으로 영양교육과 상

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강 등 2003). 또한 일부 학교 

현장에서 영양상담과 영양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으

나,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영양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방안의 보고서에 따르면 몇 가지 저해요인

으로 인해 전반적인 실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박 2010).
현재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시간

적 공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상담시간을 가지지 못

하고 있다. 그 결과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인 영양교

사가 아동 스스로 문제를 찾도록 이끄는 인도자 혹

은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영양지식을 일방적

으로 전달하는 양상에 머물고 있다(이 등 2010).
영양상담에서 내담자가 자신에게 직면한 영양문

제를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

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영양교사는 교사

의 위치에서 내담자의 문제가 쉽게 파악이 되더라

도 내담자가 그 문제를 스스로 발견해 나가도록 기

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상담의 주체는 상담자

가 아닌 내담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내담자 중심의 생각과 감정을 보다 더 

내담자 위주로 보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

였다. 질적 연구자는 자신이 잘 모르는 낯선 세계를 

연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최

대한 배제한다. 바꾸어 말하면, 양적 연구는 기존의 

학문세계에서 연구자가 선택하거나 새롭게 설정한 

이론의 실재 적합성(relevance of the theory in reality)
을 확인하는 데 치중하므로, 이론이 ‘위에서 밑으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경험하는 실제의 이론적 해석(interpretation 
of the reality in theory)을 시도한다. 양적 연구가 연

역적 접근을 취하는 데 비해, 질적 연구는 귀납적 

연구를 취한다고 말할 수 있다(조 1999). 
편식이라는 것은 익숙한 것이다. 그래서 선입견을 

갖게 되기 쉽다. 질적 연구는 익숙한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들을 낯설게 보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

자는 이미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탐구하고 인식하

기 위해 노력한다. 이 연구는 그동안 익숙하던 편식

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넘어서 편식아의 관점으

로 편식아들이 인식하는 편식은 어떤 것인가를 연

구하고자 하였기에 기존의 양적 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의 방법이 필요하였다. 이 연구는 상담자인 영

양교사와 영양전문가 그리고 질적 연구방법 전문가

로 구성된 3인의 공동연구로, 편식에 관한 원인, 의

미, 결과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연구를 실시하였다. 
즉, 이 세 가지 축으로 접근하여, 편식에 대한 편식

아의 인식을 중심에 두었다. 그 과정을 통해 선행 

연구와는 다른 관점으로 편식을 생각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더 나아가 편식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했다. 영양상담에

서도 이러한 이해와 공감이 바탕이 되는 상담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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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발견함으로써, 각 학교의 영양상담 담당자가 

영양상담을 할 때 영양지식에 대한 일방적 내용 전

달 방식의 상담에 머물지 않고 내담자 중심의 상담 

방법을 도입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의 현장은 경기도에 위치한 도레미초등학교

(가칭)이다. 도레미초등학교는 2010년 현재 학생이 

900여 명인 학교이다. 연구방법으로서의 상담은 주 

1회로 계획하였다. 상담 장소는 급식관리실 겸 영양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 참여한 편식아는 총 4명으로 헌우, 예

은, 영은, 세은(모두 가명)인데 이들은 5학년 매반

(가칭)에서 스스로 편식을 한다고 생각하고 영양상

담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이다. 그 중에서 본 연구는 

이 연구의 주제보자인 헌우라는 한 아동을 중심으

로 상담을 진행했다. 

2. 연구 기간 및 연구 기법

편식아 상담은 2007년 1학기에 이루어졌다. 처음 

상담을 시작할 때는 네 명을 함께 상담하였으나, 네 

명이 함께 상담을 할 때 시간의 여유가 없을 뿐 아

니라 상담의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었

다. 그래서 헌우와 예은이를 한 조로 묶어서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후에 상담을 하고, 나머지 두 아동

이 또 다른 한 조가 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약 30∼40분의 상담시간을 가졌다. 상담이 진행되면

서 기본적으로 내담자를 2인 1조로 만들어서 진행

하였으나, 내담자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상담에 빠지

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 자연스럽게 일대일 상

담을 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는 네 명, 두 명, 한 

명 이렇게 내담자의 수를 나누어서 상담을 진행한 

것을 토대로 하였다. 일대일 상담의 경우 개인의 심

층면담으로는 유용했으나, 일상적인 상담 시에는 두 

명의 아동을 함께 상담할 때가 일대일 상담 시보다 

수월하게 상담이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일대일 상

담 시 내담자가 더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장점은 있

지만,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 침묵의 시간이 많고 

특히 이런 침묵의 시간을 학생인 내담자는 부담스

러워하였다. 그렇게 일대일 상담 시 어색함이 있던 

내담자도 두 명이 함께 할 때 마치 같은 편 하나를 

더 얻은 것처럼 즐겁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담자 스스로가 상담 시 부담을 덜 갖기 때문에 

