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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and perception regarding education by center for child-care foodservice
management.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a primary survey of parents of child-care facilities and kindergarten students in
Seoul. A total of 427 of 60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Results: Assessment of children’s behavior after education of sanitation/
nutrition revealed decreased snacking according the age of children, as well as decreased plate waste and improved overall dietary habit.
After receiving support from a foodservice management center, parents who had kindergarten children or children aged ≤3 and 7 years
old had positive perceptions for ‘overall service quality’, ‘menu satisfaction’, ‘educational newsletter’. Moreover, the parents believed
hand washing, teeth brushing, awareness of junk foods, and dining etiquette were required educational contents for their childre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ustainable dietary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with
participation from their parents.
Key words: child-care facility, kindergarten, children, parents, foodservice management support center

Ⅰ. 서 론
인간의 생애주기에 있어서 영․유아기는 신체적 성장,
신체기능의 조절능력, 운동능력 및 사회 인지적 능력과
같은 정신적·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에 영향
을 미치는 영양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Lee
YS 등 2006, Shim JE 등 2007, Jeong YH 등 2013). 또한,
아동기 및 유아기의 식사 행동과 태도는 식품에 대한 기
호와 식태도 및 식사예절 등의 식습관으로 형성되어서
성인기 이후의 평생의 식습관과 영양으로 이어져서 일생
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

고 연구된 바 있다(Kim SJ 2000, Sin EK & Lee YK
2006, Yon MY 등 2008, Kim HY 등 2013).
가족구조의 축소, 저출산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자녀의 양육이 사회적인
이슈로 문제화되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어린이집, 유
치원 등 보육시설의 확대와 시설을 지원하고 있어 어린
이 보육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Bae HJ 등 2009, Park
HS 등 2009, Paik JE 등 2015). 그러나 어린이 보육시설
의 양적인 증가에 비해, 보육시설에서의 운영과 관리 부
분, 특히 제공되는 급식의 영양, 위생 및 식생활교육에서
는 아직 열악한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Rho J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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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im SH 등 2014).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식품의약
품안전처와 각 지방 지자체의 지원으로 영양사의 고용
의무가 없는 50-100명 이하의 어린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을 대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세부 운영 가이드
라인’을 통하여 급식소의 어린이 수가 20인에서 100인 미
만인 경우를 정회원, 어린이 수가 20인 미만을 준회원으
로 구분하여 지원 및 관리하고 있다. 정회원인 어린이보
육시설과 유치원은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사업인
영양(어린이 대상별 맞춤 식단제공, 표준조리법 개발과
보급 및 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등), 위생 및 안전에 관
한 관리지원(위생·안전관리 현황 파악과 컨설팅 및 순회
방문을 통한 위생교육)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준회
원은 일부 사업(원장 및 조리원 집합교육과 방문교육, 식단
및 가정통신문 등의 정보 제공 사업 등)만을 지원받을 수
있다(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2018).
이러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과 지원으로 인
해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어린이 급식 및 식태도에서의
변화와 위생․안전관리 순회 방문 지도에 따른 어린이 급
식소 조리원의 위생지식 변화 등의 위생, 교육 및 영양관
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많은 선행연구가
보고되고 있다(Kim HY 등 2013, Kim JA & Lee YM
2014, Kim SH 등 2014, Park EH & Lee YE 2015, Yeoh
YJ & Kwon S 2015, Park HR 등 2017).
최근에는 계층적 분석법을 이용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의 사업 수행관점과의 중요성을 연구(Jeong YH 등
2013)하고, 빅데이터와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하여 2012,
2014, 2016년의 연도별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현
황을 파악하는 연구(Jeong EJ & Chang UJ 2017)가 진행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영/유아 보육기관이나 유치원의
급식 관련 연구로는 주로 유아 교육기관의 유아 편식과
편식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Oh YJ &
Chang YK 2006)와 어린이 보육교사와 시설 운영자의 직
무와 관련 연구(Park EH & Lee YE 2015) 및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지원에 따른 어린이 급식소의 운영 만족도
에 관련된 연구(Yeoh YJ 등 2015) 등이 이루어져 왔다.
아직까지 영/유아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들의 급식시설에
대한 인식이나 서비스 관련 만족도 및 식생활교육에 관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의 어린이
집과 유치원에 등원하는 아동/어린이들의 부모를 대상으
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들의 위
생·영양교육에 따른 식습관 및 태도 변화, 센터 교육 후
가정에서 어린이의 식습관 변화, 어린이교육 및 어린이급
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부모 요구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과 식습
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http://www.ekf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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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조사 대상자
본 연구에는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의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74개소의 어린이집과 유
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과 어린이의 부모를 대상으로
2015년 10월 15일부터 2015년 10월 25일까지 설문을 시
행하였다. 본 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약 30명의 부모를 대
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시행하였고, 수거한 자료로
예비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설문내용에 적합하지 않
은 내용을 모두 수정하였다. 최종 개발된 설문지 600부를
부모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이 중 성실하게 응답한 유효한
설문지 427부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설문지 구성
자료수집은 부모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워크숍을
실시하여 어린이교육(어린이 쿠킹클래스, 손 씻기 교육,
이 닦기 교육, 식품첨가물 교육, 영양교육, 식사예절, 편
식방지, 한식 이미지 교육, 짜지 않게 먹기 교육, 영양표
시성분 읽기 교육, 설탕 섭취 줄이기 교육)에 대해 사전
에 설명하였으며, 설문시행 2주 전부터 부모에게 가정통
신문을 보내어 어린이의 식습관(손 씻기, 이 닦기, 식사예
절, 편식, 짜지 않게 먹기 및 설탕 섭취)을 유심히 관찰할
것을 각 가정에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설문지는 어린이들
의 가정통신문과 함께 가정으로 보내어 부모가 작성하여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어린
이 식생활교육 및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조사한 선행연구
들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Kim SY 등 2011, Kim HY 등
201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위
생·영양교육 후 어린이의 변화에 대한 평가(식사 전 손
씻기, 편식 정도, 음식 남기는 정도, 군것질 양), 센터의
어린이 교육을 받은 후 가정에서 어린이의 식습관 변화
에 대한 인식도(위생·조리·영양교육이 도움이 되었나, 어
린이집의 급식상태가 위생적인가, 식단에 만족하는가, 급
식 1회 분량이 적당한가, 가정통신문 내용이 도움이 되는
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내용이 긍정적인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전문가라고 생각하
는가), 어린이교육과 전반적인 지원서비스에 대한 부모
요구도(어린이 쿠킹클래스, 손 씻기 교육, 이 닦기 교육,
식품첨가물 교육, 영양교육, 식사예절, 편식방지, 한식 이
미지 교육, 짜지 않게 먹기 교육, 영양표시성분 읽기 교
육, 설탕 섭취 줄이기 교육) 등으로 구성되었다.

