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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a nutrition education program designed to reduce sugar intake in 

preschool children. The nutritional knowledge, dietary attitude, dietary behavior, and food intake with a sweet 

taste in preschool children were tested before and after 4 weeks of nutrition education from March 8 to April 

1, 2016. The preschool children were recruited in Dobong-gu, Seoul.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educated (N=59) and non-educated group (N=40). Statistical analyse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2. 

The nutritional knowledge about sweet tasting food was significantly increased (P＜0.01) in the educated 

group and significantly decreased (P＜0.01) in the non-educated group. The dietary attitude toward sweet tast-

ing food was significantly decreased (P＜0.05) in the educated group but not significantly changed in the 

non-educated group. The dietary behavior toward sweet tasting food was significantly decreased (P＜0.05) in 

the educated group and significantly decreased (P＜0.01) in the non-educated group. The major food sources 

of sugar intake were not significantly changed in either groups. The major food sources of sugar intake in 

the 5 years old children were yogurt products＞sweetened breads＞cookies/biscuits＞chocolate＞cereals＞bev-

erages＞sweetened milk＞sweet spicy chicken＞Tteokbokki. Although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this study, 

due to the short length of the nutrition education and lack of active participation by the parents, the results 

suggest that effective nutrition education on sweet tasting food can bring about changes in nutritional knowl-

edge as well as dietary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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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생활의 서구화와 식품산업의 발달로 가공식품

을 통한 첨가당 섭취율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

품안전처 2016년 보도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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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일 평균 총 당류 섭취량은 65.3g(’12년 기준, 1일 

총 열량의 13.4%)으로 ’10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가

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40.0g(’12년 기준, 3.1% 

증가)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Korea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6). 현재의 증가 추세로 

볼 때 향후 10년이 지나면 당류 섭취로 인하여 에너

지 섭취비율이 증가하여 대사증후군인 비만(Dubois 

등 2007; Lim 등 2009; Hu & Malik 2010; Malik 등 

2013), 당뇨(Hu & Malik 2010; Malik 등 2010), 심혈관

계 질환(Hu & Malik 2010; Te Morenga 등 2014; Yang 

등 2014), 치아 질환 등의 질병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2014년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민건강영양조사

(’10~’12년)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총 당류 섭취량

이 모든 연령대에서 20% 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나

(Korea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4), 식습

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3∼5세에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열량의 10.5%(34.7g)로 WHO 섭

취 권고 기준을 초과하였다. 영유아에서 가공식품을 

통한 첨가당 급원식품으로 1∼2세는 발효유류, 빵류, 

과일ㆍ채소ㆍ음료류, 아이스크림류, 과자류 등의 순

이었고, 3∼5세의 경우 아이스크림, 발효유류, 빵류, 

과일ㆍ채소ㆍ음료류, 과자류 순으로 나타났다(Lee 

등 2014).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급식 

중 당 섭취량 조사 연구결과 농촌보다는 아파트 지역

에서 당 섭취량이 높게 나왔고, 총 당 섭취량에 영

향을 미치는 식품군으로 과일류(17.6%), 국 및 탕류

(15.9%), 조림류(9.2%), 기타류(8.4%) 및 무침류(8.1%)

로 식품의 가공 및 조리과정에서 첨가당의 섭취량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ung 등 2011). 초등학생의 

경우 간식으로부터 섭취되는 첨가당의 섭취율은 1일 

평균 9.4%로 나타났으나(Ko 등 2015), 연령이 증가

할수록 첨가당의 섭취량 증가폭이 커지고 있어서 

어릴 적부터 영양교육을 통한 건강한 식습관 형성

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아기에 건강한 식품을 선택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주변 분식점 등을 이용하여 기호에 따

라 첨가당이 많은 음식을 선호하게 된다(Hyon & 

Kim 2007). 첨가당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면 식사의 

질을 저하시키므로(Frary 등 2004) 당이 적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한 식품 

선택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어릴 때부터 단

맛 저감을 위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나 초등학생 대

상의 당 저감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은 실시되고

(Han & Lee 2008; Kim & Lee 2011) 있는 반면, 유

아를 대상으로 하는 당 저감화 영양교육은 연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 인지ㆍ행동ㆍ환

경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인지론을 적용한 프로그

램을 진행할 때 식행동의 변화가 나타나(Kim & Lee 

2011; Jeon 2013; Ahn 등 2014; Jo 등 2015; Lee 등 

2015) 본 연구에서도 유아의 당 섭취율 감소를 위해 

사회인지론에 근거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

여 바람직한 식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어릴 적부

터 덜 달게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시키고자 한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당 저감화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단맛 영양지식, 단맛 식태도, 단

맛 식행동, 단맛 식품 섭취량의 변화를 분석하여 유

아의 당 저감화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시 도봉구에 소재한 기관으로 당 

저감화 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9개소 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는 덕성여자대

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승인(2016-0003-002) 

받은 후 실시하였다. 사전 설문지는 142장을 배부하

여 2016년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실시하였고, 회

수율은 92.2%(104명)로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

외하여 응답자는 127명이었다. 사후 설문지는 4주 교

육(3월 8일부터 4월 1일) 직후 결석생을 제외한 112명

에게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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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은 92.2%(104명)로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여 사전ㆍ사후 교육군 5개소 59명, 비교육군 4