편하게 말하고 자유롭게 표현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경쟁적인 심리가 작용하기도 해서 더 많은 것을 상

담자에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처음 2회 상담까지는 

네 명의 아이들과 함께 상담을 했고, 3회부터는 매

주 화요일에 영은이와 세은이, 금요일에는 헌우와 

예은이로 나누어서 상담을 하였다. 상담 횟수는 영

은이와 세은이가 총 7회, 헌우와 예은이는 총 13회
였다. 그리고 주된 내담자이자 주제보자인 헌우는 5
월부터 7월 사이에 개별상담을 7회 더 실시하여 심

층면담을 시도하였다. 상담할 때 녹음기를 사용하여 

상담 내용을 담았으며 녹음된 상담은 전사를 하였

다. 또한 이 연구의 내담자(제보자)의 식습관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5학년 매반에 가서 수

시로 관찰하고 사진을 이용하여 자료를 남겼다.

3. 편식아 상담의 질적 접근

본 연구에 앞서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편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연구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첫째는 실태조사 형태이다. 실태조사의 형태에서

도 대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초등학생 어

머니의 영양지식 및 식행동과 아동의 편식과의 관

련성에 대한 조사연구(Oh 2005), 당류 편식아동의 

식습관 및 식품 섭취 패턴(Son 등 2009) 등의 연구

처럼 편식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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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Field survey

Research 
 methods

Before nutrition education
↓

Nutrition education (measures taken)
↓

After nutrition education

Survey on subjects'
 recognition, 
 attitude, etc.

Table 1. Two major types of research on unbalanced diet.

Kim & Lee(2001)의 학교급식에서 편식아동의 식생

활 양상의 연구와 같이 편식아동과 편식을 하지 않

는 아동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영양지식, 식행동 

등을 조사한 것이 있다. 전자와 후자는 그 연구 대

상의 범위가 편식아동만 대상으로 했는가 혹은 편

식아와 편식을 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비교 연

구를 했는가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대상들의 편

식 실태를 설문을 이용해서 조사하는 공통점을 가

지고 있다. 
둘째로는 실험조사 형태이다. Kim(2001)의 편식아

동의 식생활 양상 및 영양교육 효과, Park(2000)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편식 교정을 위한 영양교육의 

효과, Park(2000)의 초등학생의 편식지도를 위한 영

양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와 같은 연구는 편식

의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 영양상담과 같은 조치를 

취한 후 교육 전후의 성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Table 
1은 편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연구방법 형태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본 것이다.
두 가지 연구방법의 형태를 보면 연구의 내용이

나 문제는 공통적으로 영양지식, 식행동, 식태도, 식
습관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대상자의 편식에 대

한 태도의 변화는 둘 다 동일하게 설문지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다.
선행된 편식 연구들은 대부분 객관식 형태의 설

문지를 사용하였고, 그 주어진 설문의 선택지 내용

은 서로 다른 연구라도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사실은 기존의 연구만으로는 

편식아동이 편식에 대해서 갖는 다양한 생각과 새

로운 반응을 발견하여 연구에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든 사물이 질과 양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듯이 

모든 연구는 질적 과정과 양적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의 요소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으며, 질적 연구의 도움을 필

요로 한다.
조(1999)는 양적 연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

구를 지향하고 연구자와 연구대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지만 그와 달리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을 모두 고유한 참여자로 간주한

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의 가설이나 방향을 미리 정하고 

상담한 것이 아니라 편식아를 상담하면서 나눈 이

야기를 바탕으로 연구의 방향성을 만들어갔다. 상담

자와 제보자 서로 간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편

식 주제가 아닌 일상의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가능한 그들의 입장이 되고

자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신뢰감 형성 후 내담자들

이 상담에 임하는 자세가 더 진솔하게 됨을 경험하

게 되었다. 
상담이라는 상황에서의 내담자와 상담자의 역할

을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자와 제보자의 관계로 바

라보는 것이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지만, 상담자의 

입장을 최소화하고 내담자의 입장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여, 가능한 한 질적 연구에서의 

제보자와 연구자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질적 연구방법 안에는 전기적 생애사, 현상학, 문

화기술지, 사례연구, 근거이론 등 다양한 종류의 접

근 방법론이 있다(Creswell 2007). 본 연구는 현장 혹

은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혹은 협력자와 실제를 

탐구하고 발견된 것을 근거로 실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질적 연구의 방법에서 실

행 연구적 방법론이며, 편식아라는 포커스 그룹(focus 
group)을 형성하여 연구하였다(Amos Hatch 2008).