3. 통계 분석
수집된 설문자료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치화된 데이터로 코딩하였고,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2018; 34(4):4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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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S Statistics(ver. 21.0, IBM Corp., Armonk, NY, US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항목별로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범주화된 자료(categorical
variables)는 빈도와 백분율을, 연속형 자료(continuous
variables)는 평균, 표준편차 등을 분석하였다. 이 중 연속
형 자료의 경우에는 유의성 검정을 위해 두 집단은 t-test
를, 세 집단 이상의 경우에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
고, α=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으면, 사후검정
중의 하나인 Duncan의 다중비교 검정을 시행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적 사항에 따른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자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중대응일치분
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와 대상자의 부모의 일반사항
조사 대상 어린이와 부모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
다. 전체 427명 중 어머니가 96.7% 아버지는 3.3%로 나
타났으며, 부모의 연령대는 30대가 75.6%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1.3%, 20대가 3.0%였다. 자녀의 나이는 5세에서
7세는 309명(72.3%), 5세 미만은 118명(27.7%)으로 나타
났다. 또한, 자녀의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 87.8%, 유치
원이 12.2%로 조사되었다.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영양교육 후 가
정에서의 어린이 변화 평가
부모와 어린이의 일반사항에 따른 위생/영양교육 후
가정에서의 어린이 변화 평가는 Table 2에 나타냈다. 손
세척, 편식감소, 잔반량 감소, 군것질 감소, 전반적인 식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their parents

