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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일반 으로 여러 국가들이 양정책 개발에서 부딪히는 공통 인 장애요인은 

양문제의 다원성(multi-sectoral)으로 인한 해결책의 복잡성, 그 효과가 장기간 

후에 나타나는 특성과 이로 인한 정책책결정자의 낮은 인식과 이에 따른 자원

배정의 낮은 우선순 로 지 되어 왔다. 그러나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

만, 암, 심 계질환, 뇌졸 , 당뇨병, 골다공증 등 만성질병의 발생과 사망에

서 양과 식생활이 요한 결정요인이며, 질병부담에도 큰 향을 래하는 

것을 밝 지면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타개하고, 국가 양정책과 

실행계획 수립을 강조하는 추세이며, 보건정책에서도 양요소를 강화하고 있

다. 국민의 양상태를 증진시키기 해서는 국민의 식생활 행태를 올바른 방

향으로 유도하는 식생활 리를 한 국가의 극 인 역할이 요하다는 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사회가 진 되어 가고 있어 각종 만성질병의 발생률과 

유병률의 감소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해

서 양정책의 개선과 확충, 이를 한 리 시스템의 환이 필요한 시 이다. 

기존의 양 리 시스템은 변화하는 질병패턴이나 속한 식품공  환경의 변

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러 부처와 기 에 산재해 있으며 그나마 미미한 상태

로 유지되어 왔다.   

  그동안 국가 양 리에 정책에 한 연구는 단편 인 논의는 이루어져 왔지

만, 구체 인 황과 련 정책의 악하고, 개선을 한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비하여 우리

나라의 양문제를 종합 으로 진단하기 해서 양업무와 련된 행정조직과 

법제도, 생애주기 인구집단별 양문제에 이에 응하는 양사업의 처 황 

등 우리나라의 양사업 체계를 종합 으로 진단하 다. 한 선진국의 양정



책과 사업체계  주요 동향과 시사 을 도출하고자 미국, 유럽, 일본의 정책사

례를 벤치마킹하 다. 이와 병행하여 국가의 양문제와 정책에 한 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을 종합하여 국가 양 리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제

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국가 양 리 발 방안 종합 으로 진단하고, 선진국의 양정책

경험과 최근 동향을 심도 있게 악하여 양정책의 략  과제를 포 으로 

제시한 첫번째 보고서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는 당원 김혜련 연구 원의 책임 하에 수행되었으며, 문 경 단국 학교 

교수와 백희  서울 학교 교수, 일본에 재직 인 강장미 교수가 참여하 다. 

  연구진은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귀 한 논평을 해주신 연구원의 서미경 연구

원과 선우 덕 연구 원, 서울  보건 학원 정효지 교수, 가톨릭 학교 손숙

미 교수, 경북 학교 이성국 교수께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이 연구가 최근 다양하게 개되고 있는 건강증진  질병 리정책과 

식품정책에서 양에 한 치를 정립해 가는데 기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

기를 바라며,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양 련 정책연구들이 후속해서 심

도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200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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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National Nutrition Policy and Its Development Strategies 

for an Aging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comprehensive review of 

nutrition-related programs in Korea, and suggest improvement strategies for 

nutrition policies in an aging Korea.  

   In its first part, this report looks into the challenges facing Korea, such 

as changes in food consumption patterns, the increasing burden of 

diet-related diseases, and the nutritional problems at different life stages, 

and identifies inadequacies in current policy responses. The second part 

reviews nutrition policies and action plans in selected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European Unions and Japan. In its third part, this report 

collects professionals' opinions about national nutrition policies and 

strategies from the fields of nutrition, medicine, public health and food 

policies. The last part makes recommendations as to goals and strategic 

directions for national nutrition policy. 

   The recommendations include the followings : 

   First, the nutrition administration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eeds to be renewed and strengthened to deal with recent health problems, 

and a "Council of Nutri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coordinate different 

government authorities related with policy-making in nutrition and health. 

   Secondly, national nutrition strategies should be planned, adopted 



officially and implemented in a more integrated way. National consensus 

should be reached on overall nutrition strategic vision and goals and 

directions, and key areas and action programs. 

   The four suggested strategies are to: 1) ensure responsible sectors and 

divisions, inter-sectoral coordination mechanism, and political support 

including enactment; 2) provide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education 

to consumers; 3) strengthen nutrition security for vulnerable groups; 4) 

establish nutrition monitoring mechanism and conduct further researches for 

scientific evidences and evaluation. 

   Finally, nutrition and its role in health should be regarded  as an 

integral part of health service. Therefore, training health professionals 

including school teachers, and food industry and food service workers and 

policy-makers, is required to better disseminate information on healthy 

dietary habits and to reduce the social burden of diet-related diseases. 



요 약

1. 연구배경  목  

  식품소비 양상의 변화와 함께 고령사회가 진 되면서 최근의 우리나라의 

질병 이환양상과 사망구조, 의료비 증가 추이를 종합 으로 진단해보면 우

리사회도 만성질환 증가에 처하기 한 국민의 양 리에 보다 극

인 조치가 필요한 시 에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국가 인 양시책이 미흡한 실에서 첫째, 우리나라의 

양정책 개의 필요성과 여건, 양 리 련 조직과 법제도 황, 생애

주기별 양문제와  응체계의 문제 을 포 으로 악하 으며, 둘

째, 외국에서의 련 정책경험과 동향을 일부 선진국을 벤치마킹하여 고찰

하 고, 문가의 양정책과 련 제도  개선방안에 한 견해를 수렴

하 으며, 셋째, 향후 추진되어야 할 국가 양정책의 목표와 방향  추

진과제를 구체 으로 제시하는데 두었다.  

2. 생애주기 인구집단별 주요 양문제와 사업 황  

  격히 증가하는 노인수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인구의 양은 성별, 도농

에 큰 차이 없이 만연해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경제수 이 낮은 노인, 고

령노인일수록 심각하다. 노인 양과 련된 사업은 결식 노인들을 상으

로 하는 식사지원에 치우쳐 있고, 건강증진사업이나 만성질환 리에서 노

인에 한 양 리 로그램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성인기의 양문제는 양․식생활과 련성이 높은 비만, 고 압, 고콜

스테롤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험이 높은 인구집단이다. 성인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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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장하는 부서는 여러 조직과 부서에 산재해 있다. 

  학생은 불규칙  식사, 결식, 과식, 편의식품의 과잉섭취로 식생활습  

불량 등의 양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20  여성은 체 과 빈  유병

율이 높은 양 유병율이 높은 집단이다. 학생에 한 양 리는 

학교에 건강증진 로그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백상태라고 볼 수 있다. 

  유아의 주요 양문제는 낮은 모유수유율, 부 한 이유식 섭취, 유아기

의 편식과 빈 , 칼슘과 철의 섭취 부족과 함께 유아기 비만문제가 나타나

고 있다. 유아의 양 리를 장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 건강생활 , 출

산지원 , 여성가족부의 보육지원 , 교육인 자원부의 유아교육지원과로  

분산되어 있으며 련 시책의 유기  연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에서 비만과 체  문제 공존하고 있다. 학령기 아

동과 청소년의 주요 양문제는 편식, 아침결식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 

결식아동의 양을 들 수 있다.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양 리를 

장하는 부서는 교육인 자원부 학교체육보건 식과, 보건복지부의 건강생

활 과 아동복지 , 식약청의 양평가 (어린이먹거리안 책) 등으로 분

산되어 있으나 련 사업과 시책 간의 유기  연계는 거의 없다. 

3. 선진국의 양정책, 리체계  주요 사업 

  미국, 유럽, 일본의 양정책 사례에서 견지하고 있는 공통 은 양정책 

방향의 명확한 설정, 과학 인 근거에 바탕을 둔 목표설정과 모니터링  

평가체계의 확보, 양정책의 추진과 조체계를 확보하기 한 양정책 

조정기구나 기  마련의 강조, 련 부처의 역할분담의 명확한 설정, 건강

증진사업, 비만  만성질병 방사업, 신체활동 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질병

부담을 완화시키기 한 사업에서 양을 필수사업으로 포함하여 개하고 

있다는 이다.    

  미국의 양정책은 크게 양 모니터링‧감시, 양 재(식품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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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교육, 식품안   연구로 이루어진다. 미국의 양정책이 다른 선진국

가들과 차이는 보이는 은 방 한 양모니터링  감시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이 감시체계를 운용하기 해 법 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가 양감시

자문 원회(NNMAC)가 여러 부처에 걸친 조정기 을 가지고 있다는 과 

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식량 안정성 보장을 해서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규모 양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특징이 있다. 

  보건부처(US DHHS)와 농업부처(USDA)가 방 한 조직을 가지고 다양한 

양정책과 사업조직을 가지고 산하의 질병 방 리센터(CDC), 식품의약

품안 청(FDA), 국립보건원(NIH)와 농업연구원(ARS), 양정책증진센터

(CNPP), 국가농업도서 (NAL) 등 문기 에서 분담하여 운 하고 있다. 

  ‘Health People 2010'에서 국가 양부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는 연

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의 기 이 되고 결과가 평가된다. 

  유럽 양정책의 큰 흐름은 1992년 세계 양선언에서 공표된 8가지 역

이 재까지 각국의 양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으며, 2000년 ｢1차 유럽지

역 식품 양정책 실행계획 2000-2005｣, 2007년 ｢2차 식품 양정책 실행계

획 2007-2012｣, 2007년 ｢The EC Platform 양백서｣등 양정책이 활발하

게 추진되고 있다.  

  2007년 5월에 유럽연합 원회(EC)의 양백서에서는 정책의 구체  실행목

표를 수량 으로 설정하고, 보건, 식품, 농업, 교육, 소비자보호, 환경 등 다

양한 국가조직과 지방정부, 식품산업체와 문가 네트워크 등 범 한 추

진 주체들의 공동 책임과 참여 하에 비만과 건강문제 처를 한 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의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2007년 9월에 공표된 2차 식품 양정책 실행계획에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모유수유를 포함한 유아기의 양증진, 보건사업과 정책에서 양 강화, 

모니터링과 평가 강화를 략과제로 선정하고, 추진단계에서 식품 양정책 

시행을 한 정부기구의 설립 는 강화, 부문별 정책조정의 강화, 입법과 

재정수단을 통한 양 실행계획의 이행, 책임성과 결과에 한 모니터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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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질병부담을 이고, 만성질환을 방하기 한 각

종 책을 추진하고 과정에서 생활습 에 주목한 질병 책, 건강일본

21(2000~2010년)의 추진, 사증후군 책, 표 건강진단 지도 로그램 도

입, 건강 런티어 략추진(2005~2014년), 개호 방사업의 도입(2006~2011

년) 등 정책에서 양과 식생활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각부가 

심이 되어 후생노동성, 문무과학성, 농림수산성, 지방의 도도부 과 시정

, 민간을 참여시킨 ‘식육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운동으로 식생활개선과 

양교육을 극 으로 개하고 있다.

   ‘건강일본21’에서 설정한 국가 목표가 앙과 지방, 민간의 사업 추진에서 

일 성 있는 목표가 되고 있으며, 식육추진, 식생활지침 설정에서 후생노

동성과 농림수산성, 문무과학성 등 여러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효과

으로 국민 양교육 메시지를 달하는 력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4. 국민 양정책의 과제와 개선 략 

  가. 국가 양정책의 추진 기본 방향 

  본 연구의 문가 조사에서 양행정  리체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 으

로 지 된 사안은 ‘ 장기 국가 양정책 목표와 비젼 부재’이다. 선진국의 

정책사례에서 가장 요시 되고 있는 도 ‘ 양정책 목표 설정’임을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요한 사안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양정책의 목표와 비젼을 잠정 으로 설정하

다. 즉,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부담을 감소시키는 비젼을 가지고, 국

민의 건강한 식생활 추진을 해 첫째, 양에 기인한 비만과 만성질환 감

소, 둘째, 취약계층의 양수  향상의 두가지 목표를 설정하 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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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국가 양정책의 장기 목표와 추진 략 (안) 

  추진 과제로는 크게 4가지를 들었다. 

    첫째, 국가 양 리체계의 정립과 조정 력체계의 구축이다. 

    둘째,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을 보장하기 한 양정보의 보편  근을 

한 교육․정보의 효과  제공이다. 

    셋째, 양취약계층에 한 양서비스 달체계의 개선과 양안 망을 

확보하기 한 사업의 추진이다. 

    넷째, 정부 사업의 효과와 문제를 악하고, 국민의 양상태의 추이를 

악하기 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의 확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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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가 양문제에 한 문가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심각한 양문제로 우선 으로 문가들이 꼽은 사안은 “ 양

과 식이섭취에 기인한 만성질환 증가”, “소 의 과다섭취”. “ 소득 노인의 

양불량”, “아동의 과체 과 비만”, “성인의 과체   비만”, “매스컴․인

터넷 등에서 잘못된 양정보의 확산과 식품 고 규제 등 통제 부족” 순

으로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양과제  제도  기반구축에 한 심각성과 우선 인 

개선 필요성에 해서는 “ 앙에 국가 양 리 정책 수행을 조정, 총 하

는 조직(부서) 미비, 문인력의 배치 부족”을 우선 으로 꼽았으며, “장단

기 국가 양정책 개발과 계획 미흡”,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양업

무 조직의 조정․ 조 기  부재”를 그 다음으로 제기하고 있다.  

  다. 국가 양 리체계의 정립을 한 조직과 조정기  확보  

  국민의 양정책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담하는 주무 부처 담과는 

없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내에 건강생활 에서 1～2인이 장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양에 련된 업무를 일부 맡고 있는 정부 부

처와 산하기 은 보건복지부의 건강생활  외에도 식품정책 , 식품의약품

안 청의 양평가 과 교육인 자원부의 학교체육보건 식과, 보건복지부

의 아동복지 , 노인지원 , 출산지원 , 농 진흥청 농 자원개발연구소, 

여성가족부의 보육지원  등에서 양업무를 기능 에 일부 포함되어 산

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양정책과 사업의 심조직이 없이 여러 부처, 여러 기 에 연

계 없이 분산되어 양시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러 부처에 걸친 다원

인 양문제를 조정․ 력할 수 있는 정책조정이나 자문기 을 마련되

어 있지 않다. 

  실제로 행 양과 련될 있는 정부의 시책을 검토한 결과, 같은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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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정책간에 연계와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 상자에 한 시

책도 여러 부처나 부서에서 독자 으로 운 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국가 양에 한 업무 부서를 체로 보건부처와 식품안  부

서에 두고 있으며, 국가 양사업을 조정․연계하는 기구로 국가 양 원회

(National Nutrition Council) 형태(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 스, 필리핀)

나 체 보건에 한 심의회내에 분과 원회(일본, 네덜란드, 이태리, 독일) 

는 문자문 원회(미국, 국) 두는 형태로 다 부처에 걸친 양업무의 

조율을 한 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문가조사에서 국가 양 리 체계 개선을 해서 제시된 의견은 “새로운 

조직을 확보하거나, 일부를 통합하여 양업무 분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는 “보건복지부를 심으로 연계․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 양업무의 연계의 필요성이 매우 높고, 이를 해서 립

이 심의조정기구를 통령 는 총리실 산하에 원회 설치하여 의결 는 

심의기능을 갖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은 문가들에게서 제

기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양정책의 심축이 되는 정부부서가 보건복지부

에 확충되어 되어 국가의 양정책의 수립과 조율  조정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 여러 부처간의 련 정책의 연계와 조정을 한 기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련 조직의 연계를 해서는 앙에「(가칭)국가

양정책심의 원회」를 상설기구로 두어 이 원회가 국민의 식생활을 모니

터링하고 양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문  자문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양사업 련 법제도 개선방안 

  국민 양 리를 한 단독법이 없이 국민건강증진법, 식품 생법, 학교 식

법, 지역보건법,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 유아보육법 등 여러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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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되어 있고, 련된 행법이 각각 작용하고 있어 양문제들을 체계

으로 일 성 있게 수행되기 어려우며, 양목표의 수립과 실효성 있는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문가 조사에서 우리나라 양 리와 행정체계의 표 인 문

제 으로 “ 양행정 조직과 업무가 여러 부처나 부서에 분산되어 지나치

게 다원화되어 있다”는 과 “다원화된 양 련 법령체계가 비효율 이

다”라는 견해가 높이 제기되었다. 이를 해 재의 다원화된 양 련 법

령체계에 해서 체로 비효율 이며, 양 련 내용을 통합한 법령의 제

정이나 행 법령을 그 로 두고, 기본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양 련 련 조직을 연계하고, 국민식생활의 반 인 사항을 총 하기 

해서는 양 련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재 발의과정에 있는 국민

양기본법(안), 입법과정에 있는 어린이식생활안 리특별법(안)  법안을 

비 인 식생활교육기본법(안)에 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3개 법

안이 목표와 내용의 복 부분이 많으므로 조정을 통해 새로운 법안이 제

정되고, 새로 제정되는 법에서 양정책 조정기구나 국가 양목표와 사업

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올바른 식생활 보장 방안 

 문가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주요 양과제  국민 양교육․정보제

공과 련한 심각성과 우선 인 개선 필요성에 해서 “잘못된 양정보 

를 조정․규제하기 한 조치 미비”, “식시지침의 활용과 국민 

달․확산의 미비”, “보건의료 문인과 학교교사에 한 교육훈련과 양

지도 미흡”을 꼽고 있다. 국민에게 올바른 양정보 달이 심각한 문제임

을 문가들도 지 하고 있어 식사지침의 올바른 제정과 달, 양교육이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행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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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에서 양소섭취기 , 식사지침은 문가 합의보다는 과학  증거를 

심으로 설정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의 식생활과 양섭취  양이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과학 인 근거(evidence-based) 자료가 축 되어 

식생활에 활용하는 식생활지침이 제정되어야 한다. 한 실제 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다양한 교육이 부족하며 양교육, 식, 식사 평가나 계

획에 활용할 수 다양한 식사지도안과 도구 개발과 보 이 필요하다. 각 연

령층과 다양한 식사패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연구와 자료가 보완되어야 한

다. 효과 인 양서비스와 교육을 한 공신력 있는 양자료 개발의 

앙화, 체계화를 통해 자료의 보 , 확산도 우선 인 과제이다.  

 양교육의 확산을 하여 의과 학을 포함한 보건의료 문직 교육에서 

양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보건의료 문인과 보육시설․유치원과 ․

․고교 교사 등에 한 교육훈련과 식생활 교육이 우선 으로 확충되어

야 한다. 식품생산자, 즉 농업인, 식품산업 종사자, 식 산업 종사자 들의 

교육에서도 양교육이 강화 되어야 한다. 

  바. 양취약계층 서비스 달체계 확충․개선방안  

 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집단별 양문제로 우선 으로 문가

들이 꼽은 문제는 ‘ 소득 노인의 양불량’, ‘아동의 과체 과 비만’이다. 

취약계층의 식량의 안정성 보장은 선진국가들에서도 국가 양정책의 가장 

요한 목표의 하나이다. 

 단기과제로는 노인수용시설  노인무료 식에서의 식사 질을 높이고, 건

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생애 환기 건강진단 등 기존의 보건의료사업에

서 양요소가 강화되어야 한다. 장기 으로는 노인 양의 기본 인 

리 틀, 주요 리 상  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되어야 하며, 2008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향후 양

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한 서비스 개발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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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아동 양을 해서는 우선 아동 식지원의 반 인 생과 양

수 이 개선되어야 하며, 식지원 방법에서 단체 식 형태를 강화하여 

양과 정서  지지에 합한 형태로 환되어야 하며, 아동 식지원업무가 

아동복지 서비스와 통합 으로 연계되어 식지원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

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한 식지원이 상자 선정기

을 체계화하여 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락되지 않고, 필요한 아동에게 

표 화되어야 한다.  

  사. 양모니터링, 조사, 연구, 평가체계 확충방안 

 식생활이 외국과 달라 우리나라 고유의 기 연구가 필요하나 부족하다. 근

거에 기반한 정책과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며, 사업효과의 악을 해서

는 양 모니터링, 조사, 연구와 평가체계의 강화가 필수 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국민건강 양조사의 개선과 함께  ｢국민 식생활행태 조사｣, ｢식품소

비조사｣, ｢유아 식 실태조사｣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아동 양조사｣, ｢노

인 양조사｣가 국민건강 양조사에 추가하여 선택(optional) 조사로 하는 방

법이나 별도의 추가조사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근거에 심한 과학 인 양정책을 추진하기 해서 양연구 지원이 필

요하며, 연구와 정책의 연결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양연구 분야

와 양정책 분야, 국민의 식생활의 모니터링은 상호 의존 이며 보완 인 

계에 있으므로 연구, 모니터링, 이와 연 된 양정책이 세워지고, 이에 

따른 사업이 수행되도록 국가와 지역사회 단 에서 각 단계마다 양 모니

터링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한 조직이 구체 으로 지

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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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연구배경  목  

  1. 연구배경

  속한 인구의 고령화, 식품소비 구조와 신체활동 부족 등 생활양식의 변화

에 따라 만성질환(일명 생활습 병)이 질병구조와 사망원인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과 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응한 건강 리 책과 보건의료시스템의 변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만성

질환의 발생과 유병에는 양과 식습 이 주요 결정요인이 되고 있어 국민에 

한 한 양 리 책이 질병 방과 건강증진 책에서 필수 인 부문으로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만성질환과 의료비 상승에 

응하기 해서 국가 양 리체계도 기존의 틀을 환하여 보다 극 으로 

응할 수 있는 체계로 구조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천문학 으로 증가하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해결하

고 건강한 인구집단이 질환자로 환되는 것을 방하기 해서 국가의 양목

표와 사업 략을 포함하는 양정책에 한 략 문서를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

다. 즉, 국가나 지방정부, 의료보험당국자  문 기 들이 생애주기별 인구집

단의 특성에 맞추어 건강증진사업, 암 방사업, 만성질환 방사업, 노인건강사

업과 양사업을 연계하여 다양한 양사업이 국가의 목표 하에 조정되어 건강

한 인구집단을 지향하는 양 리 정책과 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며, 소득

층과 건강취약계층에게는 지속 인 식량의 안정성(food security) 문제를 보장하

기 한 책을 주요 국가 양과제로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생활 환경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패턴의 서구화, 여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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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활동 증가로 가정식 섭취기회가 감소하고 외식, 가공식품, 패스트푸드의 섭취

가 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식품산업의 성장과 고의 범람 등으

로 비만과 만성질환의 주요 요인인 동물성 지방  단순 당, 나트륨 섭취가 지

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식생활환경은 개개인의 양 리과 양교육 

만으로는 국민의 식생활을 건강지향 인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갈수 없게 

되고, 국가의 보건, 식품, 교육 부문 등 다각 인 방면에서의 극 인 리와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애주기  인구집단과 사회계층에 따라 양의 불균형과 양

의 과다섭취로 인한 비만문제와 함께, 빈곤층과 20  여성  노인인구의 

양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소  양문제의 ‘이  부담’을 안고 있다. 