4.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최근에 질적 연구방법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그 

접근이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서 시도되고 있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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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관한 연구를 보면 연구방법 면에서 대부분 양

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최근 몇몇의 연구에서 

양적인 접근 방법 안에서 질적인 접근 방법을 보조

로 부연하는 형식의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질적 연구 접근 방법을 주된 시각으로 하여 편식이

라는 영양문제를 접근한 연구는 없었다. 이런 점에

서 이 논문에 학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편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영양상담을 통

해서 편식아의 인식을 중심으로 편식에 대한 새로

운 인식을 찾고자 시도한 것은 다른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제한점으로는 본 지면이 분량이 제한되어 있고 

엄격한 형식 규정이 있어서 질적 연구의 자유로운 

표현을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본 연구 안에서 

질적 연구방법만의 고유의 방법적 접근을 더 잘 표

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접근 방법상 질적 

연구가 한 사람이나 소수의 대상을 연구하여 공감

적 타당성을 지향하다 보니 연구 대상의 수가 적어

서 보편화와 일반화에는 제한을 가질 수도 있다. 마
지막으로 편식의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양적 연구

방법을 취하고 있어서 질적인 연구방법의 접근과 

연계하여 방법을 고찰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한계

도 있었다.

결과 및 고찰

1. 편식의 원인

일반적으로 편식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선행 연

구를 통해 보면, ‘채소류를 싫어함’, ‘기름기 많은 

음식을 싫어함’, ‘먹어보지 못한 생소한 음식은 피

함’ 등 음식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본 연

구의 내담자들도 편식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나눌 

때 공통적으로 음식의 요인을 다 언급하였다. 그러

나 헌우를 상담하면서 편식의 원인이 음식 혹은 식

재료 자체의 원인 외에 신체적, 심리적인 요인으로

도 나누어 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1) 신체적 요인: “토할 것 같아요”

상담의 회기가 16회째에 이르러서 네 명 혹은 두 

명이 진행하던 상담에서 헌우와의 개별상담을 하게 

되었다.
연구자: 지난번에 너희 반에 올라가서 보니깐 헌

우는 잘 안 먹던데?
헌  우: 음, 토할 것 같았는데요.
연구자: 뭘 토할 것 같기까지 하니?
헌  우: (빙그레 웃으면서) 농담이에요. 오늘은 깨

끗이 먹었는데…….
연구자: (헌우의 목에서 수술 자국 같은 것을 발

견했다) 이건 뭐니?
헌  우: 낭종으로 수술한 거예요.
연구자: 어디가 아픈 거였어?
헌  우: 아니요. 아픈 곳은 없었는데요, 그냥 낭종

으로 수술한 거예요.
헌우의 생애에서 신체적 측면으로 중요한 일은 

보통 아이들이 겪지 않는 큰 수술을 두 번이나 받

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수술은 피를 절반이나 교체

해야 하는 대수술이었다. 그 병이 무엇인지는 정확

히 알 수 없으나(헌우 본인이 말한 증상으로 보아서

는 흔하지 않는 병이라고 생각된다) 그 병으로 인해 

두 번의 수술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 수술을 한 시

기가 “태어나자마자”라고 헌우의 어머니가 헌우에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한다. 걷지도 못하는 아주 어렸

을 때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헌우가 기억하는 

것은 두 번째 수술이었다. 두 번째 수술은 일 년 전

에 했다. 일 년 전 수술을 했는데도 헌우는 여전히 

목에 파스처럼 생긴 테이프를 붙이고 다녔다.  
헌우와 상담을 하면서 상담 중에 헌우가 토할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해서 그냥 요즘 아이들이 먹기 

싫은 음식을 표현할 때 흔히 쓰는 저급한 표현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헌우는 질병과 대수술 때문에 구

토를 많이 했고 그것이 헌우의 아픈 증상 중 하나

였다는 것을 개별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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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한 배경을 몰랐던 상태에서 헌우를 오해했던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다. 

2) 심리적 요인: “그 사건 때문에”

헌우는 유치원 때의 한 교사를 떠올렸는데 그 교

사와의 작은 일화를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

었다. 
헌 우: 저는 그 선생님이요, 빨리 먹으라고 해서

요, 정말 나름대로 빨리 먹었거든요. 근데

도 선생님 아시잖아요, 제가 몸이 지금도 

약하지만 그때도 약했어요. 정말 잘 먹으

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 선생님이 화를 

내시면서요, 제 식판을 치우시는 거예요. 
다 먹지도 않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저

는 그때 꼭 다 먹어서…… 다 먹고 싶었는

데…… 그래서 김치를 억지로 입에 넣었거

든요. 근데 밥이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영양상담을 할 때 어떤 특정 사건 때

문에 편식을 하게 된다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된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먹다가 목에 걸린 경험 때문에 

고구마를 싫어한다거나, 혹은 계란 노른자를 먹다가 

냄새가 좋지 않게 여겨져 그 후로는 노른자를 먹지 

않게 되는 경우이다. 
헌우가 잊지 못하는 그 날은 아마도 유치원 교사

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하루였을 것이다. 그 날 교사

는 여러 아이들의 급식지도를 해야 했고 점심시간

은 정해져 있었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밥을 늦게 

먹은 한 아이에게 급식지도를 한 것으로 특이하지 

않은 일과였겠지만, 헌우에게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까지 잊지 못할 사건이 된 것이다. 헌우는 김치를 

볼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오른다고 했고 그 이후로 

김치를 먹지 않는 편식이 생겼다. 