Gender of parents

Age of parents

Child’s age
(yr)

n

%

Male

14

3.3

Female

413

96.7

20's

13

3.0

30's

323

75.6

40's

91

21.3

≦3

55

12.9

4

63

14.8

5

121

28.3

6

96

22.5

7

92

21.5

52

12.2

Kindergarten
Child's educational
institute
Child-care facility

375

87.8

Total

4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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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 개선사항의 요인 중 군것질 감소의 변화가 자녀들
의 나이에 따른 부모들의 인식에서 3-4세의 어린이보다
5세와 7세의 어린이들에서 변화가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고(p<0.05),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모들의 경우 잔
반량 감소와 전반적 식습관 개선에서 유치원의 어린이들
이 어린이집 어린이보다 유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p<0.05). 부모들의 연령대는 전반적인
식습관 개선에서 30-40대의 부모가 20대의 부모보다 유
의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세부적
으로 보면 군것질 감소는 4세 이하의 부모들은 3점대 초
반으로 나타났고, 5세 이상의 부모들은 모두 3.15점 이상
이었으며, 전반적인 식습관 개선은 모두 3점대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나 20대 부모가 3.08로 낮은 점수를 보였
다. 위생/영양교육 후 가정에서의 어린이 변화 평가는 식
사전 손세척, 편식 감소, 잔반량 감소, 군것질 감소 등 전
반적인 식습관개선사항의 요인 중 군것질 감소의 변화가
자녀들의 연령에 따른 부모들의 인식에서, 그리고 유치
원 및 어린이집 부모들의 경우 잔반량 감소와 전반적 식
습관개선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린이의 식생활 행동은 연령, 성별, 부모의 교육
정도 및 어머니의 직업 유무와 가정에서의 가족 식생활,
부모의 관심 및 자녀지도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영
향을 받을 수 있다(Kim JH & Hwang HS 2010).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의 식생활 행동은 더 연령이 높아지기 전
에 교육 프로그램이나 부모님의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어린이의 식생활에서 개선시켜야 할 문제로는
편식, 식사보다는 간식의 과다섭취, 불규칙적인 식사와
결식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Cho MS 2000, Choi
MJ & Yoon JS 2003), 특히 유아기에 형성된 식습관은
쉽게 변화되지 않으며,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성분
이 필요한 청소년기에도 지속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
에 계속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른 연구
에서는 유아 어머니의 지식 정도에 따른 유아간식의 실
태 파악과 중요도 조사 결과, 간식을 제공하는 이유로는
지식이 가장 높은 그룹과 중간 그룹에서는 ‘영양보충을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지식이 낮은 그룹에
서는 ‘아이가 좋아해서’가 가장 높은 이유로 보고되었다
(Eun JH & Kim SM 2003). 그리고 경기도 지역 어린이
보육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의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의 편
식 습관 및 부모의 유아편식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에서
는 유아는 채소에 대한 편식비율이 가장 높았고, 편식
이유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맛이어서 접해볼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태도는 ‘이해시키도
록 노력한다’, ‘새로운 조리법을 개발한다’, ‘무시한다’
순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부모(어머니)의 직장 여부에
따라서 ‘이해시키도록 노력한다’와 ‘무시한다’라는 의견
http://www.ekf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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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ssessment of children's behavior change after education of sanitation/nutri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Decrease
picky habit