개소 40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2. 영양교육 계획

영양교육 프로그램은 사회인지론의 상호작용 원

리에 입각하여 인지, 행동,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계

획하였다. 교육내용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발달

단계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였고, 직접 제작한 자료 

외에 서울시에서 개발하여 운영한 유아미각형성 프

로그램 중 ‘단맛 이야기’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발한 초등 저학년 ‘건강이와 함께하는 단맛 이야

기’(Korea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5)를 

만 5세 어린이 수준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하

였다. 교육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파워포인

트, 패널, 애니메이션, 책 등의 보조 자료를 활용하

였으며 활동지, 실험, 요리, 체험 등의 활동 위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1) 인지적 요인

당의 역할과 문제점, 뚱뚱이 체험활동, 충치 미로 

찾기 활동으로 행동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가치를 

갖게 하였다. 탄산음료 만들기, 천연 바나나우유 만

들기, 바나나맛 우유 만들기로 자아효능감을 증진시

키고자 하였다. 집단효능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모

둠별로 가공식품 속에 들어 있는 당 함량을 각설탕 

양으로 환산하여 패널을 만들었다. 

2) 행동적 요인

설탕이 많은 음식을 적은 음식으로 대체하는 기

술을 익히고, 영양표시 읽는 기술을 습득하여 가공

식품을 고를 때 당이 적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행동 수행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교육 후 단 음식을 

적게 먹기 위한 실천, 슈퍼에서 부모와 함께 당이 

적은 식품을 구매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모니터링하여 자기조절 능

력을 키우도록 하였다.

3) 환경적 요인

저당 애니메이션을 시청하였고, 가공식품 속 당 

함량을 패널로 제작하여 교실에 게시하였으며, 저당 

조리법이 담긴 가정통신문과 단맛 시장놀이 활동지

를 제공하여 가정에서도 덜 달게 먹을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약속카드를 작성한 

후 덜 달게 먹기 실천 행동에 대한 보상을 하고, 

‘덜 달게 먹기 지킴이 상’을 수여함으로써 당 저감

화를 위한 식행동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덜 달

게 먹기 위한 실천방법을 제시한 ‘단맛 키재기 자’

를 제공하여 교육 후에도 지속적으로 덜 달게 먹기 

위한 식환경의 변화를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3. 영양교육 실시

교육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고, 매주 1회씩 4주 

과정으로 진행하였다(Table 1). 

1) 1차시 ‘당이 뭐예요’

‘당이 뭐예요’라는 주제로 저당 애니메이션으로 

동기유발을 하고 학습목표를 설명한 후 설탕을 직

접 맛보게 하였다. 당의 역할과 과잉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설명하였고, 충치 미로 찾기 

활동, 비만 체험을 위해 피에로 옷입기 활동을 진행

하였으며, OㆍX퀴즈로 마무리하였다. 저당 애니메이

션을 교사에게 제공하여 다음 수업 때까지 여러 번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2차시 ‘좋아하는 단맛을 찾아라’

‘좋아하는 단맛을 찾아라’는 주제로 단 음식을 적

게 먹기 위해서 한 주간의 실천한 행동에 대해 이

야기 나누기를 하였다. 단맛이 나는 가공식품과 자

연식품을 구분하는 활동과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당 함량을 설탕 양으로 환산하여 설탕 쌓기 체험 활

동을 진행하였다. 가공식품을 자연식품으로 바꿔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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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trition education program designed to reduce sugar intake.

Week Subject Program activities Materials

1 What is sugar? The role of sugar

Relation between sugar intake and disease

Obesity activities

Teeth decay prevention activity

OX quiz

Flash animation

PPT, panels

Pierrot clothes

Textbook 

2 Find a favorite sweet taste! Sugar content of processed foods

Sugar content of natural foods

Choose foods with less sugar

Find nutrition labels

Sweet taste assessment

OX quiz

Materials: lump sugar

Textbook, panels

Sweet taste assessment kit

Worksheets, information letter

3 Be careful of sweet taste! Read nutrition labels

Making sugar panel

Making soft drinks

Worksheets

Materials: processed foods, sugar, sparkling water,

soda

Panel, information letter

4 Making healthy drinks Making banana milk

Making banana flavored milk

Making promise card

Give a certificate

Materials: banana, milk, oils, colors, sugar

Promise card, certificate

Papper ruler

(proposed practical ways to reduce sugar)

Worksheets, information letter

는 대체 기술을 익히도록 하였다. 가공식품에 표기

된 영양표시를 찾아보고 그중 당 함량을 숫자로 읽

어보도록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발한 단맛 

키트 중 3가지(2.5%, 5%, 10%) 시료로 미각테스트를 

실시하여 선호하는 단맛을 알게 하였다. 단맛 시장

놀이 활동지와 가정통신문을 제공하여 가정에서 단

맛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3) 3차시 ‘단맛을 조심해요-당이 어디에 들어 있니?’

‘단맛을 조심해요-당이 어디에 들어 있니?’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동기유발을 위해 부모와 함께 

슈퍼에서 영양표시를 읽고 건강한 간식을 구매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하여 스스로 단 음식

을 적게 먹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였다. 반복학습

으로 어린이가 선호하는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를 활

동지로 구성하여 스스로 당 함량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탄산음료 만들기를 통해 음료 속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둠별로 가공식품 

속에 들어 있는 당 함량을 설탕 양으로 환산하여 

패널로 제작한 후 교실에 게시하였고, 가정통신문을 

제공하였다. 

