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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nutrition education workbook to improve picky eating in children 
and to evaluate the effect of nutrition education using this developed workbook. The developed workbook fo-
cused on 2nd and 3rd grade students and consisted of five units. The contents included: multi-grain, vegeta-
bles (2 units), fish, and milk. The activities, including observation, and learning the roles and names of the 
foods, were developed mainly to increase motivation for eating a balanced diet. This workbook was developed 
from April to December 2008, and was applied at 15 elementary schools containing 1,674 students from April 
to September 2009 in Changwon City, Korea. We evaluated changes in knowledge before and after education 
on nutrition, eating behavior, dietary habits, and educational activities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e children demonstrat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nutritional knowledge (P＜0.001), eating behavior (P＜ 

0.001), and dietary habits (P＜0.001). Most of the children answered that the education program was helpful 
and exciting. Based on these results, we believe that the developed workbook is suitable for children picky 
eaters, and hope it will be used in the field of child nutrition education.

Key words : picky eating, nutrition education, workbook, elementary school children

서 론

식생활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로 식품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현명한 선택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식

품과 영양관련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초

등학교 영양교육은 특정 습관으로 고착화되기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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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우리나라 초

등학생 중 98.9%의 아동에게(교육과학기술부 2010) 
실시되고 있는 학교 급식과 연계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매우 높다. 직 ․ 간접적으로 영

양교육을 받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하여 

정신적 ․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각 증상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Kwon 등 2010), 영양교육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다. 아동들의 영양교육

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Lee & Jung 2005), 가장 정확

한 영양정보를 주는 사람은 ‘영양교사’라고 인식하고 

있으나(Park 등 2010) 실제로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 식생활관련 학교 교육은 많이 부족한 형편이

다(Oh 등 2008; Kang & Yoon 2009; Kwon 등 2010). 
학교 영양교육의 형태는 면대면 교육인 교실 수

업과 상담, 간접교육의 형태인 가정통신문이나 온 ․ 
오프라인 게시물, 방송교육 등이 있지만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

지는(강 2002) 교실수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교사의 몸짓, 말, 행동, 태도, 움직

임, 교육내용 등은 그 자체가 교육 매체가 되어 아

동의 동기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허 2005). 면
대면 교육인 교실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영양교사들은 표준화된 교육

지도안의 부재를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Kim 2010). 영양교육이 활성화되어지기 위해서 무

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표준화하면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더욱 원활하도록 다양한 교육자료 및 

매체 개발의 중요성은 다른 연구에서도(Park 등 

2006; Shin 등 2006) 이미 강조되어진 바 있다. 초등

학교 교실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영양교육 매체로

는 영양과 건강(대한영양사협회 2006), 트랜스 지방, 
당, 나트륨 섭취 저감화 교육 교재(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녹색식생활길라잡이(농림수산식품부 2010) 등

이 있으나 영양교육이 전 학년 단계에 걸쳐 지속적

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교육매체의 개발은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영양교육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많은 교육 주제 

중에서 아동의 편식 습관은 여러 연구에서 아동의 

심각한 영양문제로 조사되어져 왔으며, 영양교육에

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주제로 제기되어져 왔다

(Ku & Lee 2000; Park & Chang 2004; Min 등 2006; 
Park 등 2006; Shin 등 2006). 아동 스스로도 자신의 

식습관 문제로 ‘편식’을 우선 들고 있고 개선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Lee & Jung 2005). 편식 

아동의 식품섭취 패턴을 보면 성장과 발달에 도움

이 되는 식품류 즉, 채소류의 섭취빈도나 기호도는 

낮은 반면 탄산음료, 과자류, 아이스크림 등 단 음

식에 대한 기호도는 편식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ark & Ahn 2003; Shin 등 

2005; Choi & Lee 2008). 또한 건강식품을 골고루 

먹지 않는 아동은 과잉행동이나 공격성이 높은 경

향을 보인다는 주장도 있어(Park & Ahn 2003), 편식

습관의 개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의 편식습관 

개선을 위한 아동활동 중심의 교재를 개발하고 교

육현장에 적용하여 개발된 교재의 교육효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영양교사에 의한 영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동 발달 단계에 적합하면서 