  장기 인 국가 정책의 방향개발이나 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국민의 

양문제에 처하여야 할 국가 양 리체계가 미흡하고, 그나마 산재되어 수

행되고 있어 구심 이 없으며, 련 정책과 업무가 유기 으로 총 되지 못하

고 있다. 양사업의 특성상 보건, 복지, 농업, 교육, 경제, 여성 등 다분야

(multi-sector)에 걸쳐 있는 것은 다른 국가와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민의 건강 심 증 에 따라 증가하는 양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한 

양 련 정책과 사업이 효과 으로 연계되어 제공되지 못하여 그나마 있는 조

직과 자원이 효율 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양정보의 달 미흡

과 양에 한 잘못된 인식, 국민의 양개선을 한 식사환경의 개선을 한 

사업 미흡, 양 문인력의 배치 미흡 등의 문제는 이러한 양행정체계의 미

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양사업이 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지역단 에서는 

양사업이 확 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에서도 소득층 노인과 결식아동에 

한 식사배달서비스, 식서비스가 확 되는 등 양업무 사업이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  산하 조직에 분산되어 상당한 산을 투입하고, 다양하게 확 되

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여 히 서비스 체계 인 달체계나 근과 리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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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미흡하여 상자의 양요구에 하게 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로 요구되는 기본 양

서비스에 부합하는 양서비스가 여러 부처,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여러 부서에 

연계 없이 분산 복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업이 공백상태에 있으며, 이를 조율

하기 한 책임 있는 조직이나 인력, 서비스 달체계가 앙과, 시‧도, 시‧군‧

구 수 에 명확하게 기능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업의 분산 인 특성

으로 인하여 사업이 효과 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련 법규, 서비스에 한 조

정과 통합기능이 없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다가올 만성질환 유행

시 , 고령화 시 에 응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 .

  일반 으로 양정책과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양사업이 가지는 사업의 다

원성(multi-sectoral)과 그에 따른 해결책의 복잡성, 주요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양에 한 낮은 인식,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양에 한 낮은 우선순 로 인하

여 양개선을 한 정책과 사업의 채택과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 지

되어 왔다. 유럽에서는 최근 1차에 이어 2차 식품 양정책 실행계획을 마련하

면서 성공 인 양정책 실행을 한 핵심 요소로 5가지를 들고 있다. 즉, 정부

의 공식 인 채택과 양부문에 한 정부 산을 포함한 정책  지원, 사업의 

우선순  설정, 부문간 조정기구와 책임부서 지정을 통한 정부의 양사업 실

행 메카니즘 확립, 양개선을 한 로그램 설계와 기획에서의 인  역량 강

화, 모니터링과 감시체계의 확보 등이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경제  환경, 식생활환경과 질병패턴의 변화에 응하

여 황을 진단하고, 국가 양 리체계 발  방안에 한 정책 안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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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우리나라 양사업의 문제 과 황을 부문별, 인구집단 

생애주기별로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한 국가 양 리체계 발  방안에 

한 정책 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별 인구집단의 양문제와 양서비스 수요를 만성질환 방과 

고령화에 따른 양문제에 을 맞추어 진단하고, 이에 응하는 양사업과 

련된 업무를 장하는 앙부처(복지부, 농림부, 교육인 자원부 등)와 지방

정부와 산하기 의 조직, 역할  사업, 양 련 법령 검토, 연계체계의 문제

을 진단한다. 

  둘째, 선진국(미국, 일본, 유럽 등)의 양정책, 사업체계  주요 사업과 동

향을 벤치마킹하여 시사 을 도출한다.   

  셋째, 양정책 련 문가( 양학계․의약계․식품정책학계․보건행정 련

자)의 국민 양과제에 한 시각과 양정책과 련 제도에 한 견해를 수렴

하여 제시한다.  

  넷째, 향후 고령사회에서 국가 양 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양

리 체계의 제도  측면과 사업측면에서 주요 과제의 발  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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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방법  

  1. 연구체계

  본 연구는 〔그림 1-1〕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졌다. 

                  〔그림 1-1〕 연구체계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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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방법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방법을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1-1). 

〈표 1-1〉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 자료 분석 방법 

 Ⅰ. 양 련 

정부( 앙/지방)  

산하 조직의 

사업 황, 기능, 
사업  체계 진단 

◦ 련기 의 기존 문헌 

◦ 련기  담당자 면담조사 

◦ 련기  자료 수집 

- 기존 문헌 정리

- 련기  방문조사  

담당자 면담조사 

- 문가 조사 

 Ⅱ. 생애주기 인구집단별 

양, 련 

건강문제의 황과 

추이

◦ 1998/2001/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련 

선행 연구자료 

◦ 사망원인 통계연보 

◦ 건강보험 통계연보 

◦ 도시가계연보 

◦ 식품수 표 

- 기존 통계  자료 정리

 Ⅲ. 주요 선진국의 

양정책, 제도, 
사업, 주요 이슈 

사례연구  시사  

◦ 련기  문헌  

   홈페이지

◦ 해외자료 수집  

- 련기  홈페이지 자료     

 정리 

- 해외자료 수집 

 Ⅳ. 국가 양 리체계 

방향  략 구상  

◦ 선행 연구

◦ 연구내용 Ⅰ～Ⅲ 자료  

- 문가 조사 

- 문가 정책 간담회 

 《 문가 조사》

  문가 조사는 양정책분야의 문가들을 상으로 우리나라 국가 양 리 

정책과 제도, 행정체계, 양사업의 문제와 개선과제에 한 의견 수렴을 목

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상자의 선정은 양학 문가  양정책이나 지역사

회 양 문가, 의료계에서 양 련 역에 심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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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방의학, 가정의학  내과 등 임상의학 분야), 식품정책 분야  양

부분과 련된 연구활동을 하는 문가를 상으로 하 다. 한 재 정부(보

건복지부, 교육인 자원부, 농 진흥청)에서 양 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 과 보건소장을 조사 상에 포함하 다(표 1-2).  

  양정책에 한 포 인 식견을 가진 문가 그룹이 제한되어 있어 체 

75명을 상으로 화나 면담을 통해 조사의 취지와 조를 설명한 후 조사표

를 우송하 다. 문가 설문조사는 2007년 10월~11월에 실시하 다. 조사 결과 

55명의 문가가 응답하여 73.3%의 응답률을 보 다.  

〈표 1-2〉 문가 조사 상  조사방법

(단 : 개소, 명, %)

조사 상 조사 상 조사완료 응답률 조사방법 조사기간

양학계, 
의학계/보건계, 

식품정책  산업계
75명 55명 73.3% 우편조사

2007년 
10~11월

      

제3  선행연구 고찰  

  1. 선행연구 

  우리나라 양정책에 포 인 연구는 과거 1980년 와 1990년  반에 문

학회지에서 종설로 제시된 것이 몇 편 있는 정도이다. 비교  최근 다음 3편의 

정책보고서나 연구회 자료집이 제시되었는데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복희 등(2001)은 ‘한국 양행동 수용을 한 국가  략개발’보고서에서 

문헌연구와 문가회의, 워크샾을 통해 국제 양행동계획(NPAN)에 따른 한국

의 양행동계획을 식량 확보, 감염성질환 리, 모우수유, 취약집단보호, 식생활

개선, 양상태 평가 분야별로 나 어 황과 향후 계획을 개 으로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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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정기혜 등(2004)은 ‘식품안 확보를 한 국가  차원의 양분야 업무개발 

 추진방안 수립 연구’에서 문헌연구  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양 련 

법, 부처 별 조직, 주요 국가의 양정부조직 사례, 문가의 국가 양개선 방

향에 한 의견을 개 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정책 연구회 자료집(2004-2006)에서는 양정책 연구회 워크샾, 집담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를 수록한 자료집으로 양정책과 련된 주요 이슈와 

자료 정리  련 문가  토론회를 수록한 자료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 경(2000), 윤진숙(2005), 정효지(2005)는 양 련 학회지의 종설논문에서 

우리나라 양정책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개 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 경(2000)은 우리나라의 양정책의 방향으로 양정책 방향의 설정, 보건

과 경제, 농업, 교육 부문 등 범 한 분야의 양정책 참여, 양조직의 확보,  

양감시 리체계  양 달체계등의 수립과 양교육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을 제기하 다. 

  윤진숙(2005)은 최근 ‘201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마련되고 보건사업의 

략으로서의 건강증진에 해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 으나 목표달성을 한 

구체 인 략은 아직 체계 으로 실행되지 못하 고, 건강증진을 한 주요사

업인 양개선사업도 당 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 인 지원책 마련은 미흡

한 편이라고 지 하 다. 

  정효지(2005)는 식생활과 련된 주요 질병의 황을 개 으로 제시하면서 

국가 양 리의 필요성, 근거 심의 양연구의 활성화와 양 담부서의 확

충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김혜련(1994)은 ‘ 양정책의 과제와 발 을 한 제안’ 논문에서 보건의료 환

경변화와 양문제를 진단하고, 양정책의 황과 문제 , 외국의 양정책과 

사업과 함께 양정책의 개방안을 소논문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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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행연구 황  본 연구의 차별성

  상기 선행연구들은 식량확보, 식품안  측면을 심으로 국가 양정책의 

황, 조직, 사업을 나열하고, 련 외국 조직 황을 제시하고 양 리체계의 

미흡을 지 하고 있으나 구체 이고 장단기 국가 양의 과제나 정책방향, 인

구집단별 양문제에 응한 사업과 정책, 조직의 황을 연계하여 검토하고 

있지 못하여 규범 인 방향 제시에 그치고 있다. 특히 생애주기별 인구집단의 

양문제와 연계하여 실제 보건복지부  계 부처의 양 련 사업과 정책, 

리체계의 문제 을 진단하고 개선 략을 모색하는 시각에서 국가 양 리체

계를 조명하여 종합 인 문제 을 진단하고, 발  안을 포 으로 제시하는 

정책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만성질환 방 리, 노인 복지  요

양서비스에 응하는 양사업의 문제와 책을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는 만성질환 방과 고령화에 따른 양문제에 을 맞추어 재의 

양문제와 만성질환, 사망에 한 실증 인 자료분석을 포함하여 진단하고, 이

에 응하는 사업, 정책이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건의료, 복지, 식품 

정책과 연계시켜 조명하며, 장단기로 나 어 국가 양 리체계와 과제, 발 방

향, 련 제도 개선방안을 세부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존 연구가 미국, 일본, 유럽의 련 정책, 제도, 조직 소개가 개략

이고 정보 제공과 규범 인 방향제시에 그치고 있는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 으로 미국, 유럽연합과 국,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양 련 조직

과 주요 사업  동향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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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양정책의 정의와 구성체계에 한 고찰   

  양정책도 일반 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책과정에서 과학  근거 뿐 만 아니라 

그 근거에 한 단, 사회 , 경제 , 정치  요인, 생산자와 소비자 집단 등이 

향을 미쳐서 결정이 된다(그림 1-2). 

 〔그림 1-2〕정책개발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자료: Gibney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국가 양 리 략을 모색하기 해서 우선 으로 양정책

의 정의와 함께 그와 련된 개념에 해서 표 인 것을 제시하여 본다.  

  1. 양정책의 정의 

  양정책(Nutrition Policy)은 여러 가지로 불려져 왔었다. 그 이름을 보면 

‘nutrition planning’, ‘multisectoral nutrition planning’, ‘intersectoral nutrition 

planning’, ‘nutrition strategy’, ‘food and nutrition strategy’, ‘food and nutrition 

policy’, ‘food supply and nutrition policy’, ‘food health policy’, ‘foo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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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등이다. 이 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다가 1972년 FAO(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서 FAO의 역할이 농업계획이 그 주요한 역할이

고, 농업계획과 양과의 계가 요하므로 양정책에 하여 다음의 정의를 

내렸다.

 ∙ Nutrition policy is “a complex of educational, economic, technical and 
legislative measures designed to reconcile projected food demand, forecast 
food supply and nutritional requirement”(FAO, 1972)

  양이 한 건강과도 요한 계여서 WHO의 역할에도 속하는데 1973년에 

WHO의 Nutrition Unit의 표가 Asia Congress of Nutrition에서 다음과 같이 정

의를 내렸다.

 ∙ “A food and nutrition policy can be defined as the formulation of a set of 
coordinating measures which, when implemented, will ensure the best 
possible nutrition status for the whole population but focus particularly upon 
the protection of those groups in which malnutrition is the most 
prevalent”(Bengoa, 1973).

  2년 후 PAHO(Pan-American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더 포 인 정의를 내

렸다.

 ∙ “A national food and nutrition policy is a coherent set of principles, 
objectives, priorities and decisions adopted by a government to foster 
national development and thus to satisfy the basic nutritional requirements 
of the population and ensure life-long good health, well-being, and 
productivity. To be effective, such a policy must be implemented through 
multidisciplinary programs coordinating the sectors of agriculture, education, 
health, labor, and commerce, including the food industry. These sectors 
must, therefore, join their efforts and resources to increase the production, 
availability and consumption of basic foods, and to ensure optimum 
utilization of essential nutrients.”(PAHO, 1976)

  한 1988년 유럽 북부국가들의 양정책은 고찰하면서 Jul은 양정책의 정

의를 아래와 같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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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trition policy would comprise the whole complex of political action in the 
area of food supply and health, that does or may influence the nutrition of a 
population.”

  의 정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양정책은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각 상황과 시 에 따라서 조 씩 변화해 가고 있으나, 이 정의의 내용이나 양

정책이 불려진 다른 이름으로 보나 식품공 과 보건 등이 련된 포 인 정

책으로 국민 양에 향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양정책의 구성 체계  

  양정책에 포함되는 내용은 식품공 에서 건강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포함

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호주정부에서는 〔그림 1-3〕과 같이 식품 양체

계의 구성에 한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양정책과 련이 되는 요인이 얼

마나 복합 으로 작용하는가를 볼 수 있다. 



서 론 39

〔그림 1-3〕식품 양체계(system)과 구성요소에 한 개념 (호주 정부)

              자료: Australia's Food and Nutrition, 1994



    식품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곡류 505.5 507.9 480.7 474.1 457.1 421.3

( ) (363.0) (350.8) (330.9) (303.0) (268.1) (232.0)

설탕류 28.1 32.0 42.0 48.7 48.9 58.3

야채류 329.5 270.1 363.3 439.9 454.6 397.0

과실류 44.4 72.8 79.3 107.1 111.4 121.4

육류 37.9 45.2 64.6 89.5 102.8 100.0

우유류 29.5 63.0 87.1 105.5 135.0 147.4

어패류 61.5 84.1 83.6 91.4 84.1 105.4

유지류 13.8 25.3 39.1 38.9 43.6 50.7

제2장 국가 양 리 정책 황  문제   

제1  식생활과 보건의료환경 여건의 변화  

  1. 식생활의 변화 추이 

가. 식품공  추이: 단백질  지방 식품, 과실류와 설탕류의 공  증가, 곡류의  

섭취 감소 

  국민 1인당 식품의 공 량으로 보아도 1980년에서 2005년까지 곡류공 량은 

감소하 다. 특히 의 공 량은 감소하 으나, 육류, 우유류, 유지류, 과실류의 

공 량이 속하게 증가하 음을 볼 수 있으며,  야채류 공 량도 증가하 으

며, 설탕류의 공 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

음을 유추할 수 있다(표 2-1). 

〈표 2-1〉국민 1인 1일당 식품공 량, 1980～2005년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5 삭품수 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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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소 1970년 1980년 1990년 1998년 2001년 2005년

에 지(kcal) 2,150 2,052 1,868 1,985.4 1,975.8 2,016.3
단백질(g) 64.6 67.2 78.9 74.2 71.6 75.8
지방(g) 17.2 21.8 28.9 41.5 41.6 46.0
탄수화물(g) 434 396 316 324.5 315.0 306.5
칼슘(mg)  466 598 517 511.0 496.9 553.1
철(mg)  11.2 13.5 22.7 12.5 12.2 13.6
비타민A(I.U) 939 1,688 1,662 624.7 623.8 782.1
티아민(mg) 1.10 1.13 1.15 1.35 1.27 1.30
리보 라빈(mg) 0.78 1.08 1.27 1.09 1.13 1.20
나이아신(mg) 16.3 19.1 21.6 15.7 16.9 17.1
비타민C(mg)3) 82.9 87.9 81.2 123.1 132.6 98.2

곡류열량비(%)1) 81.2 77.4 65.8 58.5 56.0 57.9
동물성단백질(%)2) 14.7 28.7 39.8 48.0 47.9 42.4

나. 식품섭취 양상: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증가  곡류섭취 감소 

  1970년 이후의 국민 양조사와 1998년, 2001년,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를 

통해 우리국민의 양소별 섭취량의 추이를 보면 지방 섭취가 속하게 증가하

고, 단백질의 섭취량이 증가하 으며, 특히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지속 으

로 증가하 다. 반면, 곡류의 섭취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식생활패턴이 서구 국

가의 패턴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보인다(표 2-2, 그림 2-1) .  

〈표 2-2〉1인 1일당 양소 섭취량의 년차  추이, 1970～2005년

  주: 1) 곡류열량비 = (곡류열량÷총열량)×100

      2) 동물성단백질비 = (동물성단백질÷총단백질)×100

      3) R.E(Retinol Equivalent)로 환산된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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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지방에 지 비율, 곡류에 지 비율, 동물성 단백질 섭취비율의 

변화추이, 1969～2005년 

1인 1일 평균 영양소 섭취량의 변화 추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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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다. 외식 가공식품의 섭취 증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의 식생활에 지출하는 가계지출에서 다른 어느 부분

보다도 많은 비 이 식료품비에 지출되고 있다. 소득수 의 향상으로 연간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차 감소하고 있으나 식품산업의 발달

로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외식산업 신장됨에 따라 가공식품 지출비와 

외식비의 지출은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는 체 식료품비에서 각각 16.7%와 

46.4%를 차지하고 있다. 1985년에 비해 2005년에는 2005년 불변 가격기 으로 

지난 20년간 가공식품 구입비는 2.1배, 외식비는 11.5배 증가하여 특히 외식비

가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 은 매우 높아져서 가정 밖에서의 식사가 우리의 

식생활에서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 지를 가늠할 수 있다(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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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비 총계
가공식품비 

(식표품비  비율)
외식비

(식표품비  비율)
1970년 12,120 550 ( 4.5) 230 ( 1.9) 
1975년 28,470 1,930 ( 6.8) 560 ( 2.0) 
1980년 77,498 7,348 ( 9.5) 2,871 ( 3.7) 
1985년 118,898 17,720 (14.9) 8,871 ( 7.5) 
1990년 220,834 35,427 (16.0) 44,844 (20.3) 
1995년 367,080 54,697 (14.9) 115,745 (31.5) 
2000년 447,018 68,632 (15.4) 175,990 (39.4) 
2001년 463,582 72,009 (15.5) 190,480 (41.1) 
2002년 481,049 74,696 (15.5) 201,543 (41.9) 
2003년 509,649 84,030 (16.5) 233,210 (45.8) 
2004년 544,775 91,829 (16.9) 253,882 (46.6) 
2005년 551,581 91,945 (16.7) 255,850 (46.4) 
2006년 558,342 92,557 (16.6) 258,281 (46.3) 

‘05/’95(배)1) 1.0 1.2 1.5 
‘05/’85(배)1) 1.8 2.1 11.5 
‘05/’75(배)1) 2.5 6.1 58.2 

〈표 2-3〉도시가계 월평균 가공식품비 지출추이, 1970～2006년

                                                                  (단 : 원, %)

  주: 1) 2005년 불변가격(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 용)으로 산출한 결과

자료: 통계청, 2006년 가계조사연보, 2007. 

      통계청, 2006년 물가연보, 2007 

  외식비 지출은 가구주의 연령과 소득수  별로 큰 차이를 보여 20  가구주

의 식료품비  외식비 지출은 매우 높으며, 고소득층에서 그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이계임 등, 2005). 국민건강 양조사에서는 외식 횟수가 크게 증가

하여 1998년, 2001년,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를 볼 때, 2005년에는 국민

의 50% 이상이 하루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단체 식 포

함)자의 비 은 남자에서, 연령 별로는 7～12세와 13～19세에서 비율이 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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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하루 1회 이상 외식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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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양조사, 각 연도

  2. 인구의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에 응한 양 리의 응 필요 증  

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양문제 

  우리나라는 1960 부터 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선진외국에 비

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5년 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

는 비율은 체인구의 9.1%로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 으며,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 이 14.3%에 도달하여 짧은 기간에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이행될 망이다(통계청, 2006). 고령화는 인구구조를 변화시킬 뿐 아

니라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를 가져와 사회경제 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 시킨다.  

  제3장 생애주기별 양 리에서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노인인구에서 

가장 심각한 양문제는 양 즉, 양불량이다. 고령화가 진 될수록 소득이 

낮은 인구비율이 높은 노인에서 양 인구가 으로 많아질 것으로 망

되어, 노인의 양불량 문제는 일부 노인인구계층에서 과다 양으로 인한 비만

과 만성질환 문제와 함께 차 증가하는 양문제로 두될 망이다.  

  김혜련 등(2006)은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7년간 추 하여 사망자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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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자료를 연계 분석한 결과, 양상태가 낮은 그룹(MAR10 5분 )1)에서 

양상태가 좋은 그룹((MAR10 1분 )에 비하여 사망과 심 계질환 등의 연령

보정 만설질병 발생 험비가 유의하게 높고 평균 입원비 지출이 큰 것을 밝히

고 있다(그림 2-3).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노인의 양 문제는 만성

질환의 사망과 발생을 증가를 감소시키고, 의료비를 상승시킨다고 볼 수 있어 

노인에 한 양 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림 2-3〕 양섭취수 (MAR10)에 따른

사망 험 상 비

〔그림 2-4〕 양섭취수 (MAR10)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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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혜련 등 , 2006a

   

1) 각 양소 섭취량을 각 양소의 권장량으로 나  비율, 즉, 권장량 비 섭취량 비율(Nutrient 

Adequacy Ratio: NAR)을 산출하여 각 양소별로 1이 최고 수로 하며, 1보다 넘을 때는 1로 

계산하여 여러 양소의 NAR의 평균 수(NAR 수의 합/ 양소의 개수)로 계산한다. 심 

양소에 따라 양소를 선택하여 MAR(15), MAR(10), MAR(8), MAR(5)를 산출하는데 

MAR(10)은 에 지, 단백질, 칼슘, 인, 철분,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나이아신, 비타민C 

이다. MAN(10)의 분포를 5분 로 나 어 1분 는 가장 양상태가 좋은 그룹이며, 5분 는 

가장 양상태가 나쁜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김혜련, 2006). 