4) 4차시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요-바나나우유 

만들기’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요-바나나우유 만들기’로 

관찰 및 요리활동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천

연 바나나우유와 바나나맛 우유를 직접 만들어서 

설탕의 양을 비교하고 관찰하였다. 덜 달게 먹기 위

한 약속카드를 작성하고, ‘덜 달게 먹기 건강한 지

킴이상’을 제공하였다. 교실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바

나나우유 활동지와 무설탕 요리 레시피를 가정통신

문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교육이 끝난 후에도 덜 달

게 먹기 위한 촉진을 할 수 있도록 저당 실천방법

이 적힌 ‘단맛 키재기 자’를 제공하여 식환경의 변

화를 일으키고자 하였다.

4. 영양교육의 효과평가

1) 일반사항, 단맛 선호도 및 단맛 영양지식

일반사항으로는 성별, 나이, 신장, 체중을 조사하

였다. 설문은 학부모가 작성하였으며, 신장과 체중

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단

맛 선호도는 선행연구(Park 2013)에서 개발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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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단맛 선호도, 평상시 달

게 먹는 식습관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실시하였

다. 당 영양지식은 부분 그림설문지로 구성하였고, 교

사의 설명을 들은 후 유아가 직접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Han & Lee 2008; 

Kim & Lee 2011)에 근거하여 보육교사의 자문을 구

하여 수정ㆍ보완하였다. 문항은 단맛이 나는 것, 힘

을 내주는 식품, 당의 영양정보, 당을 많이 섭취했

을 때 문제점(비만, 충치, 산만한 행동), 설탕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식품(2종), 가공식품, 당을 적게 먹

는 실천적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별로 정답의 경우 1점, 오답의 경

우 0점을 부여하여 정답률을 구하였다. 

2) 단맛 식태도 및 단맛 식행동조사

설문지는 선행연구(Park 2013)에서 개발된 설문지를 

학부모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어린

이에게 맞도록 수정ㆍ보완하였다. 문항은 초콜릿ㆍ

사탕ㆍ젤리, 과자ㆍ빵ㆍ케이크, 시리얼, 음료류, 우유

류, 요구르트ㆍ요플레, 간식을 먹을 때 잼 등을 발

라먹는 여부, 달콤하게 조리된 반찬, 시판 간식 섭

취 여부, 영양표시 확인으로 총 10가지 항목으로 구

성하였고,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9번 항

목은 단맛을 좋아할수록 점수가 높게 나오도록 하

였고, 10번 영양표시 점수는 역으로 바꾸어 평가하

였으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단맛 식태도와 단맛 

식행동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3) 단맛 식품빈도조사

설문지는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섭취빈도

조사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와 선

행연구(Park 2013; Choi 2014)에서 어린이가 선호하

며 첨가당을 많이 함유한 식품인 초콜릿, 카스텔라ㆍ

케이크ㆍ초코파이, 떡볶이, 양념치킨, 쿠키ㆍ크래커, 

단맛우유 6종과 2015년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에서 제공한 유아세부식의 1월부터 11월 식단에

서 간식을 스크리닝하여 상위 빈도 10종(빵류, 유제

품, 떡류, 면류, 밥류, 시리얼, 음료류, 전류, 견과류, 

튀김류 순) 중 가공식품인 단빵류, 유제품(3종), 시

리얼, 음료류 6종을 포함하여 총 12개 식품으로 구

성하였다. 설문지는 2015년 어린이집 원장, 교사, 조

리원 14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

에게 맞도록 수정ㆍ보완하였다. 질문지에서 식품의 

양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실물사진을 축소하여 

첨부하였다. 단맛 식품섭취빈도는 하루 1회 섭취를 

1로 기준하고, 하루 3회 3점, 하루 2회 2점, 1주 5∼

6회 0.79점, 1주 2∼4회 0.5점, 1주 1회 0.21점, 1달 2

∼3회 0.08점, 1달 1회 0.03점을 부여하였다. 섭취량

은 1인 1회 분량에 보통 1점, 이상 1.5점, 이하 0.5점

을 부여하여 섭취빈도의 환산점수와 곱하였다. 식품

공전 분류 기준에 따라 요구르트ㆍ요플레는 발효유류, 

카스텔라ㆍ케이크ㆍ초코파이ㆍ단빵류는 빵류, 과일주

스ㆍ탄산음료ㆍ어린이 음료는 음료류, 초콜릿, 쿠키/

비스킷, 단맛우유(바나나, 딸기, 초코), 시리얼, 떡볶

이, 양념치킨 등 9개로 재분류하여 섭취량을 비교하

였다.

4) 통계분석

본 연구자료는 SPSS 22.0 statistics(SPSS Inc., Chi-

cago, IL, USA)를 이용하였고,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

준은 P＜0.05, P＜0.01 이하로 하였다. 각 변수에 대

해 빈도(%), 평균 등 기술통계를 구하였다. 일반사

항은 두 그룹에서 남녀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

을 t-test, χ
2
-test로 하였고, 단맛 선호도는 두 그룹

에서 사전ㆍ사후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χ
2
-test

로 분석하였다. 조사항목에 따른 단맛 영양지식, 단

맛 식태도, 단맛 식행동, 단맛 식품섭취빈도조사는 

점수화하여 두 그룹의 사전ㆍ사후 점수를 paired 

t-test로 분석하여 영양교육의 효과평가를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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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of sweet preference by nutrition education.