Decrease
plate waste

Decrease snacking

Improvement of overall
dietary habit

3.86±0.663)
3.74±0.92
0.745

3.64±0.84
3.53±0.77
0.643

3.86±0.77
3.62±0.85
0.367

3.21±0.98
3.25±0.83
0.486

3.71±0.61
3.49±0.65
0.534

3.54±0.88
3.76±0.90
3.73±0.98
0.539

3.46±0.66
3.51±0.77
3.59±0.82
2.537

3.77±0.60
3.59±0.84
3.73±0.92
2.362

3.38±0.65
3.20±0.82
3.42±0.91
1.073

3.08b±0.28
3.49a±0.64
3.58a±0.72
12.030*

3.62±0.89
3.65±0.92
3.78±0.85
3.72±0.96
3.87±0.96
0.743

3.44±0.81
3.56±0.74
3.59±0.77
3.43±0.75
3.60±0.80
1.153

3.64±0.87
3.41±0.80
3.65±0.80
3.57±0.87
3.79±0.90
0.647

3.07b±0.79
3.06b±0.82
3.37a±0.82
3.18ab±0.81
3.40a±0.89
21.017*

3.38±0.68
3.40±0.64
3.50±0.65
3.52±0.63
3.60±0.66
2.351

3.77±0.92
3.74±0.92
0.754

3.60±0.89
3.52±0.76
0.675

3.90±0.89
3.59±0.84
2.324*

3.38±0.93
3.23±0.82
0.482

3.79±0.64
3.46±0.64
2.943**

Hand washing
Gender of parents
Father (n=14)
Mother (n=413)
t-value1)
Age of parents
20's (n=13)
30's (n=323)
40's (n=91)
F-value2)
Children's age (yr)
≦3 (n=55)
4 (n=63)
5 (n=121)
6 (n=96)
7 (n=92)
F-value
Educational institute
Kindergarten (n=52)
Child-care facility (n=375)
t-value

3)

a,b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at α=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1)
p-value by t-test.
2)
p-value by one-way ANOVA.
3)
Mean±SD.
Rating scales: 1. Strongly disagree, 3. Normal, 5. Strongly agree.
*

은 직장이 있는 부모의 경우가 높았고, ‘새로운 조리법을
개발한다’는 직장이 없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서, 부모의 연령이나 어머니의 직업유무 등도 자녀의 식
습관이나 식생활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Kim SH & Park GS 2016). 이러한 여러 선행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단기적인 결과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영/
유아기에 올바른 식습관과 식생활 행동 및 건강한 신체
의 성장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 지도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이후 부모의 인
식 평가
부모의 일반사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이후 부모의 인식 평가에 대한 사항은 Table 3에
나타냈다. 일반사항 중 자녀의 교육기관과 자녀의 연령
에 따라 부모들의 인식에서 전반적인 서비스평가와 위생

http://www.ekfcs.org

적인 급식상태, 가정통신문 내용의 도움에 대한 차이가
있었고(p<0.05), 나머지 사항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다. 교육기관에 따른 위생적인 급식상태에 대한 평가
는 모두 3.5점 이상을 넘었고 특히 유치원의 경우 4점을
넘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가정통신문 내용의 도움에
대한 경우에도 유치원 부모들의 인식도가 4점 이상으로
높았다. 또한, 부모의 연령에 따른 전반적인 서비스 평가
의 경우에는 모두 보통을 상회하는 점수를 보였으며 특
히 3세 이하와 7세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인식도가 3.7
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자녀 교육기관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들의 인식에서 ‘전반적인 서비스평가’
와 ‘급식상태’, ‘가정통신문’에서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
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연령에서는 3
세 이하와 7세에서 부모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Kim
HY 등(2013)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메뉴관리 지원의 효
과성 평가를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메뉴관리 및 식
사다양성 관련 조사를 센터의 지원 전·후 비교 및 설치
지역·미설치지역 비교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급식 및
간식 제공 관련 정보 공개’, ‘식단 수정 시 영양사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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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ssessment of parents' perception after support of foodservice management cente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Sanitation Culinary Nutritional
knowledge education education

Foodservice
Menu
sanitary
satisfaction
quality

One
serving
size

Educational
newsletter

Parents’
perception

Expert

Overall
service
quality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Father (n=14)

4.14±0.77 3.64±0.75 3.86±0.77

4.21±0.89

4.07±1.10

4.21±0.80

3.79±0.98

3.86±0.77

3.79±0.70

3.71±0.61

Mother (n=413)

4.12±0.69 3.96±0.69 3.86±0.72

4.21±0.58

4.10±0.64

3.97±0.68

3.92±0.68

3.95±0.65

3.98±0.64

3.64±0.69

0.705

0.865

0.486

0.359

0.685

0.396

0.753

Gender of parents

1)

t-value

0573

0.125

0.644

Age of parents
20's (n=13)

4.31±0.63 4.31±0.63 4.31±0.86

4.31±0.75

4.38±0.77

4.23±0.60

3.92±0.64

4.08±0.76

3.92±0.76

3.46±0.78

30's (n=323)

4.12±0.68 3.95±0.70 3.85±0.70

4.19±0.59

4.07±0.65

3.95±0.68

3.93±0.67

3.94±0.64

3.97±0.62

3.65±0.68

40's (n=91)