교실수업에 활용 가능한 교재의 보급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영양교육교재 개발

1) 교육목표 설정 및 교육내용 선정

교육내용은 학교 영양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조

사한 논문(Park & Chang 2004; Lee & Jung 2005; 
Min 등 2006; Park 등 2006; Shin 등 2006)을 참조

하고, 창원지역 영양교사 20명으로 구성된 연구모

임에서 아동의 영양문제 중 우선적으로 접근하여

야 할 문제와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실천 기회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수차례 토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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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Grade

  2nd  351 ( 30.9)

  3rd  786 ( 69.1)

Total 1,137 (100.0)

Gender

  Boys  608 ( 53.5)

  Girls  529 ( 46.5)

Total 1,137 (100.0)

Experience of nutrition education

  Yes  227 ( 20.4)

  No  399 ( 36.0)

  I don't know  485 ( 43.6)

Total 1,111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쳐 선정하였다. 아울러 교육의 효과를 고려하여 2
학년과 3학년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아동 교재 및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초등학교 2, 3학년 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목표와 교육체계에 따라 교육내용을 체계화하

여 활동북 형태의 아동용 교재와 교사의 수업 설계

에 용이하도록 교수학습지도안을 개발하였다. 본 개

발 교재의 수업 시수는 영양교사에 의해 실행 가능

한 수업 분량을 고려하여 총 5차시로 계획하였고, 
교재 개발은 2008년 4월부터 2008년 12월 기간 중에 

진행되었다. 개발되어진 교재는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초등교사 2명, 식품영양전공 교수 1명에게 감

수를 받았으며, 초등학교 1개교에서 2학년을 대상으

로 pilot study를 실시하여 교재 및 교수학습지도안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교재의 편집과 디자인은 전문가

에게 의뢰하여 완성하였다. 

2. 개발된 교재의 영양교육 현장적용

개발되어진 교재를 활용하여 영양교육에 참여한 

학교는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

로 희망에 의하여 모집하였으며 참여 학교 영양교

사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전에 교재 내용과 교수 

방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교육대상과 시간은 

2, 3학년 아동 대상으로 영양교육 시간이 교육과정 

내에 편성되어져 있는 학교에서 교과시간이나 재량

활동 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하도

록 하였다. 교육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 기간 동안 각 학교 영양교사에 의해 실시되었

으며 총 15개교 1,674명의 초등학생이 교육에 참여

하였다. 

3. 교육효과 평가 

교육실시 전 ․ 후에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효과를 분석하였다. 설문내용

은 선행 연구(Woo 등 2006)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

으며 설문내용은 영양지식, 식습관 및 식행동, 교재 

및 교육활동 평가, 일반사항으로 하였다. 식습관 문

항에는 결식, 편식, 간식, 학교급식에서의 잔반 여부

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영양지식은 교육내용에 기반

하여 균형식(6문항), 영양소(5문항), 식품의 역할(4문
항)로 총 15문항에 ‘맞다’, ‘틀리다’로 답하도록 하였

으며, 정답인 경우 ‘1점’, 오답인 경우 ‘0점’으로 처

리하여 분석하였다. 영양지식문항과 식습관 및 식행

동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0.856, 0.997이
었다. 식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에 나오

는 실천해야 할 지침을 중심으로 총 10문항을 구성

하고 일주일에 며칠이나 실천하는가에 따라 ‘0∼2
일’은 1점, ‘3∼5일’은 2점, ‘6∼7일’은 3점으로 부여

하여 교육 전 ․ 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

는 교육에 참여한 학생 1,67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회수되어진 자료 중 설문에 충실하게 

응한 1,137명(67.9%: 2학년 351명, 3학년 786명)의 자

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아동 현황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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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Topic Unit Content

1 The variety and function of multi · grain Chewing multi-grain help to flatten belly  · Kinds of multi · grain
 · Multi-grain rice and white rice

2 The variety and function of vegetables

Crispy vegetables clean body

 · Colors of vegetable
 · Vegetable taste
 · Healthy dietary habit

3 Vegetable dishes
 · Vegetables of Bibimbap  
 · Nutrients of Bibimbap 
 · Kinds of vegetables

4 The variety and function of fish Soft fish make smart brain
 · Kinds of fish
 · Local fish 
 · The reason why we eat fish 

5 The function of milk Delicious milk make healthy bone 
 · Normal milk and processed milk 
 · Proper amount of milk
 · The reason why we drink milk 

Table 2. The contents of the nutrition education.