Variables

Pre

χ
2

Post

χ
2

Non-educated

(N=40)

Educated

(N=59)

Non-educated

(N=40)

Educated

(N=59)

Preference for sweet taste Doesn’t like at all 1 ( 2.5)
1)

0 ( 0.0) 2.37
2)

0 ( 0.0) 0 ( 0.0) 6.95

Doesn’t like 0 ( 0.0) 1 ( 1.7) 0 ( 0.0) 1 ( 1.7)

Ordinary 13 (32.5) 19 (32.2) 12 (30.0) 22 (37.3)

Like 20 (50.0) 28 (47.5) 27 (67.5) 27 (45.8)

Like very much 6 (15.0) 11 (18.6) 1 ( 1.7) 9 (15.3)

Dietary habit on sweet taste Very unsweet 1 ( 2.5) 1 ( 1.7) 5.52 0 ( 0.0) 2 ( 3.4) 8.95

Unsweet 3 ( 7.5) 13 (22.0) 1 ( 2.5) 8 (13.6)

Ordinary 31 (77.5) 38 (64.4) 36 (90.0) 38 (64.4)

Sweet 5 (12.5) 5 ( 8.5) 3 ( 7.5) 10 (16.9)

Very sweet 0 ( 0.0) 2 ( 3.4) 0 ( 0.0) 1 ( 1.7)
1)

 N (%)
2)

 Not significant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Group Boys Girls χ
2
 or t 

Gender Non-educated 20 (50.0)
1)

20 (50.0) 0.34
2)

Educated 26 (44.1) 33 (55.9) 0.34
2)

Height (cm) Non-educated 115.68±5.19
3)

113.78±4.91 1.19

Educated 112.83±5.01 112.87±5.09 –0.03

Weight (kg) Non-educated 21.84±4.07 20.92±3.86 0.73

Educated 20.09±2.65 20.19±2.92 –0.14
1)

 N (%) 
2)

 Not significant 
3)

 Mean±SD

결 과

1. 일반사항

교육군의 경우 남아 44.1%, 여아 55.9%, 비교육군은 

남아 50.0%, 여아 50.0%로 두 군간 남녀 비율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Table 2). 남아의 경우 교육

군의 평균 신장과 평균 체중은 각각 112.83±5.01cm, 

20.09±2.65kg이었으며 비교육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여아의 경우 교육군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각각 112.87±5.09cm, 20.19±2.92kg으로 비교육군과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다. 교육군과 비교육군 모두 평균 

신장과 체중은 한국인소아발육곡선에서 정상범위에 

있었다(Table 2). 

2. 단맛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

단맛 선호도에 대한 분포를 보면 사전에 ‘좋아한

다’는 교육군 28명(47.5%), 비교육군 20명(50.0%)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좋아한다’는 교육군 

11명(18.6%), 비교육군 6명(15.0%)으로 나타나 단맛

음식을 좋아하는 비율은 교육군 66.1%, 비교육군 

65.0%로 높게 나타났으나 두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Table 3). 사후에 ‘좋아한다’는 교육군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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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in nutritional knowledge of sweet taste by nutrition education.

Non-educated (N=40)
t-test

Educated (N=59)
t-test

Pre Post Change Pre Post Change

6.70±1.42
1)

5.70±1.59 –1.00 –3.31**
2)

5.88±1.34 7.59±1.35 1.71 7.91**
1)

 Mean±SD
2)

 The results were analyzed with pre and post by paired t-test (*P＜0.05, **P＜0.01)

Table 5.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on nutritional knowledge of sweet taste.

Variables
Non-educated (N=40) Educated (N=59)

Pre Post χ
2

Pre Post χ
2

1. What is sugar? 29 (72.5)
1)

28 (70.0) 0.06 46 (78.0) 52 (88.1) 2.17

2. Is sugar good for our body? 19 (47.5) 10 (25.0) 4.38*
2)

7 (11.9) 29 (49.2) 19.35**

3. What is not the role of a sugar in our body? 13 (32.5) 11 (27.5) 0.24 14 (23.7) 28 (47.5) 7.25**

4. Do you think that lots of sugar intake make your body fat? 29 (72.5) 20 (50.0) 4.27* 33 (55.9) 51 (86.4) 13.39**

5. Does eating too much sugar get cavities? 37 (92.5) 35 (87.5) 0.56 50 (84.7) 56 (94.9) 3.34

6. Does eating too much sugar make you hyperactive? 9 (22.5) 8 (20.0) 0.08 11 (18.6) 52 (88.1) 57.25**

7. What is the least nutritious food? 35 (87.5) 35 (87.5) 0.00 56 (94.9) 40 (67.8) 14.30**

8. What is the drink that contains sugar the most? 34 (85.0) 31 (77.5) 0.74 49 (83.1) 55 (93.2) 2.92

9. What is the processed food? 33 (82.5) 27 (67.5) 2.4 43 (72.9) 46 (78.0) 0.41

10. What is the best way to eat less added sugar? 30 (75.0) 23 (57.5) 2.74 38 (64.4) 39 (66.1) 0.04
1)

 Number of correct answers (% of correct answers)
2)

 The results were analyzed with pre and post by chi-square (*P＜0.05, **P＜0.01)