46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10 2020 2030
한국 2.7(1972) 3.3 4.5 4.7 5.4 5.3 5.6 5.8 7.0 9.6

OECD평균(비가 ) 5.5(1972) 6.9 7.1 8.0 8.3 8.6 8.8 - - -
OECD평균(가 ) - - 8.6 9.9 10.3 10.6 10.9 - - -

〔그림 2-5〕 양섭취수 (MAR10)과 주요 

질병발생 상 비

〔그림 2-6〕 양섭취수 (MAR10)에 따른 

입원경험 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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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혜련 등 , 2006a

  나. 의료비 증가에 응을 한 양과제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재 GDP 비 5.6～

7.0% 수 으로 아직까지 OECD 국가 평균에 비하여 낮으나 노인인구 증가, 만

성질환 유병률 증가와 경제수  향상에 따라 국민의료비는 향후 상승 잠재력이 

높아 2020년에는 7.0%, 2030년에는 9.6%로 추정되고 있다(최병호, 2006). 따라서 

지속 인 향후의 의료비부담 상승에 비하여 국민의 질병 방 리에서 식생활 

리의 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한 양 리 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

성이 높은 것이다. 

〈표 2-4〉국민의료비의  GDP 비  추이: 1970-2003년

  주: 한국의 1972년과 1980년 수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치임 (홍정기, 1995 참조)

      한국의 2010, 2020, 2030년은 이혜훈의 추정치임.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05, 2005 (최병호, 2006 재인용) 이혜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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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건강보험 노인의료비  총진료비 비 구성비 추이, 

2001～2006년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및 총진료비 대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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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유럽 등에서는 여러 건강 험요인들이 질병부담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를 

통해 근거에 바탕을 둔 정책목표를 정하고 있다. 2002년 유럽 국가들의 질병부

담에 향을 미치는 건강 험요인들의 기여도를 DALYs로 산출한 결과, 양섭취

에 련이 있는 과일과 야채섭취, 철 결핍, 체 , 고 BMI, 고 압, 콜 스테롤 

등의 6가지 요인이 질병부담에 기여하는 향이 높은 것으로 악되었다(그림 

2-8). 이러한 근거는 유럽에서 2007년 EC의 양백서, 제2차 유럽식품 양 정책 실

행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고 극 인 책을 펴는데 과학  근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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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건강 험요인들의 질병부담 기여도, 유럽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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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Commo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 Strategy for Europe on Nutrition, 

Overweight and Obesity related health issues, 2007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질병부담에 한 연구에서 양결핍으로 인한 질병부담

액은 1,201억원, 과체 과 비만으로 인한 질병부담액은 21,619억원으로 각각 

체 질병부담의 0.37%와 6.63%를 차지하여 7%가 양 요인으로 인한 질병부담

을 래하며, 특히 과잉 양에서 비롯될 수 있는 과체 /비만 요인이 건강 험요

인  흡연과 음주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제시하고 있다(정 호 등, 2006).

  3. 식생활과 련된 비만  주요 만성질환의 변화 추이 

  식생활과 련된 만성질환에 해서 WHO에서는 <표 2-5>  <표 2-6>과  

같이 식이섭취가 암, 비만, 당뇨, 심 계질환,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발생과 

연 성이 높음을 제시하 고, 여러 종류의 암발생과 식품섭취와의 계를 제시

하 다(WH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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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만성질환과 식이섭취요인과의 계

질병 험요인 험 감소 험 증가

비만

확실
정기  신체활동
NSP의 높은 섭취

좌식 생활양식
에 지 도가 높고 양가 낮은 
 음식의 섭취

험 
가능성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 선택을 
지원하는 가정  학교 환경
모유수유

에 지 도가 높은 음식, 패스트푸드
가당음료의 섭치
낮은 사회경제  상태

당뇨병

확실
과체   비만인 사람들에서의
자발 인 체 감량
신체활동

과체 , 비만, 복부비만
비 신체활동
모성 당뇨

험
가능성

NSP (monounstaturated fatty 
acid)

포화지방, 
자궁내 성장지연

심 계
질환

확실

정기  신체활동
Linoleic acid
생선과 fish oil
야채와 과일, 칼륨
알콜 섭취 정량까지 낮춤

Myristic and palmitic acids
트랜스 지방산
염분과다 섭취
과체
음주과다섭취

험 
가능성

alpha-linolenic acid, Oleic acid 
NSP, 정백하지 않은 곡류
견과류(무염), 식물 스테롤/스타놀
엽산

식이  콜 스테롤
여과하지 않은 끓인 커피

암

확실 신체활동(결장)

과체 ,비만(식도, 장,폐경기여성의 
유방, 자궁내막, 신장)
알코올(구강,인두,후두,식도,간,유방)
아 라톡신

국식 염장 생선(nasopharynx)

험
가능성

과일과 야채 (구강,식도, , 장)
신체활동 (유방)

보존육류( 장), 염장식품( )
뜨거운 음식과 음료(구강,인두,식도) 

골다공증 확실
비타민 D, 칼슘
신체활동

알코올 과다섭취
체

자료: WHO Technical Report Series 916, Diet, nutrition and the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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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부 지방 체 섬유소
야채  
 과일 

술 
훈연  
염장식품

폐 －

유방 ＋

결장 ＋＋ － － ＋/－

립선 ＋＋ ＋

방 －

직장 ＋ －

자궁내막 ＋＋ ＋

구강 － ＋
a)

 － ＋＋

자궁경 －

식도 － ＋＋
a ＋

〈표 2-6〉 양과 암과의 련성

  주: ＋ 정 (positive) 연 성; 섭취증가에 따라 암발생 증가  

      － 부 (negative) 연 성; 섭취증가에 따라 암발생 감소 

      a)  흡연에 의하여 발병이 상승됨

자료: WHO, Diet, Nutrition, and the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s, Technical Report Series 797, 

1990.

  우리나라에서도 식생활의 변화와 신체활동의 감소로 비만이 지속 으로 증가

하고 있다. 체질량지수(BMI) 25이상의 성인 비만 인구비율은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 1998년 26.5%에서 2001년에는 29.7%, 2005년에는 31.5%로 증가하여 성인 

3 명 1명이 과체  인구이다. 2005년 과체  유병률은 남자 34.9%, 여자 

27.6% 으며, 연령별로는 남자는 40 와 50 에서 높았고 여자는 50 와 60

에서 높았으며, 1998년, 2001년과 비교시 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남자에

서 보다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9). 

  아동의 비만도 증가하여 〔그림 2-10〕과 같이 청소년 비만율은 1998년 8.7%

에서 200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16.0%로 2배 이상 증가하 고 특히 남아

에서 비만율이 크게 증가하 다(질병 리본부,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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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001년 2005년

체 26.5 29.7 31.5
남 25.3 32.4 34.9
여 26.9 27.9 27.6

〈표 2-7〉국민건강 양조사의 비만율(BMI≥25) 추이, 20세 이상 성인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양조사, 각년도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 화 함)

〔그림 2-9〕성인 비만율(BMI≥25) 추이   〔그림 2-10〕청소년 비만율

성인의 비만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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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  핵심지표, 2007.8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 30세 이상 인구의 비만, 고 압, 당뇨병, 콜 스

테롤 증 유병률은 각각 34.9%, 27.9%, 8.1%, 8.2%로 30세 이상 인구의 1/3이 심

뇌 질환(뇌졸증, 심근경색 등)의 선행 질병 험요인을 1개 이상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6). 

  인구 고령화와 만성퇴행성질환 즉, 심 계질환, 당뇨병, 천식과 같은 만성

질환의 발생률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4  사망원인이 암, 뇌

 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이었다. 

  2005년 사망자를 주요 사망원인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3  사망원인인 암, 뇌

 질환, 심장 질환 사망자수가 11만 6천명으로 체 사망자의 47.3%를 차지한다. 

60   70  이상에서는 암(악성 신생물)에 의한 사망률이 두드러진 가운데,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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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의 순으로 사인순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순환기계질환(뇌  질환, 허 성 심장 질환, 고 압성 질환 등)

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995년 138.6명에서 2005년 116.2명으로 다소 

감소하 으나 허 성 심장질환(심근경색 등)의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995년 

13.1명에서 2005년 27.5명으로 14.4명이 증가하 다(통계청, 2006). 이들 만성질

환의 증가 양상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계속될 망을 보이고 있어 보건의료

비를 억제하기 한 비용효과 인 노인 건강 리를 한 건강증진과 양 리

가 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한 책마련도 시 한 실정이다. 

〔그림 2-11〕우리나라의 최근 주요 사망원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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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1995년, 2005년 10  사인별 사망률

사인

2005년 1995년

사망률(10만
명당)

사망수% 순
사망률

(10만명당)
사망수% 순

총사망 263.0 100.0 306.2 100.0
뇌 질환3) 64.3 24.4 1 79.7 26.0 1
심장병3) 42.6 16.2 2 40.6 13.3 2
폐암 28.4 10.8 3 18.9 6.2 7
당뇨병3) 24.2 9.2 4 17.2 5.6 9

암1),3) 22.6 8.6 5 26.5 8.6 5
간암4) 22.5 8.6 6 22.0 7.2 6
만성질환  간경변4) 17.3 6.6 7 29.4 9.6 4

교통사고4) 16.3 6.2 8 38.7 12.6 3
기 지염, 폐기종, 천식5) 15.5 5.9 9 14.9 4.9 10

고 압성질환3) 9.3 3.5 10 18.3 6.0 8

  주: 1) 다빈도 암에 해서 암을 암부 별로 나 어 사망순 를 정함
      2) 심장병에는 허 성심질환, 폐순환질환, 기타심질환 포함
      3) 식이섭취가 향을 미치는 질병
      4) 알코올의 과다섭취가 향을 미치는 질병
      5) 만성하기도 질환을 모두 포함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1995년, 2005년

〔그림 2-12〕식이섭취와 련된 주요질환의 사망률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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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양사업과 련된 정부 조직

  1. 양사업과 련된 정부 조직의 분산 황  

  국민의 양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의 담과는 없다. 하지만 양에 

련된 업무를 분장하는 부처와 정부 산하기 은 〔그림 2-13〕와 같이 보건복지

부 외에도 여러 부처와 기 에 산재되어 있다(표 2-9, 표 2-11 참조). 

〔그림 2-13〕 양 련 정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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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앙정부  산하기 의 양업무 련 조직 

부처/
기

상
부서

하 부서
(과/ ) 양 련 업무내용 련 법령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본부

건강생활

 -국민 양에 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국민 양  건강조사

 - 양사의 수 계획 수립  련 단체의 지원・육성

 -국민 양개선 지도  국민 양교육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국민건강증진에 한 조사  연구 

 -국민건강에 한 교육  홍보  

 -국민건강증진 련 법령에 한 사항

 -국민 양 개선․지도  국민 양․건강조사에 한 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양사에 한 

규칙

건강투자

기획

- 건강투자 략 련 업무

- 국민건강 양조사  건강증진/질병 방 조사연구사업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한 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개정에 한 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공공의료

 -지역보건법 제개정  유권해석

 -보건소 보건사업 총  조정

 -보건소 기획·운  련 업무 총

지역보건법
농어 등보건의
료를 한특별조
치법 시행령

식품정책

 -식품 생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식품 생  건강기능식품 제도, 법령, 조사․연구  홍보 

 -식품 객업제도  음식문화개선에 한 사항

 -식품 생심의 원회  건강기능식품심의 원회의 운

 -식품진흥기 운용계획의 수립

 -식품의약품안 청의 요정책 승인 등에 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에

한법률

식품 생법

한국보건산업진

흥원법

공 생법

보건산업

육성단

보건산업

정책

 -보건의료 련 연구지원시설의 설치  운 계획 수립

 -보건산업진흥원의 육성  지원

사회복지

정책본부

기 생활

보장
 -국민기 생활보장 련업무

민간복지

정책
 -식품나눔사업(푸드뱅크) 련업무 사회복지사업법

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

노후생활
 -노후생활 련 정책의 총

 -노후건강보장에 한 정책의 수립  조정

노인지원
 -결식노인 지원(무료 식)

 -결연․ 식 등 재가노인 보건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출산지원

 -모자보건에 한 종합계획의 수립  평가 

 -모자보건 련 법령에 한 사항

 -임산부  유아에 한 리  지원

 -모유수유 장려에 한 사항

모자보건법

아동복지  -아동 식 지원(무료 식) 아동복지법

질병

리

본부

질병 방

센터
만성병조사

 -만성병 련 조사계획의 수립  

 -만성병에 한 조사  역학조사, 통계 생산  보 , 정보생산, 홍보

국립보건

연구원

사 양

질환

 -당뇨병 등 사이상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련

  지표 개발 

 - 사이상질환의 방  치료법의 개발·연구, 정보의 수집․분석

유 체역학
 -한국인 유 체 역학조사 연구․기획  리

 -건강․질병  생체지표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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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앙정부  산하기 의 양업무 련 조직 (계속)

부처/

기

상

부서
하 부서(과) 양 련 업무내용

련

법령 

식품

의약품

안 청

식품

본부

식품안

정책

 -식품·식품첨가물·기구 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의 안 리에   
  한 종합계획의 수립, 안 리기  제·개정  제도개선 총 ·조정
 -식품등의 업허가  신고 련 업무의 총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  우수업소 지정제도, 자가품질검사 제도 운
 -식품등과 련한 제반통계  생산실  보고의 리
 -식품등의 표시기 , 가공식품의 양성분표시에 한 사항
 -식품 생심의 원회의 운

식품

생법

건강

기능

식품에 

한 

법률

식품 리

 -식품등과 련된 업의 지도·단속에 한 종합계획의 수립

 -식품등에 한 감시업무의 지도·감독  조정

 -식품등의 허 표시  과 고 단속, 지도·감독  조정, 심의 지원 

 -부정·불량식품의 단속  단속업무의 총 ·조정

 -집단 식소에 한 사항

 -식 독 방 종합 책의 수립  교육·홍보, 발생 조사, 처리 총

수입식품과

 -식품등의 수출입제도 업무 총 , 수출식품 인증

 -식품등의 수입검사에 한 지도·감독  조정

 -유 자재조합식품의 표시에 한 사항  리 총  조정

 -식품등의 사 확인등록제도 운

 -식품등의 국제 력  통상에 한 업무지원

식품안

기

 - 해요소 리기 (HACCP)에 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 해요소 리기 의 제·개정  제도개선, 국민 홍보

 - 해요소 리기  용 업소 지정, 매뉴얼의 개발  보

 - 해요소 리기  지정업소의 사후 리 총   조정, 기술 지원

 - 해요소 리기  기술지원센터 운 리, 교육훈련기  지정· 리

 -국제식품규격 원회(CODEX)와 련된 업무 총  

양

기능

식품

본부

양평가

 -식품의 양기   규격설정을 통한 식품의 양품질 확보  
소비자안  보호

 -가공식품의 양성분표시제도 운   교육홍보를 통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식품 해평가를 한 식품실태조사  식품섭취량 평가  
 - 양평가 시스템 마련

건강기능

식품

 -건강기능식품의 안 리에 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건강기능식품 안 리기 의 제·개정  제도개선의 총 ·조정
 -건강기능식품심의 원회의 운
 -건강기능식품 표시· 고심의기 의 제·개정  운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한 기술지도  보  
 -건강기능식품 련 산업의 지원  육성, 교육  홍보
 -수출 건강기능식품의 인증

건강기능

식품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   규격에 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개별 기   규격의 인정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는 성분에 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는 성분의 인정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  운 의 기술  지원
 -건강기능식품의 해성분  부작용의 모니터링, 조사  평가
 -건강기능식품공 의 편찬  교육

식품

첨가물

 -합성  천연첨가물의 기   규격에 한 사항
 -합성  천연첨가물의 국제규격 검토
 -천연첨가물의 한시  기  규격의 인정에 한 업무
 -합성  천연첨가물의 분석법 확립, 안 성 평가



국가 양 리 정책 황  문제 57

〈표2-9〉 앙정부  산하기 의 양업무 련 조직 (계속)

부처/

기

상

부서
하 부서(과) 양 련 업무내용 련법령 

교육인
자원부

학교정책실
지방교육
지원국

학교체육보건
식과 

- 학교 식에 한 기본계획 수립・지원

- 소득층자녀 식비 지원
학교 식법

학교정책실
지방교육
지원국 

유아교육지원
과 - 유치원 식체계 구축 유아교육법

농림부

식량정책국

식량정책과 - 양곡 수 , 유통, 가공 농어 발 특
별조치법농산경 과 - 생산조정

친환경농업
정책과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친환경

농업육성법

축산국

축산정책과 - 종축개량 축산법

축산경 과 - 한우육성    - 양계     - 낙농 축산법
낙농진흥법

축산물 생과 - 유통                     - 양돈 축산물
가공처리법가축방역과 - 검역                     - 방역

농산물

유통국

유통정책과 - 물류  신유통       - 산지유통 농업·농 기본법

소비안 과 - 수   가격안정 농어 발 특별
조치법

식품산업과 - 식품개발               - 매 진
농산물가공
산업육성법채소특작과 - 일반채소. 양념채소. 시설, 인삼, 특작

과수화훼과 - 과실수

농
진흥청

축산연구소 축산물이용과 - 축산물의 유통, 가공, 소비에 한시험·연구
축산물
가공처리법

농 자원
개발연구소

농산물가공
이용과

- 농산식품의 기 자료 생산  국가 표  식품성분표 개발

- 농산물의 조리․가공 성 구명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 소비이용 단계에서의 식품 안 성 확보

농산물품질 리법

국립
농산물
품질
리원

유통지도과 - 농산물부정유통조사  원산지 반사범수사에 한 사항 농산물품질 리법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

- 수산물 직거래업무 추진 수산물 소비 진  원산지표시 업무 

- 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운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조정, 지도·감독업무

품질 생

- 수산분야 안 리종합 책 수립. 추진, 품질검사원 지도. 감독 

- 염병 방 등 안 성 조사, 국제수역사무국 업무 

- 수산물품질 리법령 운용, 각종 수산물안 분야 법령 정비

- 통식품  품질인증 리, 친환경 수산식품 개발, 육성 

지원 등

국립수의
과학

검역원

축산물
검사부

축산물안 과 - 축산물 안
축산물
가공처리법검역검사과 - 검사

여성
가족부

보육정책국 보육지원 -보육아동의 건강  양  안  등의 리 유아보육법

국방부
자원 리

본부
군수 리

-군수정책, 군수품조달정책, 군수지원계획, 투긴요물자  
장비비축계획의 수립·조정  제도발

군수품 리법

법무부 교정국 복지지원과
-교정행무공무원 피복  양 리
-수용자 피복ㆍ 양 리

행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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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지방정부  특별청의 양업무 련 조직

기
상

부서
하 부서(과) 양 련 업무내용 련법령 

역
기

자치
단체

시・도 
보건 생과

건강증진담당  
등

시・군・구 
생과 등

- 지역보건의료행정계획의 총 ・조정(보건소 등 리)
- 건강증진사업 총  평가
- 만성질환 리 
- 의료기  리  
- 집단 식소 음식업소 식품 생감시・감독
- 양사 음식업주 생교육
-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식품안 , 보건환경연구원 리
- 식품진흥기 사업 수행
- 국민건강증진기 사업 수행

식품 생법
지역보건법

시・군・구 
보건소

- 지역 양개선사업 계획  시행
- 만성질환 방  리
- 건강생활실천사업 수행
- 보건교육 수행
- 한국형 WIC 로그램 등 소득층 양개선사업 
- 주민건강증진센터 등 양교육  상담 수행
- 모자보건사업

국민건강
증진법,

지역보건법

시・도 
사회과, 노인,
아동복지과 등

시・군・구 
노인복지과 등

- 결식노인, 아동 식 지원  리 
- 푸드뱅크, 푸드마켓 로그램 지원
- 소득층 지원사업

노인복지법

시・도 
여성정책 , 

가족보육과 등

시・군・구 
보육  

여성 련과 등
- 생활주기별 건강증진 로그램 지원

건강가정
기본법

시・도
교육청

교육국 등 
평생교육체육과 

등 

- 학교 식에 한 계획의 수립  지도
- 학교 식 연구실험 시법학교 운 지도
- 식학교 지정  운 지도
- 양  식생활 개선에 한 지도와 학교 식요원연수
- 학생 식지원사업
- 식학교 생지도
- 학교우유 식 리

학교 식법

지역 
교육청

학무국 등 
평생교육체육과 

등 

- 지역내 학교보건( 식)업무지원
- ・ 학교 식 일반 업무
- ・ 학교 식 생・안  검한 업무
- ・ 학교 신설 식학교 업무
- 학교 식 산에 한 업무
- 학교보건 생  양업무지원

학교 식법 

  2. 양사업 담당 심 조직의 부재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본부 산하 건강생활 에서 건강증진사업의 하나로 

국민 양에 한 종합계획수립  조정, 국민건강 양조사, 국민 양개선 지도 

 양교육 업무를 맡고 있으나 건강생활 에서는 국민건강증진사업 반의 

업무와 지역보건의료업, 건강증진기  운  업무, 유아 건강검진 업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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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고 있어 양업무는 일부 업무의 하나이며, 담당자는 사무  1인이 맡고 있

다.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 , 노인지원 에서는 각각 결식아동과 노인에 한 

식지원 업무를 맡고 있으며, 식품정책 에서 식품 생  식품안  정책을 맡고 

있으나 건강생활 과의 유기 인 연계는 거의 없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 청의 양기능식품본부 산하 양평가 에서

는 양업무를 주무로 담당하고 가공식품 양표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최근 

‘어린이 먹거리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 청은 문기술  지

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이 맡고 있어 종합 인 정책수립 업무는 장하고 있지 않

다. 최근 설립된 질병 리본부의 만성병조사 에서 양 련 국가 조사업무를 맡고 

있다. 

  농수산부에서는 식량의 수 과 유통을 장하고 있어 국민 양을 고려한 업

무는 직  장하지 않으며, 산하에 농 진흥청을 두고, 농 진흥청 산하의 농

자원개발연구소에서 식품 양성분 DB의 생산과 리  통식품 조리개발 

연구사업과 농민에 한 양섭취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교육인 자원부에서는 학교 식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체육보건 식과에서 맡

고 있으나 방 한 업무에 비하여 담당사무  1인과 주사가 련 업무를 담당하

고 있는 정도이다. 

  여성가족부로 보육업무가 이 되면서 보육시설의 식 리 련 업무는 여성

가족부 보육지원 의 장업무의 하나로 되어 있다. 

  지방 단 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식 련 업무를 

장하며, 시‧도 보건 생과에서 건강증진업무  식품 생업무의 일환으로, 시‧

군‧구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업무의 일환으로 양업무가 일부 시행되고 있다.