4. 통계분석

모든 자료는 SPSS 1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조사항목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paired t-test,  
χ2-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1. 영양교육교재 개발

1) 교육목표 설정 및 교육내용 선정 

아동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 충분한 섭취가 권장되

어지나 아동의 기호도와 섭취 빈도가 떨어지는 대표적

인 식품인 잡곡, 채소, 생선, 우유를 교육 주제로 선정

하였다. 선정되어진 식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섭취 

행동으로 이끄는 동기부여를 목표로 교육내용과 교육

활동을 구성하였다. 교육내용 체계는 Table 2와 같다.

2) 아동 교재 및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1) 아동 교재

각 차시별 단원의 제목은 식품의 영양생리학적 

특성을 의미하고 식품의 맛을 묘사하며 아동의 흥

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1차시는「쫀득쫀득 

잡곡밥, 배가 쏙쏙 들어가요」, 2 · 3차시는「아삭아

삭 채소, 내 몸을 청소해줘요」, 4차시는「부드러운 

생선, 머리가 좋아져요」, 5차시는「고소한 우유, 뼈

가 튼튼해져요」로 하였다. 1차시는 오곡밥에 들어가

는 잡곡을 실물로 제시하여 관찰하고 쌀밥과 비교

해 보는 내용과 잡곡밥의 좋은 점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2차시는 채소의 종류와 색, 맛에 대하여 자

신의 생각을 표현하여 보는 내용으로 하였으며, 3차
시는 2차시와 연계된 내용으로 비빔밥의 재료를 살

펴보고 채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찾아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4차시는 생선의 이름, 생선의 영양적 

특성, 특히 두뇌발달과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5차시 우유는 흰우유와 맛우유의 성분과 역할을 비

교하여 보는 내용으로 하였다. 그리고 각 차시별 해

당 단원에서 교육내용으로 잡곡밥이나 채소는 매끼 

먹기, 흰우유는 하루 2컵, 생선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먹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임을 제시하였고 실

천과제로써 학교급식에서 제공되었을 때 편식하지 

않고 먹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교재의 제목은 어린아이의 음식을 의미하는 단

어인 ‘냠냠’과 음식 먹기가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냠냠이의 건강대작전’으로 

하였으며 본 교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명도 동

일하게 하였다. 교재의 형식은 별도의 활동지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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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over and an example of the workbook: Less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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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n example of the teaching and learning plan - Lesson 1.

요하지 않도록 워크북 형식으로 개발하여 수업에 

용이하도록 구성하였고 아동 교재의 예시는 Fig. 1
에 제시하였다.

(2)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본 교재가 추구하는 교육목표인 편식행동 개선을 

위한 동기가 유발될 수 있도록 각 단원별로 제시되

어지는 식품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활

동을 제시하였다. 제시되어진 활동으로는 실물 관

찰과 색, 맛, 촉감 표현 활동, 차시별 주제와 관련

된 노래부르기, 실천과제제시 등으로 아동활동중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매체 선정 시 

저학년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이

고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물 식품이

나 모형 자료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학습 참고자료는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과 관련된 영양생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제시

하였다. 교수학습지도안의 예시자료는 Fig. 2에 제

시하였다.

2. 교육효과 평가 

1) 영양지식의 변화

교육 전 ․ 후 아동의 영양지식을 평가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영양지식 총점은 10.5
점에서 12.0점으로(15점 만점) 증가하였으며(P＜0.001), 
성별, 학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식 

점수가 모두 증가하였다(P＜0.001).