(45.8%), 비교육군 27명(67.5%)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교육군은 9명(15.3%)이 ‘매우 좋아한다’로 전

체의 61.1%가 단 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

전에 비해 5.0%가 감소된 것으로 났다. 비교육군은 

1명(1.7%)이 ‘매우 좋아한다’로 전체의 69.2%가 단 

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에 비해 

4.2%가 증가하였으나 두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평상시 달게 먹는 식습관에 대한 분포를 보면 사

전에 ‘보통이다’는 교육군 38명(64.4%), 비교육군은 

31명(7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상시 달게 

먹는 식습관을 좋아하는 경우는 교육군 7명(11.9%), 

비교육군 5명(12.5%)으로 나타났다(Table 3). 사후에 ‘보

통이다’는 교육군 38명(64.4%), 비교육군 36명(90.0%)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상시 달게 먹는 식습관

을 좋아하는 경우 교육군은 11명(18.6%)으로 사전에 

비해 6.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교육군은 3

명(7.5%)으로 사전에 비해 5.0%가 감소하였으며 두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단맛 영양지식에 미치는 영향

단맛 영양지식에 대한 정답의 평균으로 볼 때

(Table 4) 교육군은 사전에 5.88±1.34점에서 사후에 

7.59±1.35점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0.01), 비교육군은 사전에 6.70±1.42점으로 교육

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사후에는 5.70±1.59점으로 

교육군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단맛 영양지식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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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s of dietary attitude on sweet taste by nutrition education.

Variables
Non-educated (N=40)

t-test
Educated (N=59)

t-test
Pre Post Pre Post

1. I like chocolate, candy and jelly 3.85±0.92
1)

3.85±0.66 0.00 3.93±0.81 3.76±0.86 –2.10*
2)

2. I like sweet cookies, sweet breads and cakes 3.75±0.74 3.58±0.78 –1.36 3.63±0.87 3.54±0.90 –0.84

3. I like sweet cereals 3.33±0.86 3.23±0.86 –0.75 3.39±0.85 3.37±0.95 –0.18

4. I like sweetened beverage rather than water 2.80±1.00 2.75±0.93 –0.36 2.73±1.01 2.78±1.05 0.41

5. I like the sweetened milk than white milk 2.78±1.10 2.73±0.96 –0.33 3.14±1.18 2.88±1.10 –1.90

6. I like yoplait and yogurt 3.78±0.77 3.53±0.68 –2.24* 3.80±0.85 3.32±0.95 –4.58**

7. I like to eat desserts with jam, honey, 

syrups and whipped cream 

2.70±0.72 2.58±0.96 –0.84 2.90±1.16 2.80±1.01 –0.77

8. I like sweetened side dishes 2.70±0.79 2.83±0.75 0.93 3.10±0.92 2.93±0.89 –1.86

9. I want to eat sweetened processed foods often 3.15±0.89 3.05±0.82 –0.70 3.02±0.94 3.07±0.98 0.52

10. I check the nutrition labeling on buying processed foods 2.95±0.89 2.95±1.04 0.00 2.90±1.01 2.97±0.89 0.63

Average 3.18±0.49 3.11±0.42 –1.23 3.25±0.62 3.14±0.64 –2.08*
1)

 Mean±SD 
2)

 The results were analyzed with pre and post by paired t-test (*P＜0.05, **P＜0.01)

Table 7. Changes of dietary behavior on sweet taste by nutrition education.

Variables
Non-educated (N=40)

t-test
Educated (N=59)

t-test
Pre Post Pre Post

1. I often eat chocolate, candy and jelly 3.78±1.03
1)

3.30±0.85 –2.83**
2)

3.49±1.02 2.90±1.05 –4.20**

2. I often eat sweet cookies, sweet breads and cakes 3.35±0.92 2.88±0.97 –2.97** 2.86±0.92 2.64±0.78 –1.79

3. I often eat  sweet cereals 2.70±1.04 2.45±0.71 –1.71 2.39±0.74 2.34±0.88 –0.47

4. I often eat  sweetened beverage rather than water 2.43±0.93 2.25±0.84 –1.55 2.15±0.96 2.14±0.90 –0.17

5. I often eat the sweetened milk than white milk 2.38±1.00 2.25±0.81 –0.96 2.25±0.99 2.10±0.82 –1.45

6. I often eat yoplait and yogurt 3.33±0.92 2.98±0.80 –2.27* 2.98±1.03 2.83±0.87 –1.14

7. I often eat desserts with jam, honey, syrups and whipped cream 2.33±0.76 2.25±0.84 –0.52 2.59±1.07 2.53±0.90 –0.53

8. I eat sweetened side dishes 2.50±0.78 2.65±0.74 1.14 3.00±0.98 2.86±0.97 –1.09

9. I often eat sweetened processed foods often 2.20±1.04 2.13±0.76 –0.48 2.07±0.81 2.10±0.80 0.34

10. I buy processed foods after confirming the nutrition labeling 3.00±0.93 3.08±1.00 0.45 3.05±1.01 3.00±0.83 –0.44

Average 2.80±0.47 2.62±0.40 –3.02** 2.68±0.56 2.54±0.53 –2.49*
1)

 Mean±SD
2)

 The results were analyzed with pre and post by paired t-test (*P＜0.05, **P＜0.01)

살펴보면(Table 5) ‘2. 당은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 있을까요?’라는 문항에서 교육군은 정답률이 37.3%

가 증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비

교육군은 정답률이 22.5% 감소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3. 당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

일까요?’ 문항에서 교육군은 정답률이 23.8% 증가하

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비교육군에서는 

5.0%가 감소하였다. ‘4. 당을 많이 먹으면 뚱뚱해질

까요?’ 문항에서 교육군은 정답률이 30.5%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비교육군에서는 22.5% 

감소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7. 영양

소가 거의 없는 식품은 무엇인가요?’ 문항은 교육군

에서 정답률이 27.1%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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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hanges of major food sources of sugar by nutrition education.