  한 지역에서 결식아동  노인에 한 식지원 련 업무는 보건소가 아닌 아동 

 노인 복지 담당부서에서 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도나 시‧군‧구의 지방자치

단체 조직에서도 독자 으로 양행정을 담당하는 단 조직 체계는 갖춰 있지 않고, 

상과 사업에 따라 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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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국가 양사업 련 법제도 황 

  1. 양 련 법령의 분석 필요성 

  양 련 법령은 양정책과 정부 사업의 근간이 되므로 련 법령에는 국

민의 양문제를 해결하고 양개선을 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양을 법률에서 도입하는 이유는 국민의 양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호

에 있다. 최근에는 식생활패턴의 속한 서구화, 식품산업의 확 에 따른 가공

식품섭취 증가, 외식의 속한 증가, 단체 식의 증가 등은 국민의 식생활과 

양 리를 개인의 자율과 책임으로 방치하기에는 국민 건강에 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국민의 건강  만성질환 발생과도 한 련성을 가지게 되어 

국민의 양개선에 극 인 책무를 가지고 요한 비 을 차지하는 과제로 

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비하여 실제 국민의 식생활과 양

리에서는 법령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미흡한 분야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행 양 련 법령체계 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양 련 법령 황  

  우리나라에서 양 리를 법 으로 뒷받침하는 련 주요 법률로는 ｢국민건

강증진법｣, ｢식품 생법｣, ｢지역보건법｣, ｢의료법｣, ｢학교 식법｣, ｢학교보건법｣, 

｢ 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가장 최근인 2003년에 제정된 ｢
건강기능식품에 한법률｣을 들 수 있으며, 별도의 독립법은 아직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다.  

  각 법령마다 양 련 사항에 한 법  근거를 부분 으로 포함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양개선, 국민 양조사, 양교육사업에 한 규정이 명시되

어 있고, 식품 생법은 식품 양 표시제도와 양사의 자격 조건에 한 규정

이 명시되어 있다. 지역보건법은 지역의 문인력배치기 에 양사를 포함하

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기 내 양사 배치 의무기 을 정의하고 있으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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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법에서는 학교 식의 운 원칙  리기 과 생  안 검을 규정하

고 있다. 유아 보육법에서는 보육시설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양사 등의 

종사자를 두어야 하는 기 을 정의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입소자를 가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 과 시설기 과 재가복지시설의 

식단  생 리에 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 에 양사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 등교

육법에는 학교 식에 양교사 배치기 을 포함하고 있다. 부분의 련 법령

은 보건복지부에서 장하고 있으나 학교 식법과 ․ 등교육법은 교육인

자원부에서, 유아보육법은 여성부로 이 되어 장하고 있으며, 식품 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은 보건복지부의 외청으로 집행기 인 식품의약품안

청에서 주로 할하고 있다.  

〈표 2-11〉 양 리 련 주요 법률 ( 련이 높은 법률) 

구   분 담당 부처 담당과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 (건강생활 , 건강투자기획 ) 
지역보건법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식품 생법
보건복지부
(식약청)

식품정책
(식약청 식품안 정책 )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

보건복지부
(식약청)

식품정책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규격 )

의료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학교 식법 교육인 자원부 학교체육보건 식과

유아보육법 여성부 보육정책

자료: 1)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3) 교육인 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4)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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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양 리 련 주요 법률 ( 양  식사 리 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 

구   분 담당 부처 담당과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노인지원 , 노인정책

유아교육법 교육인 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출산지원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 등교육법 교육인 자원부 학교체육보건 식과 ( 양교사 배치 련) 

국민기 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기 생활보장  

  3. 양 련 주요 법령  

가. 국민건강증진법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국민의 양 리와 

양조사에 하여 비교  많은 조문을 담고 있다. 즉, 과거 식품 생법(제70조)

와 국민 양개선령에서 담고 있던 국민 양조사 조항을 발 시켜 국민의 양

상태 조사에 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 고, 국민 양개선방안 강구와 ‘ 양교

육 사업’, ‘ 양 개선에 한 조사, 연구 사업’  ‘기타 양 개선에 한 사

업’에 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양 리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 리 번에 걸친 내용을 다

루고 있으며, 흡연, 음주, 구강, 보건교육을 포함하고 국민건강증진기 을 다루

고 있어 양의 특성을 고려한 국민의 양 리 사항을 종합 , 포 으로 규

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나. 지역보건법

  1995년 지역보건법은 치료 심에서 질병 방 심의 지역보건체제를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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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여 구 보건소법을 면 개정한 법이다. 법의 구성은 지역보건의료기

의 설치, 운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보건행정을 합리 으로 조직, 운 하고 보건시책을 효율 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는 제9조 제1호 보

건소의 업무에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양개선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제12조 문인력의 정배치 기 에 양사 인력 배치기 을 포함하고 

있어 시‧군‧구 지역단 의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양사업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법령이다. 

다. 식품 생법

  국민건강증진법에 이어 양 리에 한 내용이 가장 많은 법령이 식품 생법

이다. 식품 생법은 1962년 제정되어 2006년 12월까지 총 40차의 면개정과 부

분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식품 생법은 재 총 13장으로 구성되어있

으며 이  제11조의 식품 등의 허 표시 지, 제35, 37, 38, 39, 40, 41조의 양

사 련 규정과 식품 생심의 원회, 식품진흥기  등에 련된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2006년 9월 개정으로 ‘제10조의2 식품의 양표시  교육·홍보’가 신설되

어 가공식품의 양표시를 확 하기 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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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국민건강증진법

구  분 세부 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53호)

제2조 

(정의)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 방, 양개선  건강생

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 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5조 

( 양개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양개선방

안을 강구하고 양에 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양개선을 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7.12.13> 
  1. 양교육사업 

  2. 양개선에 한 조사‧연구사업 

  3. 기타 양개선에 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6조 

(국민 양조사등) 

① 보건복지부장 은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 등 국민의 양

에 한 조사(이하 "국민 양조사"라 한다)를 정기 으로 실시한다.  <개

정 1997.12.13> 
② 특별시‧ 역시  도에는 국민 양조사와 양에 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민 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국민 양조사의 내용  방법 기타 국민 양조사와 양에 한 지도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건강증진사업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1997.12.13> 
  2. 양 리 

제25조 

(기 의 사용등) 
① 기 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5. 국민 양 리사업 

제27조 

(지도, 훈련)  

① 보건복지부장 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 양조사  양에 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공공기

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

다. <개정 1997.12.13> 
부칙 <제4914호,1995.1.5> 

제2조 

(국민 양조사

에 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 생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국민 양조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국민 양조사로 본다.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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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지역보건법

구  분 세부 규정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2007. 5 11  법률 제8523호〕 

제1조 

(목 ) 

이 법은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 의 설치‧운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

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 으로 조직‧운

하고, 보건시책을 효율 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  

제9조

 
(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양개선사업 

 5. 공 생  식품 생 

 13. 지역주민에 한 진료, 건강진단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 리에 한 사항 

제12조 

( 문인력의 

정배치 등) 

① 보건소에는 소장과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는 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 문인력 등"이라 한다)을 두어

야 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 ( 문인력등의 배치기 )>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보건지소에는 의무·치무·약무·보건·간

호·의료기술·식품 생· 양·보건통계· 산등 보건의료에 한 업무를 담할 

문인력등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인력등의 면허 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

치기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식품 생법은 법률의 내용이 양  사안보다는 식품안 의 보장이 주된 목

으로 식품 생 보장을 주된 규율 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의 목 에서 

규정된 ‘식품 양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라는 법의 1차 , 

2차  목 에 부합하는 양에 한 내용은 부족하다. 양에 한 규정은 식

품 양표시와 양사에 한 내용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이 내용도 독립된 장

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여 구체 인 범 를 상 법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양과 련하여 식품 생법의 하  규칙  고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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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사에 한 규칙

  ‘ 양사에 한 규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식품 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양사 자격시험, 면허의 교부에 한 사항을 15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식품등의 표시기  

  ‘식품등의표시기 ’은 식품의약품안 청의 고시로 식품 생법 10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분의 세부표시방법 등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는 용기의 표시기

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06년 개정으로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

스테롤, 당이 표시 상 성분으로 추가되었다.    

라.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

  2003년에 제정된 법령으로 국민  심과 더불어 최근 시장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등재되고 있는 식품의 법  리를 목 으로 제정되

었다. 다른 식품들과는 달리 특히 표시와 고 부문에서 정부의 직 인 

리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강식품, 보약, 보양식에 심이 많

고 섭취량도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향과 사장규모의 성장을 고려한다

면 이 법은 향후 국민의 식생활 리에 향을 미치는 바가 클 것이다. 이 

법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3조의 정의, 제13조의 교육, 제17조

의 표시, 제18조의 허 , 과 고 지, 제19조의 건강기능식품공 에 한 규

정, 제23조 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매 등의 지, 제26조 유사표시 등의 

지가 국가 양 리와 련이 있는 조항들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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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식품 생법

구  분 세부 규정 

식품 생법  〔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13호〕 

제1조
제1조 (목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한 생상의 해를 방지하고 식품 양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 문개정 2006.9.27〕

제2조 정의 
6. "표시"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는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수

자 는 도형을 말한다.
6의2. " 양표시"라 함은 식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양소의 함량 등 양에 

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의2 
(식품의 

양표시  
교육·홍보)

제10조의2 (식품의 양표시  교육·홍보)
①식품의약품안 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의 양표시에 하여 

필요한 기 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②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는 
수입하는 업자가 식품을 매하거나 매의 목 으로 수입·진열·운반 
는 업상 사용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양표시기 을 

수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 청장은 국민들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표시를 식생활

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9.2
7〕

제11조 
(허 표시등의 

지)  

①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양표시,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의 
원산지  식육의 원산지등 표시에 하여는 허 표시 는 과 고를 하
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 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양가·원재료·성분  용도에 하여도 

한 같다. <개정 1995.12.29, 2002.8.26, 2005.12.23, 2006.9.27,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 표시·과 고·과 포장의 범  기타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제35조 ( 양사) 
통령령이 정하는 집단 식소의 운 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 식소의 운 자 자신이 양사가 되어 직  

양의 지도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 양사의 면허)  

① 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양사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0.1.12>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는 양학을 공한 자로서 교과

목  학 이수 등에 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외국에서 양사면허를 받은 자 

  3. 외국의 양사양성학교  보건복지부장 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②보건복지부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리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 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계 문기 으로 

하여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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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식품 생법 (계속)

구  분 세부 규정 

제3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는 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91.12.14, 1995.12.29, 2000.1.12> 
1. 정신질환자 

2. 염병환자 

3. 마약 기타 약물 독자 

4. 조리사 는 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제39조 

(명칭사용 지) 조리사 는 양사가 아니면 조리사 는 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0조 

(교육)
<개정

 2000.1.12>  

①보건복지부장 은 식품 생수   자질의 향상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조리사  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 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상자·실시기 ·내용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문개정 2006.9.27〕

제41조 

(권한의 임  

 탁

<개정

 2000.1.12>)  

①조리사  양사의 면허와 양사의 자격시험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②보건복지부장 은 조리사  양사에 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 문기 ‧단체에 탁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제42조 

(식품 생심의

원회의 설치등) 
〔 문개정

 1995.12.29〕  

보건복지부장 ‧식품의약품안 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심

의하기 하여 보건복지부에 식품 생심의 원회(이하 "심의 원회"라 한다)
를 둔다.<개정 1995.12.29, 1999.5.24, 2005.1.27> 
  4. 국민 양의 조사‧지도  교육에 한 사항 

제63조 
(면허취소등)  
〔 문개정
 1995.12.29〕  
 

①보건복지부장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 는 양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1.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조리사가 그 조리업무에 있어서 식 독 기타 생상 한 사고를 발생하

게 한 때 
 3. 면허를 타인에게 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때 
 4. 기타 이 법 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 인 기 은 그 반행 의 유형과 

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
(식품진흥기 ) 

①식품 생  국민 양의 수 의 향상을 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
원에 충당하기 하여 시‧도  시‧군‧구에 식품진흥기 (이하 "기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 1995.12.29,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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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식품 생법 (계속)

구  분 세부 규정 

제71조
(식품진흥기 )  

(계 속)
 ④기 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

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2000.1.12>
①식품 생  국민 양의 수 의 향상을 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하여 시‧도  시‧군‧구에 식품진흥기 (이하 "기 "이
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 1995.12.29, 
2000.1.12> 
③기 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1991.12.14, 1995.12.29, 

2000.1.12, 2002.8.26> 
 3. 식품 생  국민 양에 한 조사‧연구사업 
 7. 기타 식품 생, 국민 양  건강기능식품에 한 사업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식품 생, 국민 양, 식품산업진흥  건강기능식품에 한 사

업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기 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

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2000.1.12>
제73조 

(수수료)
〔 문개정

2002.8.2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8.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  양사의 면허를 받는 자 

부칙(국민건강증진법)  <제4914호,1995.1.5> 
제2조 

(국민 양조사

에 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 생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국민 양조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국민 양조사로 본다.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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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

구  분 세부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

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
한 식품을 말한다. 

  2.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기능에 하여 양소를 조 하
거나 생리학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
을 말한다. 

  3. "표시"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내용물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는 도형을 말한다. 

 제13조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 은 국민건강상 해를 방지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업자  그 종업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안 성 
확보  품질 리에 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표시기 )  

①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한다.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2. 기능성분 는 양소  그 양권장량에 한 비율( 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한다) 
  3.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4. 유통기한  보 방법 
  5. 질병의 방  치료를 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 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
품안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허 ․ 과 의 

 표시․ 고 지) 

① 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양소, 성분, 사용

방법, 품질 등에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허 ‧과 의 표시‧ 고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

시‧ 고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 ‧과 의 표시‧ 고의 범  등에 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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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계속)

구  분 세부 규정 

 제26조 

(유사표시 등의 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포장에 인체의 구조  기능에 한 

식품 양학 ·생리학  기능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

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

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고되는 것을 매하거나 매

의 목 으로 장 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건강기능식품의 공 ) 

식품의약품안 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

의 기 ‧규격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원료‧성분  제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표시기 을 수록한 건강기능식품의 공

(公典)을 작성‧보 하여야 한다. 

제23조 

( 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매 등의 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매하거나 매할 목

으로 제조‧수입‧사용‧ 장 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 청장

이 인정하는 것은 외로 한다. 
  3.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  

     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

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 

  6. 수입이 지된 것 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제26조 

(유사표시 등의 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포장에 인체의 구조  기능에 한 

식품 양학 ‧생리학  기능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와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고되는 것을 매하거

나 매의 목 으로 장 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의료법

  의료법에서는 시행규칙에 의료기 의 양사 배치 의무, 생 인 환자식 제

공 등 의료기 에서 지켜져야 할 양에 련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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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의료법

구  분 세부 규정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5. 2  보건복지부령 제397호〕 

제28조의6 
(의료인등의 정원)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 의 종별에 따르는 의료인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의료기 을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 에 의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은 의원 는 치과의원에 하여는 이를 

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9, 1993.8.20, 1994.9.27, 1996.12.3, 
2000.10.21, 2005.8.12>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는 요양병원에 

있어서는 1인 이상의 양사를 둔다. 

제28조의7
 ( 식 리) 
〔본조신설

 1994.9.2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 는 요양병원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생 으로 리‧제공하여야 한다.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 조항에는 의료기 의 식 리기 과 양사의 

양상담에 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식 의 의료 여화 

   의료 여법 시행규칙의 별표조항으로 입원기 의 식 를 비 여 상으로 

규정하여 왔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이 2006년 4월 개정되어 2006년 6월부터 입원환자 

식 가 여화되었다. 식  여화는 일반식과 치료식, 멸균식에 한 상 수가

가치 수에 의한 식 를 정하고 있다.  

 

바. 학교 식법

  1981년 제정된 학교 식법은 학교 식 실시에 한 법  근거를 명시하여 청

소년들의 식생활 개선을 통한  국민 식생활 개선을  명제로 제시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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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학교 식의 지원을 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시

행령에서는 담직원의 자격, 업무  배치와 양교육에 한 기 을 정의하

고 있다. 

  학교 식법은 , , 고교의 학교 식 실시율이 100%에 육박하는 시 에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리에서 요성은 매우 크다. 최근 일련의 형 

학교 식 식 독 사건의 발생 이후 2006년 7월 학교 식법을 면 개정하여 학

교 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하여 행 학교 식 체계에 

한 반 인 개선을 한 학교 식 원회 설치, 학교 식에 한 국가 는 지

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하고, 식재료· 식 생의 안 리에 한 사항과 식

의 운 방식에 한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학교 식의 양 리 기

을 마련하 다. 

〈표 2-18〉학교 식법

구  분 세부 규정 

학교 식법 〔일부개정 2003.7. 25  법률 제06935호〕 

제1조 (목 ) 
이 법은 학교 식 등에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식 등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 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
함을 목 으로 한다. <개정 1999.8.31>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

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교육을 통한 식습 의 개선과 학교 식의 원
활한 수행을 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 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 식에 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 식 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 식에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그 소
속하에 학교 식 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식에 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식에 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 식의 운   지원에 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식 원회의 구성·운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 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식 지원에 한 요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 식지원심의 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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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학교 식법(계속)

구  분 세부 규정 

제5조 

(학교 식 원회 등)

(계속)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  등 학교

식을 지원하기 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 식지원센터를 설치·운 할 수 있

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식지원심의 원회의 구성·운 과 제4항의 규

정에 따른 학교 식지원센터의 설치·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 

(학교 식의 

운 원칙  

리기 )  

①학교 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 되어야 한다. 
②학교 식의 내용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식 리에 있어서는 생과 안 에 철 를 
기하여야 한다. 
③학교 식의 양  리기 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 양교사 등의 

배치)
<개정 

2006.7.19>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 식을 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 · 
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교사와 「식품 생법」 제

36조의 규정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②교육감은 학교 식에 한 업무를 담하게 하기 하여 그 소속하에 학

교 식에 한 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 식에 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부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 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 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   
른 수 권자, 차상 계층에 속하는 자,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  
에 따른 보호 상자인 학생

   2.「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   
와 그에 하는 지역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산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   
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 에 있는 학교와 그에 하는 지역으  
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11조 

( 양 리)

 ①학교 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
른 식생활습  형성에 도움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학교 식의 양 리기 은 교육인 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 양상담)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 에 
방하기 하여 체   성장부진, 빈 , 과체   비만학생 등을 상으
로 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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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학교 식법 (계속)

구  분 세부 규정 

제16조 

(품질  안 을 

한 수사항)

②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 식 계교직원  학교 식공 업자는 다음 사
항을 지켜야 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 리기 , 제11조제2항의 규
정에 따른 양 리기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안 리
기

  2. 그 밖에 학교 식의 품질  안 을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인
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5조 

(학교 식의 

운 방식) 

①학교의 장은 학교 식을 직  리·운 하되, 「 · 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
교 식에 한 업무를 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구매·검수에 한 업무는 학교 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탁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 에서 업무 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식에 한 업무 탁의 범 , 학교 식공 업자

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 탁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
으로 정한다.

부칙 

<제7962호, 
2006.7.19>

 제3조 (학교 식 담직원의 배치에 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식시설에 배치된 학교 식
담직원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
할 수 있다.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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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학교 식법 시행규칙: 학교 식 양기  도입으로 신설된 조항 

구  분 세부 규정 

학교 식법 시행규칙( 부개정 2007.1.19 교육인 자원부령 제899호)

제5조 

(학교 식의 

양 리기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식의 양 리기 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기 에 따라 식단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 식문화(식문화)의 계승·발 을 고려할 것

  2. 곡류  분류, 채소류  과일류, 어육류  콩류, 우유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3.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4. 가  자연식품과 계 식품을 사용할 것

  5.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제7조

 (품질  안 을 

한 수사항)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학교 식의 품질  안 을 하여 필

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식비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

  2. 학교 식 련 서류의 비치  보 (보존연한은 3년)
    가. 식인원, 식단, 양 공 량 등이 기재된 학교 식일지

    나. 식재료 검수일지  거래명세표

제8조 

(출입·검사 등)

①  제14조제1호의 시설에 한 출입·검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

하되, 학교 식 운 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식재료 품질 리기 , 제5조제1항에 따른 양

리기   제7조에 따른 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연 1회 이

상 실시하되, 제2호의 확인·지도시 함께 실시할 수 있음

  2. 제6조제1항에 따른 생·안 리기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연 2회 

이상

②  제14조제2호의 시설에 한 출입·검사 등을 효율 으로 시행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 자원부장 , 교육감 는 교육장

은 식품의약품안 청장, 특별시장· 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실시한 계공무원은 해당 학교 식

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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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교육법의 개정

  학교 식 양교사제도의 도입에 따라 2005년 9월 ‘ ․ 등교육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양교사 배치기 이 신설되었다. 제21조의 교원의 자격 조항에서 

양교사는 1 ․2 으로 나 되, 부칙 3조에 자격기 에 한 특례조항을 두

어 양교사 자격기 을 마련하고 있다. ‘ ․ 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3의 

양교사 배치기 은 “「학교 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양교사 1인을 둔다. 다만, 교사의 

수 상황 등의 원인으로 학교별 양교사 1인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할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

한 2 이상의 학교에 식 상이 되는 총 학 수가 12학 을 과하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를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사. 유아보육법

  1991년 제정된 유아보육법은 유아업무를 법 으로 뒷받침하는 련 법령

으로 출산 책의 일환으로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해 보육정책이 확 되면

서 2004년에 면 개정되었고,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소 부처

가 이 되었다. 평생건강 리 차원에서 유아기에 있는 보육아동에 한 양

과 건강 리는 매우 요하다는 에서 유아보육법도 그 요성이 증 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보육에 한 정의와 보육시설종사자의 업무규정, 보육시설종

사자의 기   설치의무에 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2005년 보육 서비스

의 수 을 향상시키기 해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체 보육시설  1/3 가

량의 시설이 참여하고 있다. 평가인증항목에 건강․ 양․안 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나 그 수 은 아주 기본사항에 머물고 있으며 구체 인 기 을 제시

하고 있지 않아 보육시설 아동의 양 리를 담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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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유아보육법  동법 시행규칙

구  분 세부 규정 

유아보육법  〔 면개정 2004. 1. 29, 일부개정 2007. 2. 27 법률 제8563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유아의 보육, 건강 리  보호자와의 상

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①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25조 
(보육시설 
종사자기 )  

① 보육시설에는 시설의 장  보육교사와 기타 여성부령이 정하는 종사자를 두어야 한
다. 다만,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여성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보육교사와 기타 종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
정 1997.12.13, 2004.3.11> 

③ 보육시설종사자의 수와 보육교사외의 종사자의 자격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4.3.11>  

제25조 
(보육시설 
운 원회)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 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
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보육시설에 보
육시설운 원회를 설치·운 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취약 보육을 
우선 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

원회를 설치·운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④보육시설운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5.12.29>
3. 유아의 건강· 양  안 에 한 사항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면개정 2005. 1. 29 일부개정 2006.11.10 여성가족부령 제11호)
제2조 
(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
육 문요원 외에 산원, 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10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 )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 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 
(평가인증의 실시)

①여성가족부장 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책 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 체계·평가지표·수수료 등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5.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표에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 , 보육교사와 보육 유아

간의 일상  상호작용, 유아의 건강· 양  안 , 보육인력의 문성, 보육시설 운
리, 가족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장 에게 평
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④평가인증의 차  서식 등에 한 구체 인 사항은 여성가족부장 이 정한다. <개

정 2005.6.23>

제34조 ( 식 리)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식은 유아가 필요한 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양사
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사(5개 이내의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두는 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인 미만의 유아를 보
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보육정보센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유아에 한 식은 보육시설에서 직  조리하여 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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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양 리 사항은 아동수에 따른 양사 배치 규정이 있

는 정도이다. 아동복지법 제8조는 보건소가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아동의 양

개선 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조항에 

아동복지시설의 식 생을 하여 양사가 식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제13조

에는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역  배치기 에서 50인 이상 아동의 양육시설

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양사를 1인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사

가 없는 아동복지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별도 조항을 두고 있으며, 식기 이 별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동복지시설의 운 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 련) < 식 생>

  (1) 식은 필요한 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2) 식단은 양사가 작성하되, 양사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을 가진 자는 아동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수도외의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도 연 2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양 리 사항은 시행규칙 제17조의 노인주거복지시설 

기 은 별표 조항으로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

인 문병원으로 2007년 8월 법령 개정으로 시설 구분이 변경됨)의 시설기   

직원배치기 에 한 규정에 그치고 있다. 입소자가 50인 이상 노인주거복지시

설에 양사 1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식 생 리 

규정에는 양사가 식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결식우려노인에 한 무료 식지원은 노인에 한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을 규정

한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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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행 양 련 법령의 특징 

  앞의 여러 법령 들에서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

법, 식품 생법,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 학교 식법, 유아보육법, 아동복

지법, 노인복지법 등 다양한 법령에 양 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양에 

련 조항은 각 법령에서 부수 인 내용이며, 소  부처가 분산되어 있으며, 국

민 양 반에 한 법제도  체계가 일 성있게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련

된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양 련 법률의 규정이 산발 이며, 연계 조

정되어 있지 않고 국민 양 리를 일 성 있게 추진하기에는 법  근거가 미약

하다. 