2) 식행동 및 식습관의 변화

영양교육 전 ․ 후 식행동 변화 점수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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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utrition education

t-value
Before After

Eat vegetable every day2)   1.9±0.81)  2.1±0.8  8.356***

Eat multi-grain rice every day  1.8±0.8  1.9±0.8 2.851**

Eat milk or dairy products every day  2.2±0.8  2.3±0.8  4.073***

Eat animal protein food than two times per day  2.0±0.8  2.2±0.7  6.070***

Eat fruit every day  2.1±0.8  2.3±0.7  5.034***

Eat kim-chi every day  2.1±0.8  2.3±0.8  7.079***

Try to eat balanced meals  2.1±0.8  2.3±0.8  6.532***

Try to eat sparingly such as snack, fast-food, instant food  1.8±0.8  2.0±0.9  5.994***

Try to eat dislikable food for health  2.1±0.8  2.2±0.7  6.313***

Try to eat moderately, regularly  2.1±0.8  2.3±0.7  5.546***

Average 20.7±4.9 22.4±5.2 10.598***
1) Mean±SD
2) The scale is as follows: 1 (0∼2 days/week), 2 (3∼5 days/week), 3 (6∼7 days/week), Total score: 30
**P＜0.01, ***P＜0.001 by paired t-test

Table 4. Changes of eating behavior score by nutrition education.

Variables
Nutrition education

t-value
Before After

Gender

  Boys    10.3±2.91) 11.9±3.2 11.144***

  Girls 10.6±2.7 12.1±2.8 11.377***

Grade

  2nd 10.1±2.9 12.2±2.8 12.677***

  3rd 10.6±2.7 11.9±3.1 10.921***

Average 10.5±2.8 12.0±3.0 15.826***
1) Mean±S.D, Total score-15
***P＜0.001 by paired t-test

Table 3. Changes of nutrition knowledge score by nutrition 
education.

본 결과(Table 4), 식행동 점수는 20.7점에서 22.4점
(30점 만점)으로 유의적으로 개선되었으며(P＜0.001), 
식행동을 묻는 10문항에 대해서 각각 교육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도 유의적으로 향상되었다(P
＜0.001).

아동의 영양문제로 중시되어지고 있는 세 가지 

식습관(Lee 등 2000; Choi & Seo 2003; Kim & Seo 
2004; Lee & Jung 2005), 즉 식사 거르지 않기, 꼭꼭 

씹기, 편식하지 않기와 학교급식에서 음식을 남기는 

정도, 급식우유섭취 습관의 변화를 알아보았다(Table 
5). 교육 전에는 44.6%의 아동이 식사를 거르는 경

우가 있다고 하였지만, 교육 후 식사를 거르는 아동

이 30.5%로 감소되었으며(P＜0.001), 음식 꼭꼭 씹기

에서도 교육 전에는 31.6%가, 교육 후에는 39.5%의 

아동이 항상 그렇다고 응답하였다(P＜0.001). 편식습

관의 경우 교육 전에는 61.4%, 교육 후에는 48.9%의 

아동이 편식 습관이 있다고 하였다(P＜0.001). 그리

고 급식을 항상 남기지 않는 아동이 교육 전 17.8%, 
교육 후 26.8%로 나타났으며(P＜0.001). 급식우유를 

항상 마시는 아동은 교육 전 69.9%, 교육 후 76.8%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3) 교재 및 교육활동 평가  

개발된 교재와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들의 평가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교재의 내용에 대해서 60.5%의 아동이 ‘매우 흥

미롭다’라고 하였고 학년간의 차이는 없었다. 본 교

재에 의한 교육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가’에 대해서 65.4%의 아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

으며 학년간의 차이는 없었다. 교육 후 65.7%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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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utrition education

χ2

Before After

Skipping meals

   8.436***  Yes  500 (44.6)1) 344 (30.5)

  No 620 (55.4) 785 (69.5)

Chewing food than
 twenty times

   7.076***  Always 357 (31.6) 444 (39.5)

  Sometimes 524 (46.4) 526 (46.8)

  Not at all 249 (22.0) 154 (13.7)

Picky eating 

   7.681***  Yes 692 (61.4) 550 (48.9)

  No 435 (38.6) 575 (51.1)

Dislikable food

1.088

  Bean 174 (27.9) 153 (30.1)

  Vegetable 174 (27.9) 137 (27.0)

  Seaweeds 120 (19.2)  95 (18.7)