3) 관계적 요인: “생선을 안 먹는 우리 가족”

예은이는 보통 편식아라고 생각하는, 음식을 가려

서 먹고 혹은 잘 먹지 않아서 성장 발육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편식아의 부류는 아니었

다. 예은이는 통통하다는 느낌을 주는 학생이다. 그

러나 본인이 편식아라고 생각하고 편식 상담을 받

기 원했다.
예  은: 저희 집은요, 닭을 두 마리는 시켜야 해요.
연구자: 왜?
예  은: 우리 가족은 잘 먹거든요, 한 마리면 모

자라요.
연구자: 누가 제일 잘 먹어?
예  은: 우리 동생이요.
예은이 가족이 공통으로 즐겨 먹는 음식은 대체

로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은 것이었다. 예은이의 신

체 판정은 과체중과 경도비만을 오가고 있었고 가

족들도 모두 과체중 이상이었다. 가족 구성원 안에

서 식성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족 단위의 

식습관이나 기호는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예은이의 경우를 보면 가족이 모두 생선을 싫어

한다고 했다. 생선을 싫어하게 된 이유가 생선요리

를 집에서 엄마가 안 해주셨다는 것이다. 헌우, 세

은, 영은이와의 상담에서도 공통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들이 싫어하는 음식은 엄마가 만들

어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먹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이

야기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선택 그리

고 결정과 의지가 자녀의 편식을 해결하는 데 중요

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4) 외모적 요인: “살 빼야죠”

유아기나 학령기 어린이의 영양불량은 성장의 저

하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불량 어린이들의 

경우 외모에서 건강하지 못한 것이 느껴진다(이 & 
김 2001). 최근 외모지상주의 풍조는 초등학교 학생

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키 크고 날씬한 학생

을 일컫는 ‘몸짱’은 인기가 많다. 상대적으로 비만인 

학생들은 심한 경우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 
연구자: 예은아, 너는 편식아가 아닌 것 같아, 꾸

준하게 예은이를 보니까. 밥도 잘 먹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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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oncept Heonwoo Ye-eun Yeong-eun Saeun

Food factor

Vegetable dislike ◯ ◯ ◯
Cooking method ◯ ◯ ◯ ◯
Preference ◯ ◯ ◯ ◯
Food recognition ◯

Bodily factor Present/past disease ◯

Personal relationship factor

Mother ◯ ◯ ◯ ◯
Father ◯
Sibling ◯ ◯
Friend ◯ ◯ ◯ ◯
Teacher ◯

Psychological factor Past memory ◯
Appearance factor Diet ◯

Table 2. Causes of unbalanced diet of each client.

예  은: 아니에요 저는 편식아예요. 저 이제 기름

진 것도 안 먹고요, 고기도 싫어해요.
연구자: 예은이가 좋아한다고 한 것인데?
예  은: 아니에요 이젠 싫어요. 저는요 억지로 안 

먹어요. 살 빼야죠.
상담을 하고 관찰을 해보니 예은이는 실제로는 

몇 가지 종류의 음식을 제외하곤 잘 먹는 학생이었

다. 엄밀히 말하면 예은이는 편식아라기 보다는 편

식아가 되고 싶은 아이다. 예은이가 생각하는 편식

아의 이미지는 ‘약해보이고 마른 아이’이다. 마른 체

형을 예쁘다고 생각하는 예은이에게 편식아는 선망

의 대상이었다.

2. 편식의 원인 자료 분석

1) 내담자별 편식의 원인

본 연구의 내담자 4명의 편식 원인 분석은 Table 
2와 같다. 4명의 내담자가 공통적으로 편식의 원인

으로 제시한 것은 음식의 영향에서는 조리방법과 

기호였고, 관계의 영향에서는 어머니와 친구의 영향

이었다.

2) 편식 원인별 범주화

Table 3은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편식 원인을 범

주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편식의 원인으

로는 음식, 신체, 관계, 심리, 외모지향적 요인이 있

다. 음식의 요인은 음식의 종류, 조리방법, 생소한 

음식을 기피하는 것 등 개인적인 기호의 영향으로 

편식이 유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의 요인은 헌

우의 경우처럼 몸이 아픈 것으로 인해 편식을 일으

키는 경우다. 관계의 영향에서 가족 중 아버지가 어

떤 특정 음식을 선호하여 자주 섭취하는 경우 내담

자도 그 음식에 긍정적인 인지가 형성되었고, 어머

니인 경우 주로 가족의 음식을 만들어주는 위치이

기에 어떤 음식을 어머니가 자주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 내담자들은 익숙한 음식을 선호하고, 생소한 