제3장 생애주기 인구집단별 주요 양문제와 련 

사업 황

  양문제는 <표 3-1>의 양섭취 상태의 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의 주기

에 따라 양상이 다르다. 한 양사업의 효과는 장기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비한 양문제의 비는 노년기에 한정된 과정이 아니고 생애

에 걸쳐 양을 미치는 과정으로 악되어야 한다. 양문제의 특징은 생애주

기가 진행됨에 따라 다음 생애주기로 달되는 데 있다. 

  가임기 여성의 건강과 양상태가 태아기의 양상태에 향을 주며, 태아기

는 유아기의 양상태에 향을 미치며, 유아기는 청소년기, 청소년기는 성

인기에, 성인기는 노년기의 양상태가 지속 으로 달된다. 모유수유는 성인

기의 비만과 고 압 험을 낮추며(Singhai et al, 2001; Dietz, 2001), 유아기의 

성장발육지연은 성인기 심 질환의 험을 높이고(, 체  출생아에서 빠른 

체  증가는 성인기 고 압 험을 높이고(Eriksson et al, 2001; Walker et al, 

2001), 유아기의 작은 키는 성인기의 심 질환, 당뇨병, 뇌졸 의 험이다

(Mccarron et al, 2001; Forsen et al, 2000, 정효지, 2005 재인용). Barker 는 ‘fetal 

originns' 가설을 통해 태아기를 비롯한 생애 기의 양상태와 성장패턴이 성

인기 이후의 만성질환 발병 원인임을 설명하고 있어 양상태의 생애에 걸친 

향을 보고하고 있다(Barker et al, 2004). 미국의 질병 방통제센터(CDC)에서는 

노년기 여성에서 유병율이 높은 골다공증을 감소시키기 하여 9～12세의 소녀

들을 상으로 하여 칼슘섭취와 신체활동 진을 한 “Powerful Bones. 

Powerful Girls” 캠페인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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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양소 섭취부족과 에 지/지방 과잉 섭취 상자의 비율

양소 섭취부족1) 에 지/지방 과잉 섭취2)

체 남자 여자 체 남자 여자

  계 11.4 9.4 13.5 7.2 8.2 6.2

1～2세 9.0 6.1 12.4 6.1 4.0 8.5

3～6세 7.5 7.7 7.3 7.6 9.0 6.2

7～12세 6.1 5.2 7.3 8.5 7.1 10.1

13～19세 17.8 19.3 16.0 6.7 6.9 6.4

20～29세 15.0 11.3 18.9 9.7 10.5 8.8

30～49세 9.8 6.8 12.9 8.5 10.2 6.7

50～64세 10.1 7.6 11.5 4.4 5.4 3.4

65세 이상 14.7 13.7 15.4 2.3 3.1 1.7

  주: 1) 양소 섭취 부족(취약): 에 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 비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 라빈 모두 평균 필요량 미만을 섭취한 상자

      2) 에 지/지방 과잉섭취 : 에 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125% 이상이면서 지방섭취량이 

정 에 지 섭취비율을 과한 상자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2006

  이러한 에서 노인의 양문제가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의 건강‧ 양상

태의 연속선 상에서 노년기 이 에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서 

양문제에 처하기 해서는 단순히 노인의 양문제에 한 응만으로는 한

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양문제의 생애에 걸친 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서는 노년기 양 문제와 함께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의 양문제를 함께 

다루고, 〔그림 3-1〕과 같은 근으로 각 생애주기별로 양문제를 진단하고 

련 사업의 황과 문제 을 악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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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생애주기별 양문제 진단 근 

제1  노년기  

  1. 주요 양문제 

  노인인구는 우리나라에서 표 인 양 집단으로 과거에 비해 국민 체

으로 양소 공 이 증가하 음에도 노인들의 양섭취 상태는 크게 나아지

지 않았다. 노인들의 양문제는 반 으로 취약한 노인의 양섭취 상태, 특

히 농 지역 노인과 여성 노인의 양불량, 독거노인 등 소득층 노인의 양

불량을 들 수 있다. 국을 표할 수 있는 조사인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에

서 나타난 노인의 주요 양문제를 보면 칼슘을 제외한 부분의 양소에 

해 모든 연령층에서 권장량에 근 한 양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칼슘 뿐 아니라 리보 라빈, 비타민 C, 비타민 A의 섭취량도 

매우 부족하며, 나트륨 섭취는 반 이상의 노인이 과잉 섭취를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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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노인의 양섭취 황, 2005년  

(단 : %)

      양소
양섭취기  미만 
섭취 노인 비율 

양섭취기  상한치 이상
섭취 노인 비율

에 지 27.9 13.2

지방 67.6 5.7

칼슘 70.5 0.4

철 31.6 1.5

나트륨 - 52.8

비타민 A 53.7 1.5

리보 라빈 79.9 -

나이아신 48.6 1.5

비타민 C 64.4 -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2006

  노인에서는 일반 으로 비타민B12, 칼슘, 엽산, 아연의 장  내에서 흡수율

이 낮아져 이들 양소가 결핍될 험이 증가 한다. 노인  상당수는 우유가 

몸에 맞지 않아 많이 마시지 못하는 데다 햇빛을 는 시간이 충분치 않으면 

비타민D가 부족하게 된다. 단백질과 결합된 비타민B12의 흡수불량으로 노인의 

10~30%가 비타민B12 결핍 상태이다. 이들 양소의 부족은 면역기능, 미.후각 

기능, 상처회복 등에 악 향을 미친다.

  특히 취약계층인 소득층 노인들의 양으로 인한 양불량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다.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에서 소득수 과 학력수 의 

사회경제  요인과 양소섭취상태를 살펴보면, 노인남자의 경우 모든 계층에

서 한국인 양섭취기 (DRIs)과 비교하여 에 지(93.7%), 칼슘(71.7%), 칼륨

(50.9%), 비타민A(81.3%), 티아민(75.8%), 리보 라빈(53.3%), 나이아신(83.4%), 

비타민C(76.2)을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으며 소득수 에 따라 큰 차이는 보이

지 않았으나, 빈곤층의 티아민, 리보 라빈 섭취는 DRIs 기 의 82.8%, 

57.9%로 층 이상이 각각 92.2%, 66.2%를 보이는데 비하여 낮은 섭취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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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노인 여자의 경우에 반 으로 모든 계층에서 에 지(94.0%), 칼

슘(63.9%), 칼륨(50.9%), 티아민(82.6%), 리보 라빈(68.3%), 나이아신(92.7%), 비

타민 C(80.8%)를 DRIs 기 보다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다. 리보 라빈은 차상

층이 55.4%로 다른 소득수 계층에 비하여 유의 으로 가장 낮은 섭취를 하

고 있었다. 학력수 을 비교해 보면, 노인 남자에서는 모든 양소에서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나, 노인 여자의 경우 티아민, 리보 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가 무학인 그룹에서 각각 DRIs 기 의 70.0%, 57.0%, 79.6%, 64.8%로 고등학

교 이상 그룹이 DRIs기 의 88.6%, 63.0%, 87.7%, 97.8%인데 비하여 낮은 수

의 섭취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질  양지수(MAR)은 무학이 0.68로 가장 낮았

고(고등학교 이상은 0.75), INQ가 1미만인 양소 수는 고등학교 이상은 4.87임

에 비하여 무학자가 5.76로 부족한 양소가 높았다(보건복지부, 2007; 노희경 

등, 2003).

  국내의 여러 논문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양상태는 연령의 증가로 인한 것보

다 성별에 의한 차이가 하 으며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하여 양상태

가 좋거나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정숙 등, 2006; 

유순복 등, 2005; 임경숙 등, 2004; 이해정 등, 2003; 노희경 등, 2003; 김연경 

등, 2002; 이 수 등, 2002; 박미 , 2001). 이는 여자노인의 평균수명이 더 길고 

남자노인에 비하여 독거비율이 높고 경제수 이 낮으며, 양섭취에 간 으

로 향을  수 있는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 

독거 여자노인은 비독거 여자노인에 비하여 소화기질환이 많고 부분의 신체

계측치와 체지방률이 낮았으며, 빈 비율이 더 높아 반 인 양상태를 나

타냈다(박진경 등, 2003). 특히 독거노인은 체노인의 18%로 계속 증가하고 있

는데, 2007년 보건복지부의 국 독거노인 조사결과 주1회 이상 결식하는 노인

은 17%이며 주5회 이상 결식하는 비율도 9.8%에 달하 다(보건복지부, 2007). 

  농 지역 거주 노인의 연령 별 양소섭취량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남녀 공

히 모든 양소에서 양불량은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 노인

의 높은 비율의 양불량과 식단 다양성의 결여는 식욕감퇴, 미각둔화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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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등으로 인한 충분하지 못한 식사섭취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박미

연 등, 2006; 곽은희 등, 2003). 교육수 에 따른 양상태는 교육수 이 높을수

록 단백질, 칼슘, 나이아신 등의 섭취량이 많으며 교육수 이 낮을수록 노인의 

양섭취는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최희정 등, 2005; 임경숙 등, 2004). 노인의 

경제능력은 양섭취상태에 향을 미쳐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양상태가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임경숙 등, 2004; 유순복 등, 2005; 최희정 등, 2005). 30만

명 이상의 도시 15개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1973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 인 양섭취상태는 남자노인에 비해 여자노인이 유의하게 불량하 고, 

양 도는 단백질, 티아민, 나이아신의 경우 남자노인이 유의하게 높았다.   

75세 이상의 고령노인이 될 수록 양섭취상태는 불량해졌으며, 특히 여자노인

의 연령 고령화에 따른 의한 양불량 정도가 심해졌다(임경숙 등, 2004).

  독거노인의 양상태는 더욱 열악하다.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심층분석을 

통해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양소 섭취상태를 비교한 결과 남자 독거노인

에서 비독거노인에 비하여 비타민A 섭취가 유의하게 낮았고, 여자 독거노인에

서 비독거 노인에 비하여 칼륨, 비타민A, 티아민, 리보 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 단백질 에 지비, 지방 에 지비, 평균 양소 정비나 질  양지수가 유

의하게 낮았다(질병 리본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

  한편, 2004년 국 노인생활실태  복지욕구조사 결과에서는 가구소득 50만

원 미만의 노인들이 심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일반 노인에 비하여 높았으며, 

결식이유로 ‘돈이 없어서’가 9.0%, ‘습 이 되어서’가 9.6%, ‘밥하기 싫어서’가 

9.5%로 일반 노인에 비하여 소득 노인에서 경제  이유로 결식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악되었으며, 독거노인에서도 끼니를 결식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

아 소득노인과 독거노인  기본 인 식사의 확보가 어려운 계층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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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자 % RDAs (% DRIs)2)

지역, 표본수 연령 상 열량 단백질 Ca P Fe K Vit A Vit B1 Vit B2 Niacin Vit C

2005 
국민건강

양조사
국 65≤ 체

93.2
±1.21

124.4
±2.5

65.4
±2.4

149.9
±2.8

133.8
±5.5

50.1
±1.1

46.9
±4.2

79.5
±1.8

61.9
±1.6

88.2
±1.6

75.7
±2.9

2001 
국민건강

양조사
국 65≤ 체 89.5 88.9 55.4 132.6 83.1 71.3 86.4 60.9 92.8 122.8

차복경
(2005)

남 
완도군주민
남자 88명
여자 99명

46-84
남자

여자

93.45
±1.45
114.3
5±2.3

4

43.21
±1.35
55.37
±1.93

75.2
±3.71
69.49
±3.22

129.8
3±5.7

3
113.3
8±4.8

8

179.7
9±9.0
156.4
3±3.8

65.03
±4.02
59.42
±3.20

117.5
4±7.2
102.6
9±7.0

105.3
9±3.7

1
100,9
9±2.6

0

241.19
±4.30

229.96
±4.29

양경미
(2005)

경북 
경산시노인정,
복지회  노인
남자 113명
여자 112명 

60≤ 남자
여자

79.3
86.3

69.1
79.7

56.2
62.8

116.3
111.6

76.3
58.0

78.4
76.4

96.0
72.0

68.3
64.2

99.2
90.7

139.3
145.5

노희경 
등(2003)

주시 서구 
보건소 내원
남자 51명
여자 64명

65≤ 남자
여자

58.7
59.6

69.4
64.6

60.7
50.9

106.9
89.2

61.2
48.0

47.9
44.8

73.5
61.8

44.3
38.9

71.3
59.8

93.8
76.3

윤희정 
등(2002)

경북 성주군 
재택노인
남자 44명
여자 64명

65≤ 남자
여자

79.5
84.3

68.0
76.6

44.9
52.9

105.1
101.6

54.0
60.5

29.1
38.0

67.9
69.7

41.8
41.9

83.3
75.6

102.4
104.6

박미  
등(2001)

경남 함안군 
재가노인 

200명
남자  71명
여자 129명

65≤

체 

남자

여자

87.7
±31.1

99.3
±28.0

81.2
±30.9

85.5
±39.9

97.7
±42.0

78.7
±37.2

77.6
±50.6

93.0
±54.0

69.1
±46.8

126.8
±56.4
151.1
±56.9
113.4
±51.7

96.2
±77.3
121.1
±80.1

82.6
±72.4

56.5
±57.6

74.6
±67.1

46.5
±49.2

89.6
±42.7
112.7
±48.9

76.9
±32.7

54.1
±31.7

69.5
±33.3

45.6
±27.4

88.8
±46.9
108.5
±50.6

77.9
±40.9

213.6
±207.9

268.2
±264.1

183.5
±162.8

임 숙 
등(2000)

서울양천구
복지회  
이용노인 

105명
용인 노인정 

이용
소득층 

159명

60≤

남자

여자

74.4
±18.2

65.2
±20.3

86.0
±56.0

63.7
±29.0

55.2
±28.2

38.5
±22.9

114.3
±36.8

89.2
±35.8

68.5
±22.3

50.9
±25.2

76.9
±70.4

31.9
±24.5

73.9
±28.5

68.3
±34.7

58.2
±52.4

36.9
±23.0

81.1
±31.8

66.3
±30.1

105.6
±61.5
124.5
±49.7

〈표 3-3〉기존 문헌에서 나타난 노인의 양소 섭취 황

  주: 1) Mean±SD 용, 단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차복경(2005)은 Mean±S.E 용
      2) % RDA 용, 단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는 %DRIs 용  
      3) 소득층의 거주지역(도시 vs. 도시형 농 )간 비교
자료: 보건복지부.『국민건강 양조사 제3기(2005) - 양조사』.2006.
      질병 리본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심층분석: 양조사』 2006. 
      차복경. ｢완도지역 성인  노인의 양소 섭취 실태조사｣. 『 한지역사회 양학회』 2005 
      양경미.「경산시 노인의 양섭취상태  건강 련인자에 한 연구」,『한국식품 양과학회지』. 

2005. 34(7): 1018-1027 
      노희경․오근애. ｢ 주지역 소득층 노인의 성별, 연령별 양상태｣. 『 한지역사회 양학회』2003  
      윤희정․권진희․이성국. ｢농 지역 노인의 양상태와 활동량｣. 『 한지역사회 양학회』2002
      박미 ․이경혜·윤 숙. ｢경남 일부 지역 노인의 양실태조사 - 생활습 , 식행동  양소 섭취 실

태를 심으로｣.『 한지역사회 양학회』2001; 6(3S): 527-541
      임 숙․조경자․남희정․이경희․박혜련. ｢일부 소득층 도시노인과 농 노인의 양소  섭취  

련 변인 비교 연구｣. 『한국식품 양학회지』2000; 29(2): 2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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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노인의 양섭취 상태는 반 으로 부족하며, 특히 

남성보다 여성,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보다 혼자 사는 경우, 도시보다 농 , 교

육과 경제수 이 낮을수록, 그리고 고령일수록 심각하다. 한 미각의 변화, 치

아 손실, 소화흡수력 하, 여러 련 질환  이에 따른 약물 복용, 활동량 감

소 등도 양섭취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사업  서비스 황과 문제  

  에서 노인의 양상태를 종합해 볼 때 노인인구에서 양은 성별, 도시

와 농 에 크게 차이 없이 만연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노인 집단에서 

양 리를 한 한정된 특정 상집단을 정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수에 비추어 이들의 열악한 양상태로 인하여 질병

부담과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한 노인 양개선의 필요성은 높다. 그러

나 아직까지 소득 노인의 무료 식지원 이외에는 노인 양상태 개선을 한 

제도나 방안의 마련은 미비한 상태이다. 

  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결식우려노인 식지원사업’이 

노인에 한 표 인 국가 지원 양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지원 상은 소

득 기 생계비 지 자가 우선 상이 되어 체 노인인구  8%인 37만명이 

상이 되며, 1식당 1,500원 산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노인복지종

합센터 등 복지기 의 경로식당운 , 식사배달  반찬 배달에 지원되고 있

다. 2006년 재 노인 식에 지원된 앙정부 산은 경로식당과 식사/ 반찬배

달을 합하여 총 533억 6천2백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식지원 외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맞춤형 방문건강 리사업(방문보건사업)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의 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체 노인복지사업 산의 13% 이상을 투

입하고 있다(김 일, 2007). 

  보건소에서는 2006～2007년에는 일부 지역에서 노인허 건강증진 시범사업이

나 노인 상 건강증진사업을 통해서 노인 양을 한 사업이 산발 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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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일반 노인의 양 리와 련되어 2007년부터  ‘생애 환기 건강진단’을 만 

40세와 만 66세에 도입하여(신체기능이 하되고 낙상,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험 증가시기)에 국민건강보험 검진 상자에게 검진과 함께 의사상담의 제공

하여 5가지(흡연, 음주, 운동, 양, 비만) 건강 험요인에 한 생활습  평가 

 처방, 상담 제공을 제공하여 생활습 병 리를 목표로 한 사업을 도입하고 

있다. 

〔그림 3-2〕기존 일반건강검진과 생애 환기 건강진단의 비교표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7. 11

  노인 양과 련된 정부조직은 <표 3-4>와 같이 보건복지부 내에서 건강증

진과 질병정책 부서와 노인복지 부서에 나 어 있으며, 결식노인 지원사업은 

노인지원 에서 담당하고, 노인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 에서 노인에 한 

생애 환기 건강검진사업과 만성질환 등록 리 시범사업 등 심․뇌 질환

책은 질병정책과에서 장하며, 보건의료부서와 복지부서가 사업의 연계는 거

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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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노년기의 양 련 사업 조직 

련 정부조직 사업 비 고

보건
복지부

노인정책  

 노인지원

결연· 식 등 재가노인 보

건복지사업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사회복지 , 노인복지 의 경로식당  
식사배달 사업에 한 지원   

노인정책

 노인요양정책

 노인요양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4월 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련된 

양서비스는 아직까지 개
발되어 있지 않음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장기요양서
비스에서 양 어 매니지먼트 등의 서
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양사 서비스에 

해 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보건정책
 건강생활 ,  
 건강투자 기획   

건강증진사업의 양사업으
로 실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방문
보건사업)

16개 시군구 시범 노인허  보건소 사업
(2005-2006년) 이 종료되어 건강증진사업
으로 흡수됨. 
일부 시군구에서 방문보건사업 일환으로 
도입 

보건정책
 질병정책  
 암정책  

만성질환 리 사업의 질병
방사업에서 일부 포함 

‘생애 환기 건강검진사업’ 도입(2007
년～)  
고 압, 당뇨 등 만성질환 리
고 압, 당뇨 등 만성질환등록 리 시범사업
심․뇌 질환 종합 책(2006년～) 

제2  유아기   

  1. 주요 양문제 

  유아기의 주요 양문제로는 반 으로 낮은 모유수유율, 부 한 이유

식 리, 유아기 편식과 빈 , 철분, 칼슘 등 특정 양소의 섭취부족, 유아기 

비만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 낮은 모유수유율 

  우리나라 아의 모유수유율에 한 통계는 조사나 문헌마다 차이가 크다. 

모유수유기간이나 완 수유  혼합수유를 산모를 상으로 면 조사를 통하여 

기억(recall)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에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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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85 1988 1994 1997 2000 2003 2006

완  모유수유 59.0 48.1 11.4 14.1 10.2 16.5 24.2
혼합수유 25.3 33.9 60,7 52.5 65.0 -- --

인공수유/분유 15.6 18.0 27.9 33.4 24.8 -- --

있고, 모유수유 상태를 악하는 아의 월령이 조사마다 상이하며, 표성 있

는 아의 표본수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3-5>와 같이 국조사인 출산력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 모유수

유율은 2000년까지 지속 으로 감소하여 10.2%에 이르 다가 2003년 이후 증

가하여 2006 국출산력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는 24.2%로 나타났다(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6). 이는 2001년의 9.8%에 비해 격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

타났고, 1991년 생후 6개월 이내의 아 모유 수유율을 44.4%로 보고한 연구가 

있다(윤진숙, 2005). 모유수유율이 가장 낮았던 2000년 출산력  가족보건 실

태조사 자료를 생존분석을 통하여 월령별 모유수유율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

는 완  모유수유율은 생후 3개월에 14.4%이었고 부분 모유수유율을 포함하면 

33.2% 으며, 생후 6개월에는 완  모유수유율은 생후 5.0%이었고 부분 모유수

유율을 합하면 20.8% 다(김혜련, 2001). 