  Fish  66 (10.6)  49 ( 9.6)

  Milk and dairy
   product  37 ( 5.9)  31 ( 6.1)

  Meat  23 ( 3.7)  19 ( 3.8)

  Others  30 ( 4.8)  24 ( 4.7)

Leftover of school meal 

   6.132***
  Never left 202 (17.8) 301 (26.8)

  Sometimes left 820 (72.3) 730 (64.9)

  Always left 112 ( 9.9)  94 ( 8.3)

Leftover of school milk

   4.496***
  Never left 784 (69.9) 861 (76.8)

  Sometimes left 287 (25.6) 219 (19.5)

  Always left  51 ( 4.5)  41 ( 3.7)
1) N (%)
***P＜0.001

Table 5. Changes of eating habit by nutrition education.

동이 ‘골고루 먹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 가장 달라

진 점이라고 답하였으며, 2학년 아동의 경우 ‘달라

진 점이 없다’(11.3%), ‘편식습관이 개선되었다’(10.7%) 
순으로 응답하였고, 3학년 아동은 ‘편식습관이 개선

되었다’(13.0%), ‘음식을 적당히 먹게 되었다’(11.7%) 
순으로 응답하여 학년간의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P
＜0.05). 영양교육을 통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는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23.7%), ‘식품의 역할’ 

(21.1%),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20.2%), ‘적당한 

음식섭취량’(14.3%), ‘음식 만드는 방법’(13.6%) 순으

로 응답하였다. 

고 찰

아동의 편식 습관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점은 

채소나 우유 같은 섭취가 권장되는 식품은 충분히 

섭취되고 있지 못하나 패스트푸드나 컵라면, 탄산음

료, 과자류 등의 섭취 빈도는 높다는 것이다(식품의

약품안전청 2010). 이런 유형의 식품을 통해 당이나 

나트륨, 포화지방과 같은 위해가능 영양성분이 과잉 

섭취되고, 장기간 지속되면 건강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식품의 섭취

량이 높은 상위 20% 집단은 하위 20% 집단보다 약 

10배가량 많은 위해가능 영양성분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Kang & Yoon 2009), 아동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여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패스트푸드를 선택하는 아동들은 ‘맛’ 때문에 선

택하며(Lee & Kim 2006), ‘좋아하는 맛’을 가진 음

식을 선택하여 먹는 일은 정서-감각적으로(sensory- 
affective responses) 즐거움을 주는 과정이므로 먹지 

않도록 강조하기는 쉽지만 먹는 사람 즉, 아동의 입

장에서는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  
식품섭취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한 세 가지 분류

를 보면 특정한 식품을 ‘섭취하지 않거나 줄이도록 

하는 것’, ‘먹도록 하는 것’, ‘대체하도록 하는 것’으
로 나눌 수 있다(Contento 2006). 아동에게는 패스트

푸드와 같은 음식을 덜 먹도록 하는 교육활동보다

는 채소나 우유를 좀 더 먹도록 안내하고 섭취의 

중요성과 그로 인해 기대되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를 자각시켜가는 것이 심리적 부담감을 줄임으로써 

더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채소나 잡곡

의 경우 전형적인 우리 음식의 기본이 되는 식품임

에도 불구하고 식생활의 변화로 아동들이 자주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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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tem Total 2nd 3rd χ
2

Was the nutrition education interesting?   Very interesting  666 (60.5)1) 203 (58.5) 463 (61.4)

1.033
  Interesting 361 (32.8) 120 (34.5) 241 (32.0)

  Not interesting  50 ( 4.5)  17 ( 4.9)  33 ( 4.4)

  Not interesting at all  24 ( 2.2)   7 ( 2.1)  17 ( 2.2)

Was the nutrition education helpful
 for your growth?