4.07±0.74 3.89±0.67 3.8±0.77

4.26±0.59

4.15±0.67

4.05±0.69

3.89±0.78

3.95±0.69

3.97±0.69

3.64±0.68

1.446

0.453

0.267

1.195

0.627

1.063

0.562

4.16±0.57

4.15±0.62

4.05±0.52

3.95±0.71

4.02±0.68

3.98±0.71

3.71 ±0.63

2)

F-value

0.677

0.274

0.384

Children's age
≦3yr (n=55)

4.15±0.71 4.09±0.62 3.91±0.70

a

b

4yr (n=63)

4.06±0.69 3.98±0.68 3.86±0.74

4.19±0.56

4.10±0.62

3.87±0.66

3.84±0.65

3.90±0.67

3.94±0.64

3.44 ±0.76

5yr (n=121)

4.08±0.73 3.92±0.77 3.79±0.75

4.17±0.63

4.08±0.65

3.93±0.72

3.88±0.68

3.86±0.68

3.93±0.64

3.60 ±0.69

6yr (n=96)

4.17±0.63 3.89±0.71 3.93±0.68

4.22±0.58

4.02±0.71

3.98±0.73

3.91±0.70

3.97±0.62

3.94±0.61

3.68a±0.64

7yr (n=92)

4.13±0.70 3.96±0.63 3.84±0.73

4.27±0.60

4.18±0.65

4.07±0.69

4.03±0.72

4.01±0.64

4.08±0.63

3.75 ±0.67

0.314

0.511

0.383

0.426

0.401

0.472

0.049*

F-value

0.861

0.477

0.554

ab

a

Educational institute
4.23±0.65 3.96±0.66 4.10±0.66

4.33±0.62

4.25±0.68

4.10±0.63

4.12±0.68

4.08±0.59

4.08±0.59

3.77±0.73

Child-care facility (n=375) 4.10±0.69 3.95±0.70 3.82±0.73

Kindergarten (n=52)

4.19±0.59

4.08±0.65

3.96±0.69

3.89±0.69

3.93±0.66

3.95±0.68

3.62±0.67

0.843

0.179

0.148

1.230*

0.218

0.397

0.325

t-value

0.532

0.896

1.011*

a,b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at α=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1)
p-value by t-test.
2)
p-value by one-way ANOVA.
3)
Rating scales: 1. Strongly disagree, 3. Normal, 5. Strongly agree.
*

확인’, ‘영·유아의 영양섭취 기준량 충족’ 및 ‘저 나트륨
식 제공’ 항목 등과 영양소와 식품류수를 합해서 평가한
식단의 다양성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지역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
지원 서비스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전
국의 유치원 부모 2,5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의 식생활
및 유치원 급식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한 연구에서 급식
시 중점관리 요소로는 유치원 부모는 ‘조리과정의 위생
및 청결’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그 다음이 ‘영
양가’로 나타났다. 추후에 유치원의 급·간식 관리시 우선
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은 ‘음식의 맛과 질 향상’,
‘식품의 보관, 조리 및 급식을 위한 시설 및 설비보완’,
‘적절한 식단’의 순으로 나타났다(Lee YM & Oh YJ
2005). 앞으로의 연구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식
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8; 34(4):404-412

4. 어린이에게 향후 필요한 교육내용
부모들의 일반사항에 따른 어린이에게 향후 필요한 교
육내용은 Table 4와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식사전
손세척과 양치질, 불량식품 여부, 식사예절/편식예방에 대
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
냈다. 또한, 부모의 연령대나 자녀의 연령, 자녀의 교육기
관에 따른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의 경우에도
모두 식사전 손세척과 양치질, 불량식품 여부, 식사예절/
편식예방에 대한 교육 부분이 50%를 상회하는 결과로 나
타났다.
두 번째로 Table 4에 관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요약한
다중대응일치분석 결과는 Fig. 1과 같다. 대응일치분석은
다차원 척도(multi dimensional scaling) 기법의 하나로, 2
차원 분할표로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하
기 쉽도록 2차원 상의 이미지맵으로 도식화시켜주는 분
석기법이다(Koo SH 2007, Jung HS & Yoon H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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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ducation item for childre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Cooking
class
n