Variables
Non-educated (N=40)

t-test
Educated (N=59)

t-test
Pre Post Change Pre Post Change

Yogurt products 0.46±0.45
1)

0.53±0.61 0.07 0.54
2)

0.69±0.82 0.70±0.80 0.01 0.04

Breads  0.31±0.35 0.31±0.36 0.00 0.05 0.38±0.49 0.31±0.33 –0.07 –0.90

Cookies & biscuits 0.26±0.32 0.28±0.32 0.01 0.18 0.34±0.41 0.30±0.29 –0.04 –0.68

Chocolate 0.21±0.38 0.23±0.22 0.02 0.22 0.18±0.14 0.17±0.13 –0.02 –0.71

Cereals 0.12±0.22 0.16±0.24 0.03 0.62 0.16±0.22 0.15±0.22 –0.01 –0.25

Beverages 0.14±0.28 0.17±0.30 0.03 0.43 0.15±0.18 0.17±0.19 0.02 0.48

Sweetened milk 0.08±0.10 0.15±0.32 0.06 1.11 0.08±0.12 0.12±0.28 0.04 1.03

Sweet spicy chicken 0.06±0.12 0.06±0.07 0.00 –0.07 0.06±0.12 0.07±0.14 0.01 0.24

Tteokbokki 0.04±0.04 0.03±0.04 0.00 –0.49 0.05±0.08 0.03±0.05 0.01 –0.82

Average 0.14±0.13 0.16±0.14 0.02 0.59 0.17±0.12 0.17±0.11 –0.01 –0.35

The results were analyzed with pre and post by paired t-test
1)

 Mean±SD
2)

 Not significant 

4. 단맛 식태도의 변화

단맛 식태도의 변화를 전체 평균으로 볼 때(Table 6) 

교육군은 사전 3.25±0.62점에서 사후 3.14±0.64점으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5), 비교육군은 사전 

3.18±0.49점에서 사후 3.11±0.42점으로 감소하였으나 유

의하지 않았다.

단맛 식태도에서 사전ㆍ사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문항을 살펴보면 교육군은 ‘1. 초콜릿, 사탕, 젤리 등을 

좋아한다’, ‘6. 요구르트나 요플레를 좋아한다’에서 감

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각각 P＜0.05, P＜0.01). 

비교육군에서는 ‘6. 요구르트나 요플레를 좋아한다’에

서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5. 단맛 식행동의 변화

단맛 식행동의 변화를 전체 평균으로 볼 때(Table 7) 

교육군은 사전 2.68±0.56점에서 사후 2.54±0.53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5), 비교육군은 사전 2.80± 

0.47점에서 사후에 2.62±0.40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P＜0.01).

단맛 식행동에서 사전ㆍ사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문항을 살펴보면 교육군은 ‘1. 초콜릿, 사탕, 

젤리 등을 자주 먹는다’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P＜0.01). 비교육군은 ‘1. 초콜릿, 사탕, 젤리 등

을 자주 먹는다’, ‘2. 단맛이 나는 과자, 빵(단팥빵, 

크림빵, 카스텔라, 초코파이), 케이크 등을 자주 먹

는다’에서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6. 요구르트나 요플레를 자주 먹는다’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6. 단맛 급원식품 섭취의 변화

단맛 급원식품에서 섭취량이 감소한 식품으로 교

육군에서 빵류＞쿠키ㆍ비스킷＞초콜릿＞시리얼 순으

로 나타났고, 비교육군에서는 감소한 식품이 없었으며 

두 그룹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8). 

단맛 급원식품 중 증가한 양상을 보이는 식품으로 

교육군은 단맛우유＞가공음료＞발효유류ㆍ양념치킨ㆍ

떡볶이 순으로 나타났고, 비교육군은 발효유류＞단

맛우유＞시리얼ㆍ가공음료＞초콜릿＞쿠키ㆍ비스킷 

순으로 나타났으나 두 그룹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전체 평균으로 볼 때 교육군에서 단맛 급원식품 섭

취량은 감소하였고, 비교육군은 증가하였으나 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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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ajor food sources contributing to sugar intake in 5 years old children.

룹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만 5세 단맛 급원식품 섭취량에 기여하는 식품군

으로는 교육군과 비교육군에서 비슷한 양상을 나타

내었고, 단맛 급원식품에 기여하는 순서로는 발효유

류＞빵류＞쿠키ㆍ비스킷＞초콜릿＞시리얼＞가공음

료＞단맛우유＞양념치킨＞떡볶이 순으로 나타났다(Fig. 1).