음식을 기피하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교사가 내담자에게 식태도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심으로 지도를 해주거나 혹은 반 전체

적으로 식사지도를 잘해주는 여부에 따라서 편식의 

원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우와의 상

담에서와 같이 특정 사건이나 기억이 심리적인 요

인과 관련된 경우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예은이의 

경우처럼 예뻐지기 위한 욕구가 식욕에 작용을 해

서 자연스런 편식이 아닌 의지적인 편식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편식의 선행 연구에서 편식의 원인은 

음식의 요인, 신체의 요인, 관계의 요인, 유전적 요

인 그리고 교육의 요인이 있는데 이는 앞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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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ubcategory Concept

Causes of unbalanced 
 diet in this study

Food factor

Specific type of food/vegetable dislike

Cooking method/oily food dislike

Food recognition/disliking unfamiliar food

Preference/preferring only delicious food; avoiding disliked food

Physical factor Present/past disease

Personal relationship factor

Father's influence

Mother's influence 

Sibling's influence

Teacher's influence

Psychological factor Past events or bad memories about some food

Appearance factor Diet to become slim

Causes of unbalanced 
 diet in previous studies

Food factor Repulsion due to food preference 

Physical factor
Allergy

Digestion hypofunction

Personal relationship factor
Family influence

Teacher's influence

Genetic factor Congenital·genetic trait

Education factor
Influence of baby food guidance 

Influence of food habit in early schooling

Table 3. Categories of causes of unbalanced diet.

것과 같이 본 연구의 내담자들의 상담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새로

운 영역으로 본 연구에서 심리적 영역이 편식의 요

인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편식에 관

련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그 대상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다거나 나쁜 기억과 연관되어 특정 음식

에 대해서 편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3. 편식의 의미

1) 기호적 의미: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것이죠”

편식의 사전의 의미를 보면 음식을 가려서 특정 

음식만 즐겨 먹음(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2009), 가려 

먹음(한글학회 1992) 등으로 어떤 특정한 음식만을 

즐겨 먹거나 골라 먹는 등의 의미로 설명되고 있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편식아가 느끼고 있는 

편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내담자들과 나누어 보

았다.

연구자: 편식은 뭐라고 생각하니?
세  은: 편식이요? 편식은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만 먹다 보니까 음, 
달은 것 좋아하면 이빨이 썩는 것처럼 그

렇게 편식하면 나쁜 것이죠.
영  은: 아니에요. 편식은요, 싫어하는 음식을 안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물도 안 먹고 

그래서 문제 생기고 그런 거죠.
네 명의 학생들 모두 편식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서 잘 알고 있었다. 

2) 시간적 의미

(1) 시간적 의미:“시간 내에 못 먹어요” 

편식의 원인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내담자들이 느끼는 편식이란 것이 시간과 관

계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헌  우: 늦게 먹는 거죠. 시간 내에 못 먹어요. 음

식을 다 먹어도요,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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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면 편식인 거죠.  
세  은: 우리는요 낙인찍혔어요. 늦게 먹는 아이

로요.
연구자: 늦게 먹는 아이가 편식하는 아이니?
세  은: 그럼요.
헌우의 경우는 물론이고 세은이의 경우에도 ‘늦

게 먹는 아이는 편식아’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

지고 있었다. 늦게 먹는다는 것의 기준은 친구들과 

비교해서였다.

(2) 시간적 의미:“급식시간의 현지 상황” 

내담자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그들의 편

식의 습관을 관찰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내담자들

이 있는 반에 방문하였다.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영

양교사가 점심시간에 순회 지도하는 형식이 아닌 

일종의 관찰자로서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고자 했다. 
즉, 학생들의 일상 삶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였고 그

들도 관찰자인 나를 신경 쓰지 않도록 행동하였다. 
그래서 가능한 평상시 그들의 행동을 보고자 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이 연구의 내담자들이 말하는 ‘늦
게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2007년 5월 5학년 매반의 급식시간을 방문한 현

장 기록이다. 도레미초교의 식사시간은 12시 20분부

터 1시 20분까지이다.
12：20 
배식 담당하는 학생들이 배식차를 연다. 
담임교사는 내가 있는 것이 부담이 되시는지 열

심히 급식지도를 하신다.
12：25
배식 담당하는 학생이 배식차 뚜껑을 열고 노련

한 솜씨로 급식 준비 태세를 갖춘다. 머리 수건과 

앞치마를 입고 배식을 담당한 아이들은 남자가 3명
이고 여자가 2명이다.