%

1

7.1

Hand
wash

Brush
teeth

n

n

%

%

Awareness Awareness
of food
of junk
additives
food
n

%

n

%

1

7.1

11 78.6

Dining
etiquette
n

%

Image of
Low
Korean sodium
food
diet
n

%

0

0.0

18.2 252 61.0 317 76.8 15

3.6

15.4

0

0.0

17.6 203 62.8 246 76.2 12
18.7

54 59.3

69 75.8

n

%

Nutrition
labeling

Sugar
intake
reduction

n

%

n

%

1

7.1

1

7.1

99 24.0 25

6.1

71

17.2

0

0.0

0

0.0

3.7

76 23.5 21

6.5

55

17.0

3

3.3

23 25.3

5

5.5

17

18.7

Gender of parents
Father (n=14)
Mother (n=413)

9 64.3

9 64.3

62 15.0 226 54.7 232 56.2 75

10 71.4

2 14.3

Age of parents
20's (n=13)
30's (n=323)
40's (n=91)

1

7.7

7 53.8

10 76.9

2

53 16.4 168 52.0 179 55.4 57
9

9.9

60 65.9

52 57.1 17

6 46.2

12 92.3

2 15.4

Children's age (yr)
≦3 (n=55)

8 14.5

26 47.3

35 63.6

5

9.1

25 45.5

46 83.6

0

0.0

16 29.1

1

1.8

10

18.2

4 (n=63)

7 11.1

38 60.3

35 55.6 10

15.9

41 65.1

46 73.0

0

0.0

12 19.0

1

1.6

9

14.3

5 (n=121)

22 18.2

65 53.7

65 53.7 23

19.0

75 62.0

90 74.4

4

3.3

25 20.7 12

9.9

19

15.7

6 (n=96)

13 13.5

53 55.2

53 55.2 14

14.6

66 68.8

73 76.0

5

5.2

24 25.0

3

3.1

20

20.8

7 (n=92)

13 14.1

53 57.6

53 57.6 24

26.1

56 60.9

72 78.3

6

6.5

24 26.1

9

9.8

14

15.2

30 57.7

28 53.8 14

26.9

33 63.5

40 76.9

Children's educational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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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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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

63 14.8 235 55.0 241 56.4 76

0

0.0

19 36.5

4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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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16.5 230 61.3 287 76.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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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1.9 22

5.9

61

16.3

17.8 263 61.6 327 76.6 15

3.5 101 23.7 26

6.1

72

16.9

Multiple response.

Fig. 1.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of required future
education for childre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또한, 대응일치분석은 행과 열의 분할표로 나타낼 수 있
는 범주형의 자료를 활용하여 행과 열의 유사성 분석을
http://www.ekfcs.org