고 찰

서울시 도봉구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대상으로 당 저감화 영양교육을 4주 진행하였으며 

교육의 효과평가를 위해 단맛 선호도, 단맛 영양지

식, 단맛 식태도, 단맛 식행동, 단맛 식품 섭취량을 

조사하였다. 단맛에 대한 선호도는 사후에 교육군과 

비교육군에서 각각 61.1%, 69.2%로 높게 나타났으나 

평상시 달게 먹는 식습관은 사후에 교육군 11명

(18.6%), 비교육군 3명(7.5%)으로 낮게 나타났다. 선

행연구에서 유치원생 대상으로 단맛 미각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평상시 달게 먹는 식습관으로 53.5%가 

나타나(Park 2013)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

생의 경우 평상시 달게 먹는 식습관이 영양교육 실

시 후에 0.4%로 미비하게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Kim & Lee 2011). 이는 어린이의 

단맛에 대한 선호도가 교육 후에도 쉽게 변하지 않

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평상시 달게 

먹는 식습관이 적게 나타난 것은 설문지를 부모가 

작성하여 부모의 주관성이 개입되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단맛에 대한 영양지식은 사전에 비교육군에서 정

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사후에 교육군에서 비교육

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여 인지요인인 영양지식에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났다(P＜0.01). ‘7. 영양소가 거의 

없는 식품은 무엇인가요? 문항에서 비교육군의 정답

률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교육군에서는 정답률

이 27.1%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 이는 교육

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채소를 정답으로 체크하는 

어린이가 17.6%가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선행

연구(Choo & Chung 2013; Lee & Chung 2015)에서 

시각적인 노출만으로 편식이 교정되는 것을 볼 때 

영양교육 시 첨가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의 노출

보다는 자연식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

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 단맛에 대한 영양지식이 

교육 후에 증가하였고(Han & Lee 2008), 교사와 부

모가 영양지식이 높을수록 유아의 영양지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식습관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Park & Ahn 2012). 이는 환경요인에서 교사

와 부모의 모델링이 어린이 영양지식 증가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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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교사와 부모교육을 

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단맛에 대한 식태도는 전체 평균으로 보았을 때 

교육군에서 단맛을 선호하는 식태도가 유의하게 감

소하여 교육의 효과로 보여진다(P＜0.05). 선행연구

에서도 단맛에 대한 식태도를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유치원생에서 단맛에 대한 식태도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Shin 2015). 

따라서 어릴 적부터 단맛 저감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식태도가 연령이 증가하여도 유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단맛에 대한 식행동은 전체 평균으로 볼 때 교육군

과 비교육군에서 각각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5, 

P＜0.01) 비교육군에서 유의차가 크게 나타나 교육

의 효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단맛에 대한 식태

도와 식행동에서 ‘영양표시를 읽고 구매한다’ 문항

은 두 그룹 모두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는데, 어

린이가 선호하는 가공식품에 영양정보가 다양한 방

법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글씨가 너무 작게 표기되어 

찾아서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부모와 함께 

가공식품을 읽고 당이 적은 식품을 구매하게 하였

으나 부모의 참여가 부족하여 영양표시를 읽는 식

태도와 식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당 저감화 교육에서 영양표시 읽기

에 대한 교육 시수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이며 

어린이와 부모 모두에게 영양표시를 읽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줘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 가공식품에는 표준화된 영양표시와 어린이

가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크기를 크게 표시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 우유보다는 

요구르트나 요플레를 자주 섭취하는 빈도의 감소와 

빵이나 떡을 먹을 때 잼이나 꿀을 많이 발라서 섭

취하는 식행동의 빈도가 감소하였으나(Kim 2011) 본 

연구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또한 나이가 어릴수록 

단맛에 대한 식행동이 건전하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단맛을 선호하는 식행동이 증가하여(Shin 

2015) 어릴 적 건전한 식행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인 영양교육이 실

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식행동을 모방하는 유아

기에 부모의 올바른 식행동이 어린이의 식습관 변화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hin 등 2004; Jeong 등 2006; 

Han 등 2015). 또한 어린이의 식습관에 대한 관심은 

부모의 수입 정도, 고학력자일수록 높았으며 식사지

도 방법에도 영향을 주었다(Kim 등 2006). 그러나 부

모가 식사지도 시 강제와 제한을 둘 경우에는 부정

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즐거운 식사 분위기를 형

성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Kim 등 2006; Kim 2011) 

어린이의 단맛 저감을 위해 부모는 강압적인 제한

보다 가공식품 노출의 제한과 대체식품을 제공해 자

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단맛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단맛 급원 식품으로는 발효유류＞

빵류＞과일ㆍ채소ㆍ음료류＞과자류 순으로 나타났는

데(Lee 등 2014), 본 연구에서 단맛 급원 식품으로는 

발효유류＞빵류＞쿠키ㆍ비스킷＞초콜릿＞시리얼＞가

공음료＞단맛우유＞양념치킨＞떡볶이 순으로 나타나 

발효유류와 빵류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

냈다. 본 연구는 3월에 실시하여 아이스크림을 제외

하였으며, 계절적인 영향을 받아 가공음료 섭취가 

적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Korea Consumer Agency 

(2003)에서 시리얼의 당 함량이 100g당 30g을 초과

하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과 성인의 시리얼은 

당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데 반해 어린이 시리얼 12

개 제품 중 10개에서 당 함량을 초과하여 어린이가 

섭취하는 시리얼의 첨가당 사용을 줄이고 영양표시

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공식품뿐

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조리식품 중 당류 함량을 

조사한 결과 과일류, 기타(요구르트 및 단무지), 튀

김류, 볶음류, 조림류, 소스류 순으로 나타났고, 영

양사가 있는 곳에서 당 함량 섭취량이 영양사가 없는 

곳보다 더 많이 섭취하였는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다(Jung 등 2011).