12：27 
선생님이 먼저 밥을 받고 자리에 앉는다. 그 다음

에 정해진 순서대로 아이들이 나온다.
분단별로 배식을 다 받고 앉아서 “잘 먹겠습니

다.”라고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먹기 시작한다. 
12：40
아이들이 모두 밥을 먹고 있었고 일부 다 먹은 

아이들이 교실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12：45
이 반의 아이들 대부분이 거의 다 먹어간다. 
12：50 
거의 모든 아이들이 식사를 마쳤고 남은 아이들

이 한 5명 정도인데 그 중에 3명은 나와 편식을 상

담하는 아이였다.
담임교사의 양해를 얻고 진행된 이 관찰을 통해

서 보면, 나와 상담을 진행하는 내담자 4명 중 예은

이를 제외한 3명은 거의 항상 그 반에서 가장 밥을 

늦게 먹는 아이로 정해져 있었고 실제로 그런 상황

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자주 확인되었다.
급식을 시작한 후 20∼30분 후가 되면 대부분의 

아동들이 식사를 마친다. 이런 상황이 거의 예외 없

이 현장을 관찰할 때마다 반복되었다. 바로 이 부분

이 늦게 먹는 것, 시간 내에 먹는 것과 연결된 급식

시간의 흐름이다. 실제로 이 반에서 밥을 가장 늦게 

먹는 세 명이 이 연구의 내담자들이었다.
밥을 늦게 먹는다는 것은 가정에서는 잘 드러나

지 않는다. 가정에서는 각 가정의 자녀에 대한 그 

아동의 식성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식성에 맞추어 

잘 먹는 음식을 자주 해주고 먹지 않는 음식은 제

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식사 시간의 제약도 크

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연구의 

내담자와 상담을 하면서 편식이라는 것을 인식하

게 되는 시기가 초등학교에서 혹은 유치원에서 다

수의 친구들과 함께 급식을 시작하면서 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체급식은 정해진 시간에 밥

을 먹고 정해준 반찬을 먹어야 하는 두 가지 과제

가 주어진다. 그 안에서 잘 먹는 아이와 못 먹는 

아이가 구별되고 잘 먹는 아이는 편식을 하지 않

는 아이고 그 반대는 편식을 하는 아이라는 개념

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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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ubcategory Concept

Meanings of unbalanced diet in this study

Timewise meaning Unable to finish given amount of food during the meal time

Preferencewise meaning
Eating only favorite food

Avoiding disliked food

Meanings of unbalanced diet in previous studies Preferencewise meaning
Preferring only specific food

Avoiding only specific food

Table 4. Categories of meanings of unbalanced diet.

4. 편식 의미 자료 분석

1) 편식 의미의 범주화

Table 4는 본 연구와 선행 연구에서의 편식 의미

를 범주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내담자를 통해 나

타난 편식의 원인은 기호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로 

나누어진 반면에 선행 연구에서는 기호적 의미만이 

제시되어 있다. 즉 ‘편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라는 질문에 선행 연구는 기호적 측면에서 특정

한 음식만 선호한다거나 혹은 기피하는 것으로 접

근하였으며, 본 연구 내담자들도 그 부분은 동일한 

맥락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의미가 새

롭게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담자들은 편식의 

의미를 ‘식사시간 내에 주어진 양을 다 먹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식사시

간’이란 주로 학교에서 단체로 밥을 먹는 시간을 배

경으로 하고 있다. 

5. 편식의 결과

1) 신체적 결과 : “키가 자라지 않아요”

헌  우: 편식을 하면요 건강이 나쁘죠. 다 알지만

요.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요. 키가 자라

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약하지만 그

래도 키는 크고 싶어요. 이젠 앞에서 세 

번째에 앉아요. 3학년 때는 뒤에 앉았거

든요. 그래서 편식을 꼭 고치고 싶은 거

죠.
편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축

을 가지고 상담을 한 결과에도 내담자들은 병에 걸

리기 쉽다, 몸이 건강하지 않다, 키가 자라지 않는

다는 등의 영양 상식과 관련되어 교육 자료에 실린 

정답을 잘 알고 있었다. 
편식의 원인과 결과와 의미의 각각의 질문에 내

담자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의 정답을 각각 잘 

대답해 주고 있었다. 그 인식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안에 실과나 체육시간 등에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

해서 혹은 각종 매체의 간접 교육을 통해서 형성

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헌우의 경우도 편식을 하

면 그런 나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편식을 

고치고 싶다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상담을 시작

하였다.

2) 관계적 결과: “왕따가 된 기분이에요”

일반적인 편식의 결과가 아닌 새롭게 제시된 편

식의 결과가 있었다. 그것은 앞부분에서 학생들이 

편식의 의미를 시간적인 것과 연관해서 받아들인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헌  우: 저는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친구들과 

축구를 잘 못해요.
연구자: 왜?
헌  우: 대부분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빨리 

먹고 나가서 축구를 하거든요. 근데 처음

에는 저에게도 같이 축구를 하자고 이야

기를 하곤 했는데, 제가 점점 밥을 늦게 

먹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밥을 못 먹으니깐 이젠 같이 축구하

자고도 안 해요. 왕따가 된 기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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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ubcategory Concept

Results of unbalanced diet
 in this study

Physical results
Unhealthy body

Not growing height

Personal relationship results
Not liked by parents or teachers

Having not much time to play with friends

Results of unbalanced diet 
 in precious studies

Physical results

Undesirable growth

Catching diseases

Causes of dental caries

Causes of obesity

Personality results

Barrier to all-round character

Weakening concentration 

Declining patience

Table 5. Categories of results of unbalanced diet.