〈표 3-5〉28개월 미만 최종출생아의 모유수유 실태

(단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력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각 연도  

나. 편식  양섭취의 불균형  

  2007년 소아  청소년 표 성장도표(질병 리본부‧ 한소아과학회, 2007)가 

발간되어 소아‧청소년 발육표 치’가 제시되었다. 소아 발육 표 치를 이용한 

과체 , 체  유아 비율 산출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경주지역 유치

원 유아(3-6세)의 양소 섭취 상태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WLI (Weight Length 

Index)에 근거한 체 은 20.0%, 정상체 은 48.6%, 과체 은 19.0%, 비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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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다(최미자와 정연수, 2006).

   0～6세의 취학  유아기는 생애 주기에서 볼 때 이 시기의 육체 , 정신

 성장 결과가 평생을 좌우하는 요한 시기이다. 이때 형성된 식습 은 성인

이 된 후의 식습 에도 향을 주게 되고 건강하고 정상 인 성장 발달과 정서

발달에도 큰 향을 미치며, 이 시기는 자아성을 갖게 되며 음식의 선택 능력

도 뚜렷하게 형성되는 요한 시기이다. 유아 스스로 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식품 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단 없이 기호에 치 하게 되

는 경향이 있다.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 3～6세 유아에서 KDRIs 미만인 양소는 칼

슘(77.5±3.2%)과 칼륨(54.9±1.2%)으로 나타나(보건복지부, 2006) 칼슘의 섭취가 

여 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 양소별 KDRIs 미만을 섭취한 상자 비

율을 보면, 칼륨(96.5±0.9%), 칼슘(54.1±2.6%), 비타민C(38.1±2.4%), 철(30.5±2.3%) 

이었다(보건복지부, 2006). 경주지역 유아에 한 연구에서는 연령이 4세에서 6

세로 높아짐에 따라 칼슘과 철분의 섭취가 RDA에 비하여 유의 으로 낮았

고, 간식의 열량 구성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미자와 정연수, 

2006).

  유아의 양섭취상의 문제로는 주로 보육시설 아동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높은 아침결식율과 편식(당분의 과다섭취와 동물성 반찬 편 의 선호도

로 인한 채소 섭취 부족) 문제가 공통 으로 제시되었다(이정윤과 조동숙, 

2006; 신경옥 등, 2005; 이 옥, 2004; 오유진과 장유경, 2006; 이정숙, 2006). 

  성장기 아동을 상으로 식을 할 경우 유아의 양 필요량이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보육시설에서의 양섭취량을 보면 보육아동들의 부분이 

1일 권장량의 1/3에 비하여 매우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으며, 특히 열량, 비타민

E, 철분, 칼슘 섭취량은 1일 권장량 1/3의 약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명미 등, 1996; 오연주 등, 1995; 박선민 등, 1997; 정효지 등, 

2000). 국에 소재한 651개 보육시설 심식단의 양소 함량을 조사한 결과

를 보면, 부분의 양소가 1일 권장량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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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특히 칼슘, 철분, 비타민B1, 나이아신의 공 량이 은 것으로 악되었다

(곽동경 등, 1996).

  우리나라 보육시설 양 리의  한가지 큰 문제 은 간식공 인데, 재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유아의 간식에 한 인식의 부족으로 분량이나 종류가 

치 못한 경우가 지 되고 있다(이성희 등, 2001; 조은진, 1997). 2000년 ‘

유아 보육 부모욕구조사’ 결과에서는 식과 간식에 한 불만족이 보육아동 

부모에서 상당히 제기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식에 해서는 

‘다양성 없는 제한된 음식’, ‘ 양가 없는 식단’, ‘ 식량 부족’, ‘반찬수 부족’ 

등의 순으로 불만족이 제기되었다. 간식에 해서는 ‘다양성 없는 제한된 음

식’, ‘인스턴트 식품의존’, ‘ 양가 부족’ 등이 제기되었다(김승권 등, 2000).  

한 이 시기의 부 한 양섭취의 요인은 학부모나 보육교사의 양에 한 

인식 부족과 교육자료 의 미비와 함께 하게 양 리와 양교육을 달할 

수 있는 체계의 미비가 지 되고 있다.   

    

  2. 사업 운 리의 황과 문제  

가. 모유수유 시책

  최근 정부와 민간단체의 모유수유 증진 활동으로 모유수유에 한 인식이 높

아지고 모유수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모유수유율에 비하면 아직도 

매우 낮은 수 이다. 2005년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eople 2010)에서 

2010년 모유수유 목표는 생후 6개월에 40%로 설정하고 있다. 

  모유수유사업 증진사업에 여하고 있는 앙 정부조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건강생활 과 출산지원 을 들 수 있는데 두 부서의 모유수유사업은 각각 건강

증진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두 부서간의 연계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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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모유수유 증진사업에 한 담당 정부조직 

련 조직 사업 비 고

보건
복지부

인구아동정책  
출산지원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 유아 

리사업으로 실시 

선도모자보건 보건소의 주요 모자보건사
업으로 포함

보건정책
건강생활  

건강증진사업의 
양사업으로 실시

보건소 건강증진 양사업의 우선추진 
필수사업에 포함

 임산부‧ 유아보충 양 
시범사업  

국의 15개 지역에서 보충 양사업으
로 시행, 임산부의 모유수유 권장  수
유부에 해서 식품공  인센티  부여 

지방 
정부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 건강증진 

양사업의 일선 시행조직 

모자보건사업과 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
어 있음. 
사업은 주로 모자보건에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연계없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일선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양사업에 우선추진 필수사업으로 포함되어 있

으나, 그동안 보건소 모자보건사업에서 임산부, 유아 리의 일환으로 실시되

어 왔고, 선도 모자보건 보건소에서는 사업의 하나로 모유수유 증진사업을 

시행하여 왔기 때문에 모유수유사업은 언제 모자보건사업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모자보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사업명은 

‘엄마젖먹이기사업’, ‘모유수유클리닉’, ‘모유지도지도 캠페인’, ‘모유수유 상담

교육’, ‘모유수유지도교실’, ‘모유수유아 선발 회(행사)’, ‘엄마젖먹이기 확산운

동’ 등으로 지역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 비하여 모우수유사업이 

많이 확산되었지만 내실 있는 사업보다도 여 히 행사나 캠페인에 머무르는 경

우가 많고 양사업과 연계가 되지 않아 모우수유의 양학  요성이 부각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임산부‧ 유아보충 양 시범사업이 국의 15개 보건소 지역에서 실시

되고 있고, 2008년부터 국 으로 확 될 정인데 이 사업에서 임산부의 모

유수유 권장  수유부에 해서 식품공  인센티  부여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표 인 활동으로는 주한 유니세 (UNICEF)의 ‘아기에게 친근

한 병원만들기(Baby Friendly Hospotal Initiative: BFHI)’ 지정사업을 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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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간호 회 등이 참여하고 있고, 모유수유 의료요원 교육사업 등을 개

하고 있으며, 이외에 한인구보건복지 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

임 등에서 모유수유 권장운동을 개하고 있는 정도이나 효과는 크지 않다.  

  모유수유 캠페인은 최근에 와서 비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

지 모유수유율 증진을 한 지속 인 산 교육, 병원의 모자동실제 운 은 미

흡하고, 분유회사의 신생아에 한 분유 제공 마 이 여 히 이루어지고 있

으며, 직장여성의 모우수유를 증진시키기 한 수유실 운  미흡 등으로 모유

수유를 지지하는 사회환경의 조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 모유 체식품인 조

제분유와 이유보충식에 한 고의 향이 모유수유를 해하는 원인임에도 

세계보건기구의 모유 체식품 매에 한 국제규약이 철 히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보충식 등을 통한 간 인 TV 고가 여 히 규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모유수유 증진사업은 일선 보건소를 이용하는 상자에 머물러 있

고, 지역사회나 병의원의 역할 확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유아 양 리 

   유아에 한 양 리 담당 정부조직은 여러 부처와 부서에 산재되어 있

다. 보건복지부의 건강생활 , 건강투자기획 , 출산지원 , 아동복지 과 여성

부의 보육지원 , 교육인 자원부의 유아교육지원과와 식약청의 양평가 이 

여되어 있으며, 최근 각 정부조직별로 다양한 사업이 확 되고 있으나, 사업

을 수행하는 정부 부서나 기 간 조정이나 조와 사업간 연계는 거의 없이 각 

부서에서 독자 으로 운 되고 있는 실정이다(표 3-7).   

  과거 보건소를 이용하는 상자에 한정되던 유아 건강검진사업은 2007년 

11월부터 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지원에 의해서 무

료로 민간의료기 에서 실시되도록 되어 4개월, 9개월, 30개월, 만5세 유아를 

상으로 신체계측, 발달평가  상담, 양을 포함한 건강교육, 이유식 지도, 

안 사고 방 등 포 으로 제공하는 유아 건강검진체계로 환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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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담당부서도 모자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출산지원 에서 건강증진을 담당

하는 건강생활 으로 이 되었다. 

〈표 3-7〉 유아 양 리 담당 정부조직 

련 
정부조직

사업 비 고

보건
복지부

인구아동
정책  
출산지원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
로 임산부, 유아 리
사업으로 실시 

선도모자보건 보건소의 주요 모자보건사업
으로 유아 임산부 건강 리  검진사업 
실시, 양사업에 한 측면은 거의 없음  

보건정책
건강생활 , 
건강투자
기획   

건강증진사업의 양사
업으로 실시

보건소 건강증진 양사업의 우선추진 필
수사업에 포함

유아 건강검진사업 

 4개월, 9개월, 30개월, 만5세 유아를 
상으로 신체계측, 발달평가  상담, 
양을 포함한 건강교육, 이유식 지도, 

안 사고 방 등 포 으로 제공하는 
유아 건강검진체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하여 2007년 11월 도입   

임산부‧ 유아
보충 양 시범사업 

국의 15개 지역에서 보충 양사업으로 
시행, 임산부, 유아에 식품공  인센티  
부여  양교육 제공

인구아동
정책  
아동복지

 아동 식 지원
 (무료 식)

18세 미만의 취학  미취학 아동에게 무
료 식 지원(아동복지법에 근거)

여성
가족부  

보육정책국
보육지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리  지원 

보육아동의 건강  양  안  등의 리
를 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 분야에 

한 리는 미흡 

교육인
자원부   

유아교육
지원과

유아원  이용 아동 
리  지원  

유아원, 유치원 이용 아동의 식 리를 
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 분야에 

한 리는 미흡 

식품의약품
안 청  

양기능식
품본부

양평가

- 어린이 먹거리안  
종합 책 추진

- 어린이 식품섭취 
실태조사

어린이 먹거리안  2010 종합 책 추진
어린이 식생활안 리특별법 입법 추진  

지방자치
단체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 건강증
진 양사업의 일선 시
행조직 

모자보건사업과 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건강증진 양사업의 일환으로 보육시설 
아동을 상으로 어린이 양교육사업 실
시하는 보건소가 최근 증가 추세이나 보건
소에서 cover 하는 보육시설은 극히 제한
되어 있는 실정임.   
모자보건과의 연계는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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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학령기 아동  청소년기    

  1. 주요 양문제  

  선행연구에서 악된 학령기 아동  청소년의 주요 양문제는 편식  채

소기피, 비만, 아침결식,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 여고생  여 생의 부 한 

체 조  행 , 도시농  간 양소 섭취  식사의 질 차이의 문제와 결식아

동 등의 취약계층의 양을 들 수 있으며, 학교 식의 질  문제도 여 히 

존재한다. 이와 함께 패스트푸드 선호로 인한 트랜스지방 섭취 과다, 높은 탄산

음료 섭취도 아동의 문제 식습 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일반 아동  청소년의 양문제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 아동  청소년을 7～12세와 13～19세로 보았

을 때 이들의 양섭취 부족 인구가 각각 17.8%, 15.0%로 양섭취가 낮은 인

구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다(표 3-8 참조)

  양소별로 보면 한국인 양섭취기 (KDRIs)에 비하여 7~12세 어린이의 

16.9%, 13~19세의 21.8%는 지방섭취가 과잉이고 나트륨도 권장량의 2배 이상 

섭취하고 있다. 반면, 칼슘, 철의 섭취량 부족이 매우 높았으며, 리보 라빈, 비

타민 A의 섭취량도 낮았다. 특히 13～19세에서 양섭취가 더욱 열악한 인구비

율이 높았다. 양섭취기  상한치 이상의 섭취아동 비율을 보면 나트륨 과잉

섭취 인구가 많았고, 에 지와 지방의 과잉섭취 인구도 높았다(보건복지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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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

양섭취기  미만 섭취 아동 
비율 

양섭취기  상한치 이상 섭취
 아동 비율 

7~12세 13~19세 7~12세 13~19세

에 지 16.5 30.7 28.0 17.4

지방 14.5 10.7 16.9 21.8

칼슘 62.2 81.2 - 0.1

철 40.8 55.0 1.7 0.9

나트륨 - - 42.9 57.0

비타민 A 27.1 43.5 5.2 1.3

리보 라빈 29.6 52.3 - -

나이아신 19.2 29.8 21.2 8.9

비타민 C 42.9 56.9 0.0 0.0

〈표 3-8〉학령기아동  청소년의 양섭취 부족  과잉 황, 2005

(단 : %)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2006 

  1) 과체   비만 유병률 

  성인과 마찬가지로 소아  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세계 으로 증가 추세이

다. 소아기에 청소년기의 과체 과 비만은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80%에 이르며, 고 압, 제2형 당뇨병, 고지 증, 동맥경화, 지방간, 담석증과 같

은 성인병의 조기 발병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비만의 심각성은 크다. 

  유럽 지역에서 소아 과체   비만 유병율은 2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

고 있고, 1999년의 미국의 NHANES에서도 12-19세의 청소년 비만 유병율이 

15.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신장과 체 이 크

게 증가하면서 아동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소아비만율은 1998년 국민건강 양조사 이후 2001년, 2005년 

계속 증가추세이다. 2005년 10～19세의 비만유병율은 남자 11.5%, 여자 9.7% 

이었다. 질병 리본부의 2005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 1～고2의 남녀 학

생의 비만율 120% 이상의 인구는 남학생 10.2～13.1%, 여학생 4.3～7.6%로 학

년의 증가에 따라 과체  유병율이 증가하 다. 질병 리본부와 한소아과학

회의 소아청소년 신체계측조사에서도 7～20세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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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년령에서 1998년에 비하여 2005년 남녀 모두 증가하 으며, 특히 남자에게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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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식약청 어린이먹거리안  종합 책에서 

재인용)

     

  교육인 자원부가 · ·고등학생의 2006년 신체발달 상황  건강검진 결과 

체 · ·고생의 비만율은 11.62%(경도비만 6.46%, 등도 비만 4.32%, 고도

비만 0.84%)이며, 등학생 11.23%, 학생 11.20%, 고등학생 12.81%로 학년

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다소 높아지고,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여자는 등학생 9.35%, 학생 8.73%, 고등학생 10.58% 이었으

며, 남자는 등학생 13.08%, 학생 13.64%, 고등학생 15.06%이 비만이었다. 

고도비만율은 2004년 0.77% → 2005년 0.78% → 2006년 0.84%로 증가 추세에 

있다.2)

  서울 잠실지역 등학생 5-6학년과 도 구의 학생 1-2학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비만군을 BMI 백분 수 95이상으로 보았을 때, 남학생은 15.5%, 여

2) 국 · ·고 468개교를 표본 추출한 후 112,191명의 신체발달상황  37,401명의 건강검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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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8.9%가 비만으로 악되었고 비만아 비율은 학년이 증가하면서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 다(송윤주 등, 2006a).

  사회경제  특성별로 볼 때 아동  청소년 비만 유병율은 도시지역 조사에

서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남경희 등 2006: 

정상진 등, 2004),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에서도 성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도 소득이 낮은 지역의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상진 등, 2004). 

  2) 식습  문제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 아침식사 결식률은 아동청소년 연령층에서 다

른 연령층에 비하여 특히 높다. 20～29세의 아침결식률 45.1% 보다는 낮지만 

7～12세의 아침결식율은 12.7%, 3～19세에서는 29.2%로 20 와 더불어 10  아

동․청소년의 아침결식률이 높다. 국의 ‧ ‧고 학생(5-12학년)의 식생활 실

태  인식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1/4이상의 학생이 아침식사를 제 로 하지 않

았으며 상 학교로 갈수록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이보숙, 2004).  

  

  3) 편식문제  

  서구식 식사 패턴이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층에 빠르게 보 되고 있는데 이

것은 우리 고유의 통식과 달리 고지질 고열량 식품이 많아 지질 과잉섭취와 

더불어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편식은 심한 경우 양소의 결

핍으로 인해 여러가지 질병을 유발하게 되며, 특히 학령기에 당분이 많은 과자, 

사탕류, 청량음료,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당질 편 으로 인한 단백

질과 무기질, 비타민의 결핍을 래할 수 있다. 

  1998년, 2001년,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 과일, 우유 등의 간식보다는 

과자, 음료수, 빵, 라면 등 고당, 고지방, 고나트륨을 함유한 간식 비율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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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과하 고, 등학생들의 탄산음료 등 단맛 가공식품 소비량이 1998년에 

비해 1.8배 증가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섭취량과 빈도를 연령층별로 조사한 

결과, 13～19세의 청소년이 이들 식품의 주소비층인 것으로 악되었으며, 패스

트푸드와 탄산음료 등을 통한 지방과 당분의 섭취 증가가 비만 증가의 원인이

라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정상진 등, 2004). 패스트푸드를 

선호할수록 식사가 불규칙 이고 편식이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성숙, 

2004). 한 아침식사를 거르는 횟수가 많을수록 음료 섭취빈도가 증가했고 탄

산음료 섭취빈도도 동일한 경향을 보 다(강복선 등, 2006). 

  도시지역 청소년의 양소 섭취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반 으로 지질  

콜 스테롤의 섭취는 높은 수 이었고(송윤주 등, 2006b), 도시지역에서 학교

식에서 편식아동이 많고, 채소 섭취를 기피하여 미량 양소 부족이 비편식 군

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악되었다(구언희와 서정숙, 2005; 김 희와 서정숙, 

2004).

나. 학교 식과 양교육  

   1981년 학교 식법이 제정되면서 학교 식이 꾸 히 확 되어 왔다. 특수학

교에서는 1992년부터, 등학교에서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학교와 고등학

교는 1998년부터 식이 확 되어 2007년 3월 재 식학생수는 7,436천명에 

이르러 체 학교의 99.6%, 학생의 95.6%가 학교 식을 이용하고 있다. 재 

학교 식 비용은 75.4%가 학부모 부담이며, 시도 교육청이 21.8%를 분담하여 

총 산은 3조 4,577억원에 이른다(교육인 자원부, 2007)

  국 등학교에서 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은 4.2%로 매우 낮으며 

도시형 학교의 경우 주 1회, 농어 형의 경우 월 1회나 부정기 으로 교실이나 

식당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못한 이유로는 62.5%

가 제도 인 문제, 62.0%가 업무과다로 인한 시간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유

화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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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양사의 역할이 단순한 식 리자에서 벗어나 올바른 식습  확립을 

한 ‘ 양교육자  상담자’로 두되면서 양교사의 필요성에 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2003년 7월 개정된 ․ 등 교육법에 의거 양교사가 배치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되어 2006년부터 양교사 제도가 시행되어 2007년 10월 

4,134명의 양교사가 배치를 받아 학교 식시설을 갖춘 학교의 49.3%에 양

교사가 배치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교사가 담당할 양교육 로그램이나 

양교재 개발이 미흡하여 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보 이 시 한 실정이다(교

육인 자원부, 2007). 

다. 결식아동 

  교육인 자원부의 소득층 자녀 학교 식비 지원사업은 1989년부터 정책사

업으로 등학교 결식아동 식지원으로 시작하여 1997년에 식지원 상을 

․고등학교 학생까지 확 하 다. 종 에는 실제로 결식하거나 결식우려 아

동을 선정하여 지원하 으나, 2000년 이후 교육복지 차원에서 국민기 생활수

자 원과 차상 계층 자녀 에서 학교 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까지 확

하여 지원하 다.

  지원 상 선정기 은 자치단체의 석식 지원 상자, 소년․소녀가장, 기 수

권자, 복지시설 수용학생 등 자치단체 증빙에 의한 지원 상자와 모부자복지

법 보호 상, 차상 계층, 결손, 근로능력부족, 실직, 기타 등 담임교사 추천에 

의해 지원 상자가 선정되었다.

  자치단체(읍면동)로부터 기 생활수 자 자녀 명단을 통보받아 선정하고 입

증자료 확보가 곤란한 학생은 학교단  ‘학생복지 원회’ 심사를 거쳐서 학교

장이 선정한다.

  2004년부터는 식지원 리체계도 개선되어 학기  평일의 학교 내 식은 

교육부-교육청-학교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방학  토․공휴일 등 학교 밖

의 식지원은 복지부-자치단체-읍면동의 사회복지 담공무원을 통해서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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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기 생활

수 자

기 생활수 자 외

소계

소득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보호자

질병․장애

부모

가출

부모

알콜 독
기타

257,276

(100%)

155,170

(60%)

102,106

(40%)

37,765

(37%)

38,929

(38%)

6,736

(7%)

5,225

(5%)

707

(1%)

12,744

(12%)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보건

복지부

교육

인

자원부

보건

복지부

교육

인

자원부

보건

복지부

교육

인

자원부

보건

복지부

교육

인

자원부

미취학  790 -  1,443 -  1,954 -  4,504 -

등학생 7,275 163,610 22,840 157,876 71,780 193,13 126,948 212,247

학생 3,788  65,606 13,049 120,029 41,701 142,610  51,841 156,674

고등학생 1,939  76,352 10,055 129,967 32,532 132,565  51,841 158,587

계 13,792 305,568 47,505 407,872 148,303 468,288 257,276 526,508

고 있다.

  교육인 자원부의 소득층자녀에 한 식지원 황을 살펴보면, 지원 상 

학생수는 2000년 체 학생의 2.1%인 164,000명에서 매년 꾸 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체 학생의 7.5%인 578,827명까지 확 되어 2000년에 비해 3.5배 

정도 상자 수가 증가하 다. 

〈표 3-9〉보건복지부와 교육인 자원부의 식지원 상자 황 비교

(단 : 명)

 자료: 국가인권 원회복지부, 빈곤층 아동 식지원제도 실태조사, 2007. 