따라서 어린이집에 식단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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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영양사는 식단

을 작성할 때 당 함량이 적은 메뉴를 선택하고, 저

당 조리법을 개발하여 당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 

표준레시피를 제공하며, 급ㆍ간식으로 제공되는 가

공식품 중 단맛 급원식품인 발효유류, 단빵류, 시리

얼과 가공음료 등의 제공을 줄이고, 어린이집에서는 

급ㆍ간식에 제공되는 식재료 구매 시 영양표시를 

확인하여 당 함량이 적은 식품을 구매하여 첨가당

을 통한 당 섭취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또한 교사와 부모 교육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릴 적부터 단맛에 대

한 건전한 식행동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단 음식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과 대형마트 계산대 앞 가공식

품 노출의 제한, 어린이 식품의 영양표시를 표준화

된 양식으로 제공하여 어린이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교육과 어린이 TV 시간대에 당 저감화 광고 

등의 홍보를 통한 정부의 정책적인 전략 등의 적극

적인 환경조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당 저감화 교육을 통해 단

맛에 대한 영양지식, 단맛 식태도에 대한 변화가 있

었으나 단맛에 대한 식행동, 단맛 급원식품 섭취량

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4주간의 일시적인 

교육 시수,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한계점

을 갖고 있다. 또한 부모가 설문지를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부모의 주관성이 개입되었을 제

한점을 갖고 있으므로 유아가 직접 설문을 작성할 

수 있는 그림 설문지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며, 단

맛 저감을 위한 식환경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

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하여 도봉구 관내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아 대상 당 저감화 교

육프로그램’을 4주간 실시하였고, 단맛 선호도, 단

맛 영양지식, 단맛 식태도, 단맛 식행동, 단맛 식품 

섭취량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서울시 도봉구에 소재한 기관으로 당 

저감화 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9개소 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는 덕성여자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승인(2016- 

0003-002) 받은 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교육

군 5개소 59명, 비교육군 4개소 40명을 대상으로 

3월에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4주간 영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을 마친 직후 사후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만 5세 유아 대상으로 남아의 경우 평균 신장과 

평균 체중은 교육군에서 각각 112.83±5.01cm, 20.09± 

2.65kg이었으며 비교육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다. 여아의 경우 교육군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각각 112.87±5.09cm, 20.19±2.92kg으로 비교육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교육군과 비교육군 

모두 한국소아발육곡선에서 정상범위였다.

3. 단맛에 대한 선호도에서 교육군은 사전에 전체의 

66.1%가 단맛을 선호하였고, 비교육군은 사전에 

65.0%가 단맛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에 교육군은 전체의 61.1%로 나타나 사전에 비해 

5.0%로 감소하였고, 비교육군은 69.2%가 단 음식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에 비해 4.2%가 

증가하였으나 두 그룹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4. 단맛 영양지식의 변화로 교육군은 사전에 5.88± 

1.34점에서 사후에 7.59±1.35점으로 높게 나타나 유

의한 차이를 보였고(P＜0.01), 비교육군은 사전에 

6.70±1.42점으로 교육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사

후에는 5.70±1.59점으로 교육군보다 낮게 나타났

다(P＜0.01). 

5. 단맛 식태도의 변화로 교육군은 사전에 3.25±0.62

점에서 사후에 3.14±0.64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P＜0.05), 비교육군은 3.18±0.49점에서 사후에 3.11± 

0.42점으로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단맛 식

행동의 변화로 교육군은 사전에 2.68±0.56점에서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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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54±0.53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5), 

비교육군은 사전에 2.80±0.47점에서 사후에 2.62± 

0.40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P＜0.01) 교육군보

다 유의차가 크게 나타나 교육의 효과로 보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6. 만 5세 단맛 급원식품 섭취량에 기여하는 식품군

으로는 교육군과 비교육군에서 비슷한 양상을 나타

내고 있었다. 단맛 급원식품에 기여하는 순서로는 

발효유류＞빵류＞쿠키ㆍ비스킷＞초콜릿＞시리얼＞

가공음료＞단맛우유＞양념치킨＞떡볶이 순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유아대상 영양교육을 실시할 때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 음식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 교

사의 적극적인 도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급

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단맛 급원식품의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저당 식단을 제공하고, 단 음식에 대한 

영양표시의 강화와 어린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

록 어린이 식품에는 표준화된 영양표시를 해야 하

며, 가공식품 노출의 제한, 어린이 TV 시간대 당 저

감화 광고 등의 정책적인 전략으로 단맛 저감을 위

한 적극적인 환경조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4주간의 일시적인 교육

의 한계점과 부모가 설문지를 직접 기입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어 부모의 주관성이 개입되었을 제한점

을 갖고 있어 유아가 직접 설문을 작성할 수 있는 

그림 설문지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린이 당 

저감화 교육을 통해 단맛 영양지식, 단맛 식태도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을 통

해 단맛 식행동과 단맛 식품 섭취량의 변화까지 이

뤄질 수 있도록 교육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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