  Very much helpful 716 (65.4) 231 (66.6) 485 (64.9)

4.738

  Helpful 135 (12.3)  48 (13.8)  87 (11.7)

  Moderate 210 (19.2)  62 (17.9) 148 (19.8)

  Not helpful  16 ( 1.5)   2 ( 0.6)  14 ( 1.9)

  Not helpful at all  17 ( 1.6)   4 ( 1.1)  13 ( 1.7)

What was the changes after education    No change  96 ( 9.2)  38 (11.3)  58 ( 8.1)

 10.009*

  Try to eat balanced meal 688 (65.7) 229 (68.2) 459 (64.5)

  Improvement of picky eating 128 (12.2)  36 (10.7)  92 (13.0)

  Eat food moderately 114 (10.9)  31 ( 9.2)  83 (11.7)

  Others  21 ( 2.0)   2 ( 0.6)  19 ( 2.7)

What kind of subject do you want
 to learn in future education2)

  Function of food 454 (21.1) 140 (21.4) 314 (21.1)

  How to cook 292 (13.6) 110 (16.7) 182 (12.2)

  How to improve picky eating 137 ( 6.4)  41 ( 6.2)  96 ( 6.4)

  Nutrients and growth 510 (23.7) 139 (21.2) 371 (24.8)

  Healthy food 435 (20.2) 124 (18.9) 311 (20.8)

  Proper amount of food 307 (14.3) 100 (15.2) 207 (13.9)

  Others  15 ( 0.7)   3 ( 0.4)  12 ( 0.8)
1) N (%)
2) Multiple response
*P＜0.05

Table 6. Evaluation of nutrition education by grade.

해보지 못해 기피하는 식품이 되었고 이런 식품을 

즐겁게 먹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주 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편식 습관 중에서도 좀 더 

먹어야 될 식품인 잡곡, 채소, 생선, 우유를 교육 주

제로 선택하고 섭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

였다. 동기는 행동의 근원이 되는 힘이며 일어난 행

동을 지속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김 등 2009). 행동변

화단계(stage of change)에서 고려전단계(precontempla-
tion), 고려단계(contemplation)가 동기단계에 해당되며 

동기유발을 위한 전략으로 특정한 행동에 대한 ‘위
해나 필요성에 대한 자각’, ‘태도나 신념’, ‘자아효능

감’ 향상 등이 제안되어지고 있다(Contento 2006). 본 

교재의 내용과 활동의 구성 시 이러한 동기 유발 

전략을 활용하여 적용하였다. 즉, 매 차시별 수업에

서 해당되는 실물 식품이나 모형, 스티커 등을 활용

하여 식품을 관찰하거나 만져보는 활동, 식품의 이

름을 구분하는 활동으로 직 · 간접적으로 식품을 경

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각의 식품을 먹었을 때 

아동이 기대하는 결과를 교육 내용에 포함시켰다. 
차시별 제목도 교육내용을 함축하여 ‘쫀득쫀득 잡곡

밥, 배가 쏙쏙 들어가요’, ‘아삭아삭 채소, 내 몸을 

청소해줘요’, ‘부드러운 생선, 머리가 좋아져요’, ‘고
소한 우유, 뼈가 튼튼해져요’로 표현하였다. 

개발되어진 교재를 적용하여 본 결과 영양지식이 

유의적으로 향상되었다(P＜0.001). 영양교육 후 평가 

항목 중에서 영양지식은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변화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Woo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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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n & Kim 2007; Kim & Choi 2008; Ahn 등 2009; 
Kim & Lee 2010). 영양지식은 건강 행동과 식이 변

화를 일으키는데 충분하지는 않으나 행동목적과 활

동계획을 달성하고 동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Con-
tento 2006). 또한, 동기화되어진 아동에게 바른 영양

지식은 개선하려는 식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지

침이 되어 행동을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식행동의 변화를 교육 전 ․ 후 비교하였을 때 유

의적으로 향상되었고(P＜0.001), 학교급식 잔반 여부

나 급식 우유 마시기 습관도 유의적으로 향상되었

다(P＜0.001). 
본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식품은 학교급식으로 제

공되어졌을 때 잔반이 많은 일반적인 편식 식품이

다. 교육을 통해 학교급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학교 영양교육에

서 다루고자 하는 식품은 학교급식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식행

동의 경우 교육시간이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에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Kim 
2009),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기기입식 설문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식