〈표 3-10〉2006년 식지원 사유

(단 : 명)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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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단체 식소
일반

음식 도시락 주부식
식재료 식품권 기타

소  계 사회
복지

지역
아동
센터

기 타

 국
257,276 41,695 3,875 34,558 3,262 64,913 25,362 52,812 69,601 2,893

2% 13% 1% 25% 10% 21% 27% 1%

  재 보건복지부의 아동 식지원방식은 단체 식소, 일반음식 , 도시락, 주

부식, 식품권 등 5가지 유형의 식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자체 특성에 따

라 이러한 5가지 식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표 3-11〉지역별 아동 식지원 방식 분포

(단 : 명, %)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 사업 운 리의 황과 문제  

가. 일반 학령기 아동  청소년에 한 양 리 

  최근 어린이 식습 이 서구화되는 속도가 빨라 더 늦기 에 체계 인 양

리 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 이라는 데 인식을 하고 식품의약품 안 청, 교

육인 자원부에서 일련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 청은 ‘어린이 먹거리안  종합 책(2007. 2)’을 수립하고, 어린

이 식생활안 리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여 어린이 먹거리 책 제도화와 

어린이 먹거리 안 정책의 지속  실행을 한 범정부  기반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인 자원부도 최근 ‘학생건강증진 종합 책(2007～2011)’, ‘학교

식 개선 종합 책(2007～2011)’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건강증진 종합 책’의 일

환으로 ‘학교 식 양표시제’와 ‘비만학생 방 로그램 운 ’를 추진하고 있

다. 더불어 2007년 12월부터 학교내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매 지를 한 

시책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이 시책은 청소년 원회와 학교교총 등이 공동으

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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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 식 리 

  우리나라의 ․ ․고 학교 식은 앙정부에서는 교육인 자원부의 학교체

육보건 식과가, 지방정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체육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 식은 1954년 외국원조 식기를 시작으

로 1977년 학교 식 규칙 제정, 1982년 학교 식법 제정으로 정착하기 시작하

여 1993년 등학교, 1996년 ․고등학교 식 확 사업이 시작되어 2006년 

12월 말 기  국 ․ ․고․특수학교 11,030교  99.6%인 10,986교에서 

학교 식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운 형태별로는 직 식이 9,496교로 

86.4%. 탁 식이 1,490교로 13.6%이며 1일 744만명( 체학생의 95.6%)이 식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산은 연간 3조 4,577억원에 이른다.  

  2006년 6월 수도권 지역 탁 식을 심으로 46개교에서 3,613명의 형식

독 사고가 발생이 계기가 되어 2006년 7월 학교 식법을 면 개정하고, 

양교사 배치를 통한 식생활지도와 양상담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1월 학교 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학교 식 양 리 기 ’ 마련을 

통하여 양 리에 한 평가  지도체계를 구축하 고, 향후 5년(2007

년~2011년)간 추진할 「학교 식 종합 책」을 2007년 1월 발표하여 학교 식 

리를 강화하고, 학교 식 양 리 강화, 양상담실 운 , 비만학생 식생활

개선 로그램 운 , 학교 식 생 리 강화, 학교 식 리체계 강화 련 부

처의 기능을 강화하고 연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교육인 자원부, 2007).  

  재는 학교 식의 생 리를 교육인 자원부가 맡고 있어 식약청과의 유

가 은 것이 문제로 지 되고 있다. <표 3-12>의 학교 식종합 책(안)에서 학

교 식 개선을 하여 교육인 자원부가 심이 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 청, 질병 리본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

어, 부처간의 실질 인 조가 요해지고 있으나 실질 인 조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가 독자 으로 복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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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부조직 사업 
역  할 

(학교 식 종합 책 2007-2011 
련 조직의 기능) 

교육인
자원부   

학교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학교체육보건

식과 

-학교 식에 한 
기본계획 
수립・지원

- 소득층자녀 
식비 지원

- 학교 식 종합 책 총  
- 학교 식 운  내실화
- 학교 식 개선 추진체계 보강 

시・도
교육청

교육국 등 
평생교육체육과 
등 

-학교 식에 한 계획의 수립  지도
-학교 식 연구실험 시법학교 운 지도
- 양  식생활 개선에 한 지도와 
학교 식요원연수

-학생 식지원사업
- 식학교 생지도

지역 교육청 학무국 등 
평생교육체육과 
등 

-지역내 학교보건( 식)업무지원
- ・ 학교 식 일반 업무
- ・ 학교 식 생・안  검한 업무
-학교 식 산에 한 업무
-학교보건 생  양업무지원

국무조정실 식품안 기획단 - 학교 식 종합 책 총  조정 

보건복지부 
식품정책 , 
아동복지  

식비 지원 확 , 
식재료 문공 업종 신설, 식품지원기믐 

식시설 개선지원 확  

식품의약품
안 청

식품안 정책 , 
식품 리 , 

양평가  

학교 식 생  안 검 강화
식 독 련 통계 리 강화
식품 련 법령 반업체 정보공유 체제 
구축 

질병 리
본부

염병 리 , 
역학조사  

식 독 응체계  식사고 환자발생시 
신속보고 체계 확립 

농림부 

유통정책과, 
식품안 과, 
식량정책과, 
축산경 과

지원거  식지원센터 설치운  지원
, 우유 식지원 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품질 생  

수산물 이력추 리제도 시행 확  

〈표 3-12〉학교 식 개선 종합 책(2007～2011)의 련 정부 조직(안) 

자료: 교육인 자원부, 학교 식개선종합 책 2007～2011 (www.moe.go.kr),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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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식아동 지원 

  동일한 소득층 상아동에 하여 교육인 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여성부, 

국가청소년 원회 등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부처와 지원기  간

의 상호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아 공 자 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

다. 아동복지법, 유아보육법, 청소년보호법, 교육기본법 등에서 서비스 상자

가 복되어 있고, 련부처간 유사기능을 수행하며, 식지원 선정기 도 교육

청과 보건복지부가 달라 혼선을 래하게 되어 있다.3) 행 식지원의 60% 

정도가 개별  지원서비스인 일반식당과 식품권, 도시락배달로 이루어지고 있

어 아동의 양  필요량이나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3)  식지원 상아동의 연령별 지원내용은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에 따라 다르다.  

    (1) 미취학아동: 조･ ･석식  미취학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식방법으로 지원

    (2) 취학아동: 조･ ･석식  아동별 특성과 시기에 따라 식유형 선택 지원

      ∙ 조･석식 연  지원: 지방자치단체

      ∙ 학기  식 지원: 교육청(학교)

      ∙ 학기  토･일･공휴일 식지원: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 방학  식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취학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식

방법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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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소득층 아동 식 지원 련 조직 

 구분  운  주체 조  직

 정부

 앙정부

교육인 자원부
 학교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학교체육보건 식과  
   유아교육지원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  아동복지  

국가청소년 원회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산하  
 시‧도 
  보건복지정책과/사회과  
 시‧군‧구 
   노인복지과/아동복지과 등)

시․도 교육청  학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노인,아동복지과 등
아동 식 원회

 읍․면․동 사무소

 희망스타트 (시범지역)

 정부와 민간 연계조직: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사회복지공동모 회  

 민간

 법인(비 리) 한국복지재단,월드비  등  종합사회복지 ,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WeStart 련단체
 종교단체 방과후교실
 자활후견기
 푸드뱅크

 비법인
 단체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랑의친구들 등

 개인                             결연 이웃주민 등

〈표 3-14〉정부의 식지원사업 비교, 2007년

구   분 교육인 자원부 보건복지부

지원 내역 ∙학생 식
∙학생 : 조‧석식
∙미취학아동 : 조‧ ‧석식

지원 상
∙방학/휴일 식지원 : 39,420명
∙학기  식비지원 : 578,827명

∙미취학 아동 : 1,080명
∙결식우려 학생 : 14,090명

주 
지원방법

∙학기  학교 식 무료제공
∙단체 식(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 ), 일반음

식 , 도시락, 식품권 등으로 달 
   (방학 , 학기  토․공휴일)

연 
소요 산

∙2,060억원
  (교육특별회계 2,008억, 기타 52억) ∙118억원(국고 50억, 지방비 68억)

선정 기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 식비 납부  

능력이 없는 학생
∙빈곤 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거

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학생)

달 체계 ∙ 각  학교장을 통해 지원 ∙읍․면․동의 사회복지 문요원 활용 지원

자료: 국가인권 원회, 빈곤층 아동 식지원제도 실태조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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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 이용률) 장 단 

단
체

식

단체 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 , 

학교 식시설 
등

(26.9%)

∙1식 3,000원
∙아동과 종사자의 만족도 높음
∙학습․정서 로그램과 병행
∙식사 직 제공, 달 용이
∙따뜻한 밥, 신선도 생 리
 (음식부패와 식 독 방 가능)

∙조리인력 확보의 어려움
  (자원 사인력 의존)
∙ 식소 개소수의 지역별 편차
∙ 식시간 수/이동서비스 

일반음식
(50.2%)

∙식권의 일 (월 1회) 배
∙지리  근성
∙아동의 음식선호별 선택

∙ 식단가에 맞는 메뉴 한정(주로 식, 
분식)

∙낮은 단가로 업소선정의 어려움
∙한번에 2~3장 식권 사용  식권 사용

의 오남용 

개
별

식

도시락
(9.3%)

∙가정으로 직 배달의 편리성
∙배달 자원 사자의 정기  가

정방문에 의한 안부 확인

∙여름철 식 독 우려
∙겨울철 식은 음식 취식
∙배달과 아동귀가 간 시간차이
∙낮은 식단가(배달용기비용 부가)와 의 메

뉴의 양  고려가 부족으로 양부족 우려
∙ 배달 자원 사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낙인감․수치심 우려  

주․부식
(9.5%)

∙ 동사무소에서 ․반찬 일
구입 후 일  배

∙ 아동과 보호자의 선호 반
∙ 장기간 보 , 맞춤형 조리 가능

∙ 가족  어린 아동이 조리할 수 없는 
경우, 결식 우려

∙ 배송․취식이 쉬운 품목 심 선정, 아
동의 선호 미반   

식품권
(4.0%)

∙ 아동과 보호자의 선호
∙ 자유로운 선택
∙ 조리능력이 없어도 반조리․

완조리식품의 구매  취사가능 

∙ 생계 여의 부가 여로 락
∙ 다른 생필품의 구매 가능성
   (보호자의 타 용도 용 우려)
∙ 식의 효과성 하
   (취사․조리할 수 없는 가족․아동의 경

우 효과성 제로)  

〈표 3-15〉아동 식 지원방법별 장단 , 서울시 사례 

 자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 , 아동 식지원 종합개선 책(안), 2007 내부자료 

  아동 식지원 달체계는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된다. 정부차원의 식지원 

달체계는 운 주체와 식시기를 기 으로 크게 이원화되어 있다. 즉 교육인

자원부의 특수보건교육과가 학기  학교 식지원을 담당하며,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가 방학 과 토․공휴일 지방자치단체 식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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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 산하 시․도 보건복지국 산하 각 기 지방자치

단체가 실제 집행과 달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식지원 달체계는 

운 주체에 따라 법인과 비법인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다시 아동복지시설유형

에 따라 기 (종합사회복지 , 지역아동센터), 시설(어린이집 등), 기타 단체(푸

드뱅크, 자원 사단체 등)로 구분된다. 

  특히 방학  달되는 지방자치단체 식은 지역단  사회복지 , 지역아동

센터 등이 심이 되어 운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달

체계 내에서도 노인을 한 식과 아동을 한 식은 부분의 지역에서 상

호 력이나 연계 없이 각각 독자 인 체계로 운 되고 있어 체계 인 달시스

템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결식아동에 한 식지원 재정은 교육인 자원부의 학기 (연 180일) 학교

식은 국고 50%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50%로 분담되어 비교  안정 인 

재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방학․토․공휴일(연 185일) 식은 2005년부터 보건

복지부로 이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의 수 에 따라 지역 간 격차를 래하는 등 매우 불안정 인 재정체계를 가지

고 있다. 한 민간 아동 식 련조직의 경우 정부로부터 비정기 이며 불안정

한 재정지원으로 인하여 계획 이며 문 인 아동 식지원사업을 집행하기 어

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담당인력의 인건비와 식시설비 등이 실 으

로 책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속 인 리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아동 식지원체계의 문제 으로 1) 지원 상 선정기 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임의  해석과 자의  단으로 일 성이 결여되고 행정  비효

율성과 혼란의 래되는 , 2) 지원내용과 방법에서 아동의 욕구와 양학  

요구가 고려되지 못하여 결식, 과식, 불균형한 양섭취 등의 문제, 3) 달체

계 상 다원화된 련 부처와 계법령4) 간 아동 식지원 련 유사기능의 

복과 상호 네트워킹 부재, 3) 아동 식 심축 부족과 이원화에 따른 달체계

4) 학교 식법, 아동복지법, 유아보육법, 청소년보호법, 교육기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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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난립과 비효율성 문제, 4) 아동복지업무와 청소년복지업무의 이원호와 복 

달 문제, 5) 복지행정의 행자부 산하 지방정부 편입으로 인한 업무의 문성

과 지역별로 상호 력이나 일 성 없이 독자 인 체계로 운 되는 , 5)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와 다른 지역별 격차와 식지원제도의 안정, 안정  재원

확보의 미흡 등을 표 인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국가인권 원회, 2007).    

제4  학생과 성인기 

  1. 주요 양문제 

가. 학생의 양섭취와 식습  문제 

  학생을 상으로 한 여러지역 조사(Choi 1999; Kim 등 2002; Yu 등 2003; 

Kim 2005)에서 공통 으로 지 되는 문제 이 불규칙 인 식사, 결식, 과식, 편

식, 야식, 편의식품의 과잉섭취 등의 식습 , 과도한 흡연과 음주문제, 제한된 

용돈과 양지식의 부족 때문에 양이나 생보다는 값싸고 편리하며 기호 

주의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비만 는 체 부족, 빈 , 장  계통의 질병  

양불균형 등을 야기하는 비율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이미숙과 곽충실, 

2006). 잦은 패스트푸드와 편의식의 이용, 불규칙한 식사, 과식, 편식, 아침결식, 

유제품과 과일류의 섭취부족, 양지식의 부족 면에서 문제 이 나타났으며, 이

로 인하여 칼슘, 철, 아연, 엽산의 섭취가 권장량의 75%미만으로 조한 것을 

나타났다(오세인과 이미숙, 2006; 황정 과 이홍미, 2007; 양경미, 2005; 김경원 

등, 2004a; 김경희, 2003; 고명수, 2007; 김미  등, 2006). 특히 학생들은 이러

한 양불량 문제와 더불어 과도한 흡연과 음주문제로 인한 문제를 동시에 가

지고 있어 건강상의 문제가 가 될 수 있는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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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  여성의 다이어트 행태와 빈  문제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2005) 체 인구의 비율이 여 히 유지되고 있어 성

장기에 있는 10～14세 청소년의 체 인구는 7.1%에 이르며, 특히 20  여성

의 체  인구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 (20～24세  25～29세 여성에서 체

 비율은 각각 12.1%, 18.0%)에 있으며, 이들의 빈  유병율도 높아 비만문제

와 더불어 체  인구의 양문제를 인식하고 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20  가임기 여성의 높은 체 율과 빈  유병율은 은 여성들의 부

한 체  인식으로 인한 다이어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양으로 

인한 감염 증가, 노년기의 골다공증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며, 가임능력의 하

와 체  출생아 발 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20  여성의 주요 건강문제

로 두되고 있다. 

  최근 국민의 반 인 양상태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춘기 이후 

은 여성에게서 불균형한 식사, 식사 신 불규칙한 기호식품 는 열량식품 

주의 간식이용, 외모에 한 지나친 심으로 인한 극심한 체 조 , 칼슘이나 

철분과 같은 무기질 부족  철결핍성 빈  등 양불균형으로 인한 건강문제

가 지 되고 있다(Lee JH et al., 2001; Ahn HS, 1999, 재인용; 정선희 등, 2002)

인천지역 생활과학 여 생 조사결과, 단백질, 비타민 B1, 비타민 C, 인을 제외

한 모든 양소가 권장량보다 낮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칼슘과 

철분섭취는 모두 한국인 양권장량의 60% 수 으로 매우 낮은 섭취율을 보

다. 소구성 구를 단하는 액지표인 MCV(mean cell volume)는 식품 양

공 여 생의 MCV값이 정상범 인 80·100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 공 여 생이 유의 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B12나 엽산결핍

을 정하는 액지표인 MCH(mean cell hemoglobin)와 MCHC(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값은 식품 양 비 공여 생이 공여 생에 비해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MCV, MCH, MCHC의 값이 낮아지는 경우는 체로 

hypochromic anemia 로서 특히 MCHC의 값이 30% 미만에서는 철결핍성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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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세 40·49세 50~59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비만 유병률(BMI≥25) 37.8 19.4 41.2 29.5 41.1 43.9
고 압 유병률 14.2 3.1 27.1 11.5 42.9 38.2
당뇨 유병률 1.2 1.1 9.0 4.9 16.6 8.1
고콜 스테롤 유병률 6.0 1.8 8.5 5.8 8.5 14.6

경우가 가장 빈번하고 이때는 철분보충이 시 한 상태라고 볼때, 식품 양 공 

여 생의 MCHC값이 27.7g/dl로서 30%보다 낮아 철결핍성 빈  발생을 비하

고 철분보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정선희와 장경자, 2002).

  남녀 모두 자신들의 체형에 해 왜곡된 인식을 가짐으로써 불필요한 다이어

트를 시행하거나, 과체 을 간과하여 비만으로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여자 학

생의 부 한 체형인식은 이들의 건강과 양상태는 물론 가임기 여성으로 향

후 모자보건에 향을 미칠수 있는 요한 문제이다. 재 자신의 체형인식

(Body Image)과 이상형 체형인식을 비교한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자신을 유의

으로 더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 으로 훨씬 마

른 체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의 경우 체 에 속하면서도 정상 혹

은 과체 으로 자신의 체형을 인식하는 비율은 각각 27.8%와 4.3%로 나타났다. 

반면 과체 에 속하면서 자신을 정상 혹은 체 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남자

의 경우는 63.8%와 3.3% 고, 여자의 경우는 52%로 나타났다(김시연 등, 2007).

다. 성인의 주요 양문제 

  국민건강 양조사에서 나타난 성인의 주요 양문제는 우선 양과 련된 

만성 질환의 높은 유병률을 들고 있다(표 3-16). 

 

〈표 3-16〉성인인구의 비만, 고 압, 당뇨, 고콜 스테롤 유병률 

(단 : %)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2006



114

    양소

양섭취기  미만 섭취 성인 
비율 

양섭취기  상한치 이상 섭취 성인 
비율

20~29세 30~49세 50~64세 20~29세 30~49세 50~64세

에 지 37.7 26.3 25.6 16.9 21.7 19.4
지방 19.3 29.8 51.3 37.7 24.4 13.0
칼슘 65.7 59.7 61.1 0.1 0.4 0.4
철 35.1 29.3 18.2 2.1 1.7 2.4
나트륨 - - - 65.4 71.1 64.2
비타민 A 34.3 31.4 36.7 1.9 2.3 2.2
리보 라빈 48.3 49.9 61.1 - - -
나이아신 48.3 22.5 29.1 8.0 7.6 3.9
비타민 C 50.0 42.0 47.7 0.0 0.0 0.0

〈표 3-17〉성인의 양섭취 황, 2005년 

(단 : %)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2006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 칼슘과 철, 비타민, 리보 라빈 섭취가 낮은 

인구 비율이 높은 반면, d에 지와 지방, 나트륨의 섭취비율은 높은 인구비율이 

많았다 (보건복지부, 2006). 우리나라 성인의 양소 섭취양상의 주요특성은 

반 인 섭취수 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복희 등, 

2005).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의 자료를 소득수 에 따라 분석한 연구에서 소득수

이 증가됨에 따라 모든 양소의 섭취량은 유의 으로 증가되었으며, 에 지 

섭취량에 한 지방과 단백질의 기여율은 증가되는 반면에 탄수화물의 섭취비

율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득수 이 높아짐에 따라 총 식품 섭취

량, 동물성식품섭취량  식물성식품 섭취량이 증가되었다(김복희 등, 2005).

  도농간의 양섭취를 비교하면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 읍․면 지역 

상자의 육류, 유류  난류의 평균섭취량은 도시지역 상자 섭취량의 

70~80%에 불과하 다. 반면 곡류와 채소 섭취량은 읍․면 지역이 도시나 

소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과 탄수화물을 제외한 다른 양소의 

섭취량은 읍․면 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에서 도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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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단백질이나 지방 원 에 지의 비율은 도시지역에서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양섭취기 에 한 섭취비율은 읍․면 지역에서 도시지역에서의 평균 섭취비

율에 비해 부분 낮았다. 

  2. 사업  서비스 황과 문제  

  2005년 ‘신 건강증진 종합계획(Helath Plan 2010)’의 양부문 목표와 세부사

업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국가 반의 양사업에 반 되지 못

하고 있으며, 보건소 등 지역의 보건사업과 건강증진 양사업에서도 일 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표 3-18〉새 국민건강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의 양부문 목표 

목   표 목   표 세부 사업 

미량 양소 

정섭취 

 1. 칼슘을 정수 으로 섭취하는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

 2. 철을 정수 으로 섭취하는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

 3. 비타민 A를 정수 으로 섭취하는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

 4. 리보 라빈을 정수 으로 섭취하는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  1. 취약계층 

양지원 

로그램 확   

 2. 바른 식생활을 

한 자료개발 

보  

 3. 가공식품의 

양표시제도 

정착

 4. 국가 양정보 

생산/제공 

시스템 구축 

 5. 노인을 한 

양 도 높은 

조리법 개발  

보  

만성질환 

방  

리

 5. 지방 AMDR에 해당되는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

 6. 나트륨을 1일 2,000㎎ 이하로 섭취하는 인구비율(만 6세 이상)을 

증가시킨다.      

 7. 과일과 채소를 1일 500g 이상 섭취하는 인구비율(만 6세 이상)을 

증가시킨다.

체 리 
 8. 정체 (18.5<=BMI<25) 성인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

 9. 체  성인 인구비율을 감소시킨다. 

생애주기별 

양 리

 10. 완  모유수유 아(생후 6개월)의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

 11. 잘못된 식습 에 의한 아침결식률을 감소시킨다. 

     고등학교 학생  최근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 섭취 2일 미만인 

사람의 비율  

 12. 양소 섭취 부족인 노인(65세 이상) 인구비율을 감소시킨다. 

 13. 철 결핍성 빈  가임기 여성(10-49세) 인구비율을 감소시킨다. 

식품안정성 

 

양서비스

 14. 식품 안정성이 확보된 가구비율을 증가시킨다.

 15. 식생활 지원 로그램(식품공 , WIC, 식)의 수혜 비율을 높인다.