헌우가 편식을 하면 나타나는 가장 좋지 않은 결

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친구와의 관계였다. 즉, 
친구들과 학교에서 함께 놀 시간에 같이 놀지 못해

서 친구와 관계가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학

교 일정에서 공식적으로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

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이다. 특히 점심시간은 학

교생활에서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을 가장 많이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에 놀 수 있는 시간

은 점심을 먹고 나서의 시간이다. 편식아들은 편식

을 하지 않는 보통의 아이들보다는 시간적으로 오

래 먹게 된다. 점심을 다 먹고 함께 노는 그 시간에 

편식아들은 혼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

우들이 반복되다 보면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 적어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헌우의 경우처

럼“왕따가 되는 것 같아요.”라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몇몇의 선행 연구에서 편식이 신체적인 영향과 

더불어 올바른 성격 형성에 장애를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올바른 성격 형성 문제와 관계

적 의미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는 있지만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우의 경우

만 보더라도 부반장으로서 반에서도 인정하는 바른 

성격의 아이였지만, 친구 관계의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

6. 편식의 결과 자료 분석

1) 편식 결과의 범주화 

Table 5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의 편식 결과를 

범주화한 것이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편식의 결과로는 ‘신체적 결과’이다. 신체적 

결과란 몸이 건강하지 않거나 키가 자라지 않는 것 

등으로 선행 연구의 성장이 바르지 않음과 그 맥락

을 같이 한다. 
다른 점은 본 연구 내담자들은 ‘부모님이나 선생

님이 싫어한다.’, ‘친구와 놀 시간이 적다 그래서 친

구와 관계가 나빠진다.’라는 관점으로 타인과의 관

계에 중심을 두고 편식의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데 

반해 선행 연구에서는 개인적은 측면으로 원만한 

성격 형성에 장애가 있다거나 집중력이 약화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내담자들은 편

식하면 나빠지는 결과에서 기타 어떤 결과보다도 

타인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결과를 심각하게 고민하

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가

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편식을 하면 일반적

으로 밥을 먹는 시간이 늦어지게 됨으로써 점심시

간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 그

와 연관하여 본 연구의 내담자들은 편식을 하면 친

구와 관계가 나빠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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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rrelation between re-
sults of unbalanced diet
and meanings thereof 
from the viewpoint of 
clients.

Figure 2. Two meanings of lunchtime at school.

이 편식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 중 내담자 본

인이 느끼는 가장 좋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7. 편식 의미와 결과의 관련성 해석

본 연구의 내담자인 헌우, 세은, 영은이는 편식의 

의미를 제한적인 시간, 즉, 학교 급식시간 내에 주

어진 양을 다 먹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

다. 이런 해석은 직접적으로 친구들과의 관계와 연

관을 갖는다. ‘같이 논다’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

드는 것이라고 인지하는 초등학생에게 같이 놀 시

간이 적거나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Fig. 1을 보면 

본 연구의 내담자들은 편식의 의미를 기호적 의미

와 시간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편식의 결과에서

도 몸이 허약하게 되는 등과 같이 신체적으로 나타

나는 나쁜 결과도 있지만 부모, 교사, 친구와 관계

가 나빠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선행 연구들을 보면 편식의 의미를 

기호적 의미로, 편식의 결과를 신체적 의미로 해석

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내담자들이 ‘편식을 하면 관계가 나빠진다’는 결과

는 그들이 편식을 시간적 의미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연관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시간적 의미를 살펴볼 때, 본 연구의 내담자들은 

학교 점심시간을 배경으로 생각하였으며 ‘급식시간’

이라는 말을 상담 중에 자주 사용하였다. 여기서 말

하는 급식시간은 두 가지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Fig. 2와 같이 ‘공식적인 급식시간’과 ‘비공식적인 

급식시간’이다. 즉, 전자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주어

진 급식시간으로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초등학교에선 50분 혹은 60분 정도의 교과 구

성 시간으로 학교 수업의 한 교시 단위의 시간에 

해당된다. 후자는 학급 학생들이 대다수가 식사를 

마치는 시간이다. 관찰을 통해 본 결과 학년별로 약

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급식을 시작한 지 

25분에서 30분 정도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식사를 마

친다. 편식의 의미에서 점심식사 시간 안에 밥을 못 

먹는다고 말한 그 시간은 바로 ‘비공식적인 점심시

간’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즉, 공식적인 점심시간 

안에 식사를 다 마칠 수 있는 학생이라도 25분 내

외에 형성되는 비공식적인 급식시간의 기준에 따라 

밥을 다 먹지 못할 경우에는 편식아로 낙인이 찍히

기 때문이다. 일회성이 아닌 어느 정도의 반복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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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누적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정리하자면, 편식