행동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교육을 받

았던 학생을 대상으로 6개월이나 1년 후 식행동의 

변화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미 교

육 후 1년 반이 경과되었으나 현재 재평가를 준비

하고 있다.  
교재 및 교육 활동 평가에서 학년간의 차이가 없

이 ‘매우 흥미롭다’(60.5%), ‘영양교육이 자신에게 도

움이 된다’(65.4%)고 하였다. 아울러 관심있는 영양

교육 주제로 ‘영양소’(23.7%)와 ‘식품의 역할’(21.1%)
을 들고 있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어진 교재는 

아동의 요구와 인지발달수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

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어진 교재는 교육평가 결

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편식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교재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 창원시 보건소의 예산으로 창원지역의 15

개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지원한 만큼 영양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높다. 
아동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 

수에 맞게 배부함으로써 아동은 교육에 흥미를 가

지고 임할 수 있었으며, 영양교사 또한 표준화된 내

용으로 교육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었다. 따라서, 교육에 참여한 영양교사들은 

본 교재가 지속적으로 인쇄되어 교육현장에 보급되

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특징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초등학교 

영양교사를 중심으로 아동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

한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교육 과정 내에서 영

양교육 시간을 확보하여 1,67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개발되어진 교

재는 활동북으로써 별도의 활동지가 필요 없이 5차
시의 교실수업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교육결

과 아동의 편식습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는 5차시의 수업은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행동 변화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높

일 수 있도록 대조군이 있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

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동 대상 영양교육을 확산시

키고 또한 교육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편식 교

정을 위한 2단계 후속 교재가 개발되어 한번 더 교

육을 할 수 있다면 영양교육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교육이 좀 더 효과적이기 위

해서는 교육방법면에서 교실 수업에 적합한 미각교

육을 활용한 활동과 식품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활

동이 개발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교육

의 실시를 위해 영양교사가 비록 5차시이지만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실시하였다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 
최근 여러 법안이 통과되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과 

영양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

해서는 영양교육 시간이 교육과정 내에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초등학교에서 아동영양교육이 확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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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요약 및 결론

개발되어진 교재는 초등학교 2 · 3학년 아동의 편

식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교재로 창원지역 15
개 초등학교에서 본 교재를 활용하여 영양교육을 

실시하였다. 1,674명 아동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설

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1,137명 아동의 자료를 분석

하여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았다. 
1. 아동에게 기호도와 섭취 빈도가 낮은 대표적인 

식품인 잡곡, 채소, 생선, 우유를 교육 주제로 선

정하였으며, 활동으로는 실물 관찰과 색, 맛, 촉

감 표현 활동, 차시별 주제와 관련된 노래부르기, 
실천과제제시 등으로 아동중심 활동교육이 될 수 

있도록 workbook 형태로 교재를 제작하였다.
2. 영양지식은 교육 후 유의적으로 향상되었으며(P

＜0.001), 성별, 학년별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

도 지식점수가 유의적으로 향상되었다(P＜0.001).
3. 식행동은 교육 후 유의적으로 향상되었다(P＜ 

0.001). ‘편식습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교육 

전 61.4%에서 교육 후 48.9%로 감소되었다. ‘학
교급식을 남기지 않는다’(교육 전 17.8%, 교육 후 

26.8%), ‘급식우유를 항상 마신다’(교육 전 69.9%, 
교육 후 76.8%)로 나타나 교육 후 유의적으로 향

상되었다. 
4. 교재 및 교육활동을 평가한 결과, 아동들은 교재 

내용이 ‘흥미롭다’(60.5%), ‘성장에 도움이 된다’ 
(65.4%)고 하였고, 관심있는 영양교육 주제로 ‘영
양소’(23.7%)와 ‘식품의 역할’(21.1%)이라고 응답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어진 교재는 창원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육이 영양교육 교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하여 시도되어진 것이다. 학교

급식과 연계하여 아동 영양문제 개선을 위해 다루

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개발하였으며, 교
육 효과 분석에서 의도되어진 목표가 달성되어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양교육이 활성화되어지기 

위해 교육 교재의 필요성을 많은 연구들이 제언하

였지만 교육대상수에 맞게 교재를 제작하여 수업

에 활용하기까지에는 재원과 시간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되어진 교재를 보급할 수 있

는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재를 개발하

고 교실수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 영양교사

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에도 기여할 것

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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