통해 변수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도식화하는 데 있어
서 매우 유용한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Lee JY 2005,
Lee KS 등 2014). 전체 설명력은 66.04%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와 4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손세척의 교육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한편,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
는 어머니들과 5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모 집단, 30대
이상 부모들은 한식이미지, 불량식품여부 및 영양표시성
분 읽기 교육의 필요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또한,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당 섭취 줄이기,
저염식사, 쿠킹클래스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 교육
의 필요성과 연관성이 밀접하였고, 마지막으로 3세 이하
의 자녀를 둔 20대 부모는 식사예절, 편식예방과 양치질
교육의 필요성과 연관성이 있었다. 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은 ‘손
세척’과 ‘양치질’, ‘불량식품 여부’, ‘식사예절/편식예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대응일치 분석 결과
에서는 20대의 부모는 식사예절/편식예방과 양치질 교
육의 필요성에, 30대 이상 부모들은 한식이미지, 불량식
품여부 및 영양표시성분 읽기 교육의 필요성과 연관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편식에 대한 부모 조
사에 관한 연구(Oh YJ & Chang YK 2006)에서는 유아
의 편식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 유
2018; 34(4):4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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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해시키도록
노력한다’는 경우는 20대 집단이 30대 집단과 40대 집단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새로운 조
리법을 개발한다’는 의견은 40대 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무시한다’는 의견은 30
대가 30세 미만이나 40세 이상의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어린이 식생활 교육의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교육이 매우 중요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가정에서의 교육과 부모의 식생
활 태도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
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주도로 부모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후 효과 검증
등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74개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과 어린
이의 부모를 대상으로 2015년 10월 15일부터 2015년 10
월 25일까지 설문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 부모를 대상
으로 오리엔테이션과 워크숍을 실시하여 어린이교육(어
린이 쿠킹클래스, 손 씻기 교육, 이 닦기 교육, 식품첨가
물 교육, 영양교육, 식사예절, 편식방지, 한식 이미지 교
육, 짜지 않게 먹기 교육, 영양표시성분 읽기 교육, 설탕
섭취 줄이기 교육)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였으며, 설문시
행 2주 전부터 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어 어린이의
식습관(손 씻기, 이 닦기, 식사예절, 편식, 짜지 않게 먹기
및 설탕 섭취)을 유심히 관찰할 것을 각 가정에 서면으
로 요청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위생·영양교육 후 어린이의 변화에
대한 평가(식사 전 손 씻기, 편식 정도, 음식 남기는 정
도, 군것질 양), 센터의 어린이 교육을 받은 후 가정에서
어린이의 식습관 변화에 대한 인식도(위생·조리·영양교육
이 도움이 되었나, 어린이집의 급식상태가 위생적인가,
식단에 만족하는가, 급식 1회 분량이 적당한가, 가정통신
문 내용이 도움이 되는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
원내용이 긍정적인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담당자
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가), 어린이교육과 전반적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모 요구도(어린이 쿠킹클래스, 손 씻기
교육, 이 닦기 교육, 식품첨가물 교육, 영양교육, 식사예
절, 편식방지, 한식 이미지 교육, 짜지 않게 먹기 교육, 영
양표시성분 읽기 교육, 설탕 섭취 줄이기 교육)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427명 중 어머니가 96.7% 아버지는 3.3%이고, 연
령대는 30대가 75.6%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1.3%, 20대
가 3.0%였다. 자녀의 나이는 5세에서 7세는 309명(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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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미만은 118명(27.7%)이며, 교육기관은 어린이집이
87.8%, 유치원이 12.2%로 조사되었다.
위생/영양교육 후 가정에서의 어린이 변화 평가는 손세
척, 편식감소, 잔반량 감소, 군것질 감소, 전반적인 식습
관개선사항의 요인 중 군것질 감소의 변화가 자녀들의
연령에 따른 부모들의 인식에서, 그리고 유치원 및 어린
이집 부모들의 경우 잔반량 감소와 전반적 식습관개선에
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이후 인식 부분 평가
에서는 자녀 교육기관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들의
인식에서 ‘전반적인 서비스평가’와 ‘급식상태’, ‘가정통신
문’에서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자녀의 연령에서는 3세 이하와 7세에서 부모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은 모든 부모가 ‘식사전 손세척’과 ‘양치
질’, ‘불량식품 여부’, ‘식사예절/편식예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부모의 연령대나 자녀의 연령,
자녀의 교육기관에 따른 아동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의
경우에도 모두 ‘식사전 손세척’과 ‘양치질’, ‘불량식품 여
부’, ‘식사예절/편식예방’에 대한 교육 부분이 매우 필요
하다고 조사되었다.
대응일치 분석 결과에서는 전체 설명력은 66.04%로 나
타났으며, 아버지와 4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손세척
의 교육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한편,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는 어머니들과 5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모
집단, 30대 이상 부모들은 한식이미지, 불량식품여부 및
영양표시성분 읽기 교육의 필요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
였다. 또한,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당 섭
취 줄이기, 저염식사, 쿠킹클래스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 교육의 필요성과 연관성이 밀접하였고, 마지막으로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20대 부모는 식사예절, 편식예방과
양치질 교육의 필요성과 연관성이 있었다. 또한, 20대의
부모는 식사예절/편식예방과 양치질 교육의 필요성에, 30
대 이상 부모들은 한식이미지, 불량식품여부 및 영양표
시성분 읽기 교육의 필요성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어린이의 위생/영양교육으로 인한
어린이의 전반적인 식습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과 식생활 형성을 위한
어린이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
로, 영유아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의 개발 및 실시 후 효과 검증 등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의 개발을 통하여 단기적인 어린이 교육이 아닌 지속적
이고 장기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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