의 시간적 의미를 이해할 때 그 배경이 학교 급식

시간이며 또한 그 시간도 공식적 급식시간보다 비

공식적 급식시간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비공식적 시간 안에 밥을 다 먹을 수 

있는가의 여부는 적어도 본 연구에서는 편식아가 되

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었다.
한편, 친구 외에 다른 관계인 부모나 교사와의 관

계는 식사를 제공하거나 지도해 주는 관계이다. 부

모의 경우는 자녀가 잘 먹지 않는 것에 대해 아동

에게 잔소리를 한다거나 어떤 제재를 행하는 행동

이 내담자들의 입장에선 ‘부모님이 내가 편식을 하

면 싫어한다’는 결과로 비추어지고 있었다. 교사의 

경우는 부모의 경우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부

분도 있지만, 급식시간에서 공식적인 급식시간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다. 즉, 교사의 입장에

서 적어도 공식적인 급식시간 안에 학생들이 식사

를 마쳐야 다음에 이어질 수업시간을 준비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편식아들을 독촉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본 연구의 편식아들은 교사가 편식아들

을 싫어한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의 편식아들이 생각하는 편식

이 무엇인가를 질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중 본인이 편식

아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다. 편식을 어떻게 생각하

는지를 편식의 원인과 의미, 그리고 편식의 결과로 

나누어서 상담과 관찰을 행하였고, 기존 선행 연구

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편식의 원인, 의미, 결과에서 기존의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는 거의 일치하는 결과들을 보였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지 못했거나 언급되지 

못한 몇 가지 결과들을 본 연구를 통해서 볼 수 있

다. 첫째로 편식의 원인에서 심리적 영역이 제시된 

점이다. 즉, 어떤 특정한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상

황이 그 대상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다거나 나쁜 

기억과 연관되어 특정 음식에 대해서 편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편식의 의미에서 시간적 

의미가 제시되었다. 편식의 의미를 본 연구의 내담

자들은 ‘식사시간 내에 주어진 양을 다 먹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식사시

간’이란 주로 학교에서 단체로 밥을 먹는 시간을 배

경으로 하고 있다. 셋째, 편식의 결과에서는 다른 

사람 즉 타인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편식을 하

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부정적인 결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편식의 의미에서 시간의 의미와 편식

의 결과에서 관계의 영향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
와 관련되어 본 연구의 내담자들은 급식시간을 학

교 교과과정 안에서 점심시간으로 정해진 50∼60분 

정도의 시간(공식적인 급식시간)과 학급의 대다수의 

학생이 실제적으로 제공된 식사를 마치는 20∼30분 

정도의 시간(비공식적인 급식시간)으로 나누어 인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양(교)사들이 내담자 중심의 상담 방법과 장점

들을 알고 학교 영양상담에 도입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를 위해서 본 연구는 연구의 방법이나 상담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였다. 
‘심리 상담의 목표를 누가 세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이론에서는 그 목표를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협력 하에 내담자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데 일치하고 있다(조 & 조 2009). 이처럼 상담은 여

러 분야에서 내담자의 관점과 내담자의 의지가 중

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영양상담 분야는 

아직도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부족하다. 상담의 여

러 분야가 있으나 영양상담은 아직 그 연구가 부족

하고 특히 학교 내에서 영양상담을 진행한 사례 연

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영양상담이 몇몇 

병원을 제외하고는 전문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그 

운영 방안도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

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영양(교)사의 



J Korean Diet Assoc 17(1):58-71, 2011 | 71

배치는 앞으로 학교에서 영양상담을 보다 활성화하

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방법 면에서도 현재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양적인 연구뿐 아니라 질적인 연구를 활발하게 진

행하고 있는 추세다.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

법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연구 결과를 발전시

키고 있는 것이다. 양적인 연구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에 일반화에 적합한 연구인 반면 질적인 연구

는 그 대상이 소수이지만 심층적 연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양적인 연구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질적 연구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더라도 편식아들이 편식이란 것을 ‘시간 내에 먹

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편식의 결과

를 ‘친구 사이가 나빠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의 심

층적 면담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다수

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양적인 연구에서 진

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편식의 분야와 관련

해서 양적 연구를 할 때 본 연구처럼 질적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들이 일반화에 적합한지 연구 

설계를 세운다거나 질문지를 구성할 때 본 연구와 

같은 질적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범위를 넓혀서 

질문지를 만들고 연구한다면 다양하고 깊이 있는 편

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

한 질 높은 영양관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학교 현장에서는 영양(교)사의 상담에 관한 스

스로의 노력이 그리고 연구 분야에서는 그 노력들

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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