 16. 양 리(교육  상담 수혜)를 받는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

 17. 식품선택에 양표시를 활용하는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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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집단은 특유의 식생활과 양불량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과

도한 흡연과 음주문제로 인한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학생집단은 건강상

의 문제가 가 될 수 있는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학생 특유한 환

경과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건강을 리할 수 있는 조직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학 자체에서도 학생들의 한 건강 리나 건강증진 로그램은 운

되지 않고 있다.   

  재 보건복지부에서의 우리나라의 성인기의 양과 련된 사업은 각 계층

의 양과 식문제는 각계층 소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어 이를 총 하는 부

서가 없다. 

  정부 소속기   질병 리본부는 만성병조사 , 사 양질환 , 유 체역학

 등의 양 련 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는 양정책을 직  수행하기 보다

는 양과 련된 조사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19〉성인기의 양 련 조직 

련 정부조직 사업 비 고

보건
복지부

보건정책
 건강생활 ,  
 건강투자 기획   

건강증진사업의 양사업으로 
실시

보건소 건강증진 양사업에 
성인비만 리, 

보건정책
 질병정책
 암정책  

 만성질환 리 사업의 
질병 방사업에서 일부 포함 

고 압, 당뇨 등 
만성질환 리사업
심․뇌 질환 종합 책(2006)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40세 성인   66세 노인 (40～
66세)을 상으로 건강검진을 

환하여 1, 2차 검진을 통합하고, 
생활습 ( 양,비만, 흡연, 음주, 
운동)에 한 의사상담 처방 추가 

등 건강 험평가 근으로 심

계질환 험요인 진단, 리  

․2007년 4월부터 시행

․2007년 12월 제정된  

건강검진기본법에 근거  

질병
리

본부

만성병조사   
사 양질환  

유 체역학

국민건강 양조사 
연구사업  

노동부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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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 까지의 건강검진제도를 개편하여 ‘생애

환기 건강진단’ 실시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29호)을 마련하고, 2007년 11

월부터 ‘생애 환기 건강진단’을 새로 도입하 다. 만 40세(암, 심․뇌 질환 

등 만성질환 발병률이 상승하는 시기)와 만 66세(신체기능 하되고 낙상, 치

매 등 노인성 질환의 험 증가시기)에 국민건강보험 검진 상자에게 기존 1․

2차로 분리․실시되었던 검진항목을 통합하고 생애주기별 성별․연령별 방

리를 고려하여 의사상담의 제공하여 5가지(흡연, 음주, 운동, 양, 비만) 건강

험요인에 한 생활습  평가  처방, 상담 제공을 제공하여 생활습 병 

리를 목표로 한 략을 세우고 있다. 



제4장 선진국의 국가 양 리 정책 황  시사  

제1  미국 

  1. 미국 양정책의 특징과 구성 

  미국의 국민 양서비스는 연방정부가 자체 으로 는 민간기 에 한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정보와 가이드라인, 메시지를 달하여 국민들이 올

바른 건강을 실천하도록 하고, 국 인 조사통계의 확보와 감시체계를 통하여 

문제를 악하고 련 법령의 규제를 통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표 4-1). 

〈표 4-1〉미국의 양정책의 요소

양정책 

요소
양 사업의 

양감시

∙ NHANES, NHIS, BRFSS, YRBSS 등 각종 건강  양조사, 식품소비조사 

∙ 결과에 기 한 국민들의 양 상태 분석

∙ 추이의 추

양 재

∙  School Lunch Program, Food Stamp Program, WIC Program
∙ Elderly Nutrition Program 등의 각종 식품  양보조 로그램을  통하여 

수행

양교육

∙ 양섭취기 , 식사지침 개정, Food Guide Pyramid(MyPyramid)
∙ 양표시제도, EFNEP, NET Program 등을 통하여 수행

∙ 각종 식품보조 로그램 수행 장에서, 그리고 교육기 이나 비정부기 을 통

하여 수행 양교육이 포함되도록 강조

식품안

∙ USDA, FDA를 심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수 에서 다양한 기 이 련법에 

따라 리

∙ 특히 최근에는 유 자 변형 식품에 련된 정책 수행

연 구
∙ NIH, CDC, USDA 연방정부  주정부 수 의 다양한 정부기 과 교육기 에

서 수행하고 그 결과가 정책 수립에 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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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책과 그에 따른 로그램 제공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로 농림부에서 지원하며, 일부 노인 양 로그램과 Head Start 등 보건후생부

가 지원하는 미국의 양지원 서비스는 통 으로 소득층과 소수민족을 

심으로 하고 있다. 주민 개개인이 처한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양 로그램의 

혜택을 받도록 다양한 양지원  양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표 4-2). 

  완 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각종 로그램의 운 과 

련기 의 조직이 일률 이지 않고 다양하다. 지방정부의 보건 양서비스는 

나름 로의 양 로그램도 수행하고 있으나 연방정부의 양 로그램 리를 

한 업무비 이 많다. 특히 부분의 로그램이 소득층과 소수민족을 한 

사회복지 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어 양지원 로그램이 소득 재분배의 역할

도 하고 있는 것이 미국 양지원 로그램의 특징이다. 

〈표 4-2〉미국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소득층 양지원 로그램

로그램 명 지원기 수혜 상자 서비스 내용
산

지원처
행정기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공립학교 

사립학교

학교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 

소득층 자녀

양가 있는 식사를 

가 는 무료로 

제공

USDA
주 교육부/

지방 교육청

School 

Breakfast

Program

공립학교, 

비 리 사립학교

로그램 참여 
학교의 학생들, 

소득층 자녀

양가 있는 식사를 

가

는 무료로 제공

USDA
주 교육부/

지방 교육청

Special

Milk Program

공립학교, 

사립학교,

비 리 어린이

시설기

참여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당한 가격 는 

무료로 

우유제공

USDA
주  교육부/

지방교육청

Summer Food

Service

program

공립, 비 리 

사립학교, 공공  

사립 

주거시설기 , 

시, 정부기

18세 이하 

소득층 어린이와 

18세 이상의 
장애자

양가 있는 식사 

(아침/ 심)

는 간식

USDA

주 교육부/

지방후원기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비 리 어린이 

보호센터,

Family day Care

Home

12세 어린이와 

12세 이하 어린이, 
육체 , 정신  

장애자

가 는 무료로 

최  2끼까지 

식사제공과 1번의 

간식제공

USDA
주 교육부/

지방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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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명 지원기 수혜 상자 서비스 내용
산

지원처
행정기

Head start

Program

Head start 

사무소

소득 가정의 

가족과 3-5세 

어린이, 

장애가 있는 

어린이 

교육, 의료, 치과, 

양, 사회서비스, 

양가 있는 

식사와 간식제공

DHHS

보건복지부

지방사무소

,

Elderly Nutrition

Program

노인회  등 

지역노인 련 

기  

사회 , 경제  

도움이 필요한 

60세 이상 소득, 

소수민족, 오벽지 

노인, 60세 이하의 

장애자 

양가 있는 

식사지원(회합 식, 

가정배달 식),

지역사회 복지  

사회서비스, 

사회교육  

재활서비스 지원

DHHS

AoA

주 

노인 련 

기 , 

  지역 노인 

련 기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IC

WIC 사무소, 

건강센터,

사회서비스센

터

양  험에 

처해 있는 

소득층 임신, 

수유, 여성  

6세까지의 어린이

매달 식품 는 

쿠폰으로

우유, 치즈, 계란, 

과일쥬스, 씨리얼, 

땅콩버터, 

조제분유, 

유아용씨리얼제공/ 

양교육

USDA

  

보건복지

부

지역

복지사무소

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

비 리 공립, 

사립시설(지역

건강센터 는 

사회 

서비스센터)

소득층 임신, 

수유 여성과 

6세까지의 어린이, 

노인

매달, 가공식품으로 

과일, 채소, 고기, 

조제분유, 콩류 

등제공

USDA
주 

보건기

Food Stamps

Program

지방공공시설, 

사회시설단체

미국시민, 소득

층, 보호시설에 수

용된 사람 상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 제공
USDA

주 복지, 

사회서비스 

기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공립, 비 리 

사설 기  

(지역단체 

사단체, 

지역보건청, 

교육청)

소득층 상

년 4번정도로 치즈, 

버터, , 분유, 

가루 제공/ 

비상식량과 유제품, 

가루, 을 

한달에 한번 정도 

제공 

USDA 주/지방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Commonwealth

of Poerto Rico

미국시민, 

소득층,

보호시설에 수용된 

사람 

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

USDA

Poerto Rico

common-

wealth 정부

〈표 4-2〉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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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명 지원기 수혜 상자 서비스 내용
산

지원처
행정기

Food 

Distribution

Program for

Indian

지방사무소  Indian
매달 생활용품을 

제공
USDA

Indian

종족 원회

Expanded Food

and Nutrition

Education

Program

(EFNEP)

지방 력기

특별 자격조건은 

없으나 푸드스탬  

등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빈곤율이 

높은 지역 우선 

소득 가구와 

19세 이하 청소년, 

아동

양교육과 집에서 

만들 수 있고, 

성장에 련된 

식품과

양 교육

USDA

주 land 

grant 학,

cooperative 

extention

〈표 4-2〉계속

자료: 1) Mildred Kaufman, Nutrition in Public Health, An Aspen Publication, 1990.

     2) USDA FNS 홈페이지: http://www.fns.usda.gov/fns

  2. 양 담당 정부조직

미국의 식품 양에 한 정부조직의 큰 축은 연방정부에서는 보건후생부

(DHHS)와 농림부(USDA)의 두 부처가 심이 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가 상호 조하여 다양한 양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DHHS와 USDA는 상호 

조체계를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하고 있어 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DHHS는 

보건 부문과 더불어 양정책의 집행기 으로서의 역할과 기 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책임을 맡고, USDA는 특히 양지원 정책, 양교육  기 인 양 연

구와 지원을 담당하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식사와 신체활동을 포함하는 생활습  개선을 바탕으로 한 건강증진

은 보건후생부가 심이 되며, 일반 에 한 식생활지침은 두 부처가 공동

으로 공포하고 있다. 한 식품안 에 해서는 보건후생부(FDA, CFSAN, 

CDC)와 농림부(FSIS) 뿐 아니라, 환경청(US Envri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도 공동으로 ｢foodsafety.gov｣를 운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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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후생부(DHHS)6)

DHHS의 11개의 조직  양 업무와 련된 기 은 질병 방  통제센터

(CDC), 식품의약품안 청(FDA), 국립보건원(NIH), 노인행정청(AoA)이다. 

DHHS 산하의 CDC는 질병, 상해, 장애를 방하고 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여러 센터들의 집합으

로 그  ‘만성질환 방  건강증진센터(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NCCDPHP)’와 국가 보건통계를 생산하는 ‘보

건통계선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NCHS)’ 등이 양사업  국가

양감시체계와 련이 높은 기 이다. 

DHHS 산하의 FDA에는 식품 양과 련된 업무는 ‘식품안   응용 양센

터(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CFSAN)’에서 식품에 한 표시

(labeling)와 양보충제  모든 식품에 한 안 성(단, 육류와 가 류는 

USDA의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에서 할)을 규제한다. 

DHHS 산하의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에는 노화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n Aging: NIA), 국립암센터(National Cancer Institute: NCI) 등 

여른 센터들과 력하여 양연구 이슈에 해 자문하고 양 연구와 연구훈련 

계획을 조정하는 기구로 ‘Division of Nutrition Research Coordination (DNRC)’를 

두고 있다. DNRC는 Interagency Committee on Human Nutrition Research, 

Nutrition Policy Board 등의 양 연구․ 정책 이슈에 한 다양한 원회

(committees)에 NIH를 표하여 DHHS에 연락사무소를 역할을 한다. DNRC에는 

‘NIH Nutrition Coordinating Committee (NCC)’가 있으며 NIH-wide 포럼으로서 

5) http://www.foodsafety.gov

6) 미국 DHHS 홈페이지: http://www.hhs.gov/about/index.html

   미국 CDC 홈페이지:  http://www.cdc.gov/about/organization/cio.htm

   미국 CDC, 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Division of 

Nutrition   www.cdc.gov/nccdphp/dnpa/obesity/state_programs/index.htm

   미국 FDA 홈페이지: http://www.fda.gov/default.htm

   미국 NIH 홈페이지: http://www.nih.gov/icd/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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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연구와 훈련 지원 조정, 검토을 맡는다. NCC는 한 NIH의 양연구 정책 

개발에서 핵심역할을 한다. DNRC에서는 ‘Human Nutrition Research Information 

Management (HNRIM) 시스템’을 유지 리하는데, HNRIM은 양연구와 훈련활

동의 검색 데이터베이스로 연방정부에서 지원된다.

〔그림 4-1〕미국 보건후생부(DHHS)의 양 련 조직

주: 미국 보건후생부(DHHS)의 산하 조직을 양 련 업무 심으로 재구성함.

나. 농림부(USDA)7)

농림부(USDA)의 7개국 에서 ‘식품 양소비자국(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은 기아를 없애고 미국인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미국의 풍부

한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무를 장하며 산하에 ‘식품 양서비스(Food and 

7) 미 농부성 홈페이지: www.fns.usda.gov

   CNPP 홈페이지: http://www.cnpp.usda.gov/AboutUs.htm

   FNS 홈페이지: http://www.fns.usda.gov/f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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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tion Service: FNS)’와 ‘ 양정책증진센터(Center for Nutrition Policy and 

Promotion (CNPP)’가 있다.

FNS는 어린이와 소득층에게 식품 근성을 높이고, 양교육을 실시한다. 

유아, 임신부, 수유부, 학교, 노인들을 해서 <표 4-2>의 로그램을 포함해

서 17개 연방정부 식품지원 로그램을 리한다.

1994년에 설립된 양정책증진센터(CNPP)의 역할은 소비자의 양 요구에 

과학  연구를 목시킨 식사지침(Dietary Guidance)를 개발하고 홍보, 양정책 

분야 에서, USDA 내의 양교육정책을 조정 지원, 양연구결과를 소비자, 

정책입안자, 보건, 교육, 산업, 미디어 문가를 한 자료와 정보로 환 보

하는 역할을 한다. ‘MyPyramid’, ‘MyPramid for Kids’,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Healthy Eating Index’, ‘Nutrient Content of the US Food Supply’, 

‘USDA Food Plans: Cost of Food, Expenditures on Children by Families’ 등과 같

은 로그램이 이 센터에서 개발되었다. 

〔그림 4-2〕미국 농림부(USDA)의 양 련 조직

 

주: 미국 농림부(USDA)의 산하 조직을 양 련 업무 심으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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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의 ‘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REE)’ 국에서는 안 하고,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식품시스템과 연구, 교육의 통합을 통한 건강한 청소년, 

가족, 지역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ARS)’와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NAL)’ 이 있다. NAL은 온라인상에

서 정보제공을 하며, 이 에서 식품 양정보센터(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Center: FNIC)가 1977년의 제정된 ‘Food and Agriculture Act’에 근거하여 설치되

어, 농무성 뿐 아니라, 보건후생부, 학, 민간단체 등에 체계 인 식품 양정보

를 제공한다. 농림부의 식품 양 련 조직을 간략히 나타내면〔그림 4-2〕과 

같다.

  3. 양 련 부처와 기 의 연계․ 력 기

  미국에서 양정책의 개발과 집행에는 다수의 여러 기 이 연방, 주 정부, 지

역사회 수 에서 참여하므로 항상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식품 양 

반에 걸친 일원화된 자문조직은 없으나 사업별로 구성된 자문조직이 일정 기

간동안 운 되고 부처를 망라하는 다양한 양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 국가 양모니터링 원회

  ‘국가 양모니터링 원회(National Nutrition Monitoring Advisory Council)’는 

‘The National Nutrition Monitoring and Related Research Act of 1990’에 근거하여 

1991년에 설립되었으며, DHHS와 USDA에 해서 국가 양 모니터링과 련 

연구 로그램의 조정과 10개년 종합 계획의 개발과 실행에 한 과학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기구이다. 국가 양모니터링 원회의 임기는 10년이다.  

나. 식생활지침 자문 원회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기 해 DHHS와 USDA가 공동으로 임명한 ‘식생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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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자문 원회(Dietar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 DGAC)’가 있다. 제6개정

은 2003년에 임명된 DGAC가 2005년 미국인을 한 식사지침을 발표하 다.  

다. 국가 모자 양 자문 원회

  ‘국가 모자 양 자문 원회(National Advisory Council on Maternal, Infant and 

Fetal Nutrition)’는 임산부․ 유아 보충 양지원사업(WIC)과 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CSFP)의 운 에 한 연구를 하며, 통령과 의회)

에 2년에 1회 권장안을 제출한다. 이 자문조직의 법 근거는 Child Nutrition Act 

of 1966이며, WIC director, CSFP director, 알코올 남용 방  교육 문가, 모

유수유 홍보 문가, DHHS의 2명, USDA의 2명 등으로 원회가 구성된다. 

라. 기타 양 련 자문․조정 기구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Aging’은 DHHS에서 주 하는 자문조직으로 국

립보건원(NIH)의 노화연구소(NIA) 가 참여한다. 노인행정청(Administration on 

Aging: AoA)의 산하 조직으로 ‘Eldercare Locator’는 지역사회 노인과 그 보호자

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이 가능한 

오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안 하고 독립 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으로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Units on Aging'과 트 십

을 이루어 운 된다.

마. 종합 보건정보 네트워크(www.health.gov) 공동 운 8) 

  ‘www.health.gov’는 다수의 부처와 기 이 참여하는 health initiatives와 DHHS, 

기타 연방정부의 건강 련 활동에 한 웹사이트 포탈이다. 해당되는 Special 

8) http://www.health.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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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ives에는 Healthier US. gov, Healthy People 2010,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2005,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등에서 양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Healthier US initiative는 보건후생부, 농림부, 교육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Department of Interiors, 노동부, 교통부, 보훈부, Office of 

National Drug Policy가 각 조직에서 시행하는 일반 의 건강과 련한 정책과 

로그램을 조정, 평가한다. 

  4. 미국의 양 련 법령  계획(Initiative)  

  미국의 표 인 양법령은 양감시와 연구를 한 법령, 취약계층 양지

원을 한 법령 등 식생활을 보장으로 내용이 명문화 되어 있다. 최근 비만 교

육을 한 이니셔티 가 공표되었다. 표 인 양법령은 다음을 들 수 있다. 

• Child Nutrition Promotion and School Lunch Protection Act of 2006

   기존의 Child Nutrition Act를 개정하여 기존의 농림부(USDA)의 학교 식

양기 을 개선하여 학교 내 는 근처에서의 매되는 질 낮고 지방이 높은 

음식과 음료의 매를 규제하고, 양교육을 강화하는 Child Nutrition 

Promotion and School Lunch Protection Act으로 2006년 개정하여 아동기부터 

비만과 식이로 인한 만성질환을 방하기 해서 수정된 법안 

• The National Nutrition Monitoring and Related Research Act of 1990 (Pub. L. 

101-445, Title III, 7 U.S.C. 5301 et seq.)

  미국의 식이와 양상태를 악하기 한 계획과 실행을 하여 보건후생부

와 농립부가 공동으로 양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양감시에 한 연구, 교육

을 해서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 양모니터링 원회

(National Nutrition Monitoring Advisory Council)’가 1991년 구성되었다. 

• 양표시 교육법(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of 1990) 

  이 법은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고, 다양한 과학  기반에서 국

민건강을 확보하고, 제조업자들의 부담을 조정하기 해서 1990년 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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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표시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 외에 양법령을 다음과 같은 법들이 있다. 

• Child Nutrition and WIC Reauthorization Act of 2004 

• Food Stamp Act of 1977

• National School Lunch Act 

• Emergency Food Assistance Act of 1983

• Agriculture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1973, Secs. 4 & 5

• Agriculture and Food Act of 1981, Sec. 1114

•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lation Act of 1996, Title 

IV & Secs. 741 & 742 

•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 Subtitle D - Miscellaneous of 

Title IV (Free Standing Provisions)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 Obesity Education Initiative9)     

     

  5. 국가 양문제 처를 한 주요 로그램

가. 최근의 양 련 정책

Dietar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 2005에서는 국가의 식이 련 주요 건

강 문제를 과체 과 비만, 고 압, 비정상   콜 스테롤, 당뇨, 심 계 

질환, 특정형태 암과 골다공증으로 정의하 다.10) 

1988년  Surgeon General's Report on Nutrition and Health에서 비만과 과체

9)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의 The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NHLBI)이 

1991년 1월 Obesity Education Initiative (OEI)를 시작하 다. Healthy People 2010 objectives  

과체 ,비만, 신체활동과 련된 로그램을 지원한다.

10) Dietary Guideline for American 2005



선진국의 국가 양 리 정책 황  시사 129

이 미국에서 식사와 련된 가장 유행하는 문제라고 선언한 이래로, Health 

People 2010 (2000), Surgeon General's Call To Action To Address Overweight and 

Obesity (2001), Healthier US the President's Health and Fitness initiative (2002) 등

에서 비만과 과체 의 심각성을 지 하며 이의 처를 한 정책, 실행계획, 이

니셔티 가 발표되고 있다. 

Health People 2010은 28개의  분야에서 467개의 목표를 설정하 고, 28

개 분야  련된 역은 신체활동(Focus Area 22)과 과체 과 비만(Focus 

Area 19)이다(표 4- 3). 

〈표 4-3〉미국 Healthy People 2010의 양과 과체  역의 목표

 1. 건강체  (Healthy weight) 인구의 증가

 2. 비만 인구의 감소

 3. 과체 이거나 비만한 아동  사춘기 학생 수 감소 

 4. 소득층 유아의 성장지연 감소 

 5. 하루에 과일을 어도 2 serving을 섭취하는 인구의 증가

 6. 하루에 녹황색채소가 1/3이 포함된 채소를 어도 3 serving을 섭취하는 인구의 증가

 7. 하루에 곡이 포함된 곡류제품을 어도 6 serving을 섭취하는 인구의 증가

 8. 포화지방은 총 열량의 10% 이하로 섭취

 9. 지방은 총 열량의 30% 이하로 섭취

10. 나트륨을 2400mg이하로 섭취하는 인구의 증가

11. 양권장량에 맞는 칼슘을 섭취하는 인구의 증가

12. 청소년과 은 여성의 철 결핍증 감소

13. 소득층 임산부 빈  감소

14. 임산부의 철 결핍 감소

15. 양질의 식사로 구성된 식과 간식을 섭취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인구의 증가

16. 종업원을 한 양  체  리 교육과 상담 제공하는 사업장 수 증가

17. 환자들을 한 양상담  양교육을 제공하는 1차 의료서비스 증가

18. 식품공 의 안 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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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Healthier US the President's Health and Fitness initiative’에서 Bush 

통령은 련기 들의 신체활동 진 정책을 하여 건강한 미국을 한 4가지 

핵심 역을 정의하고 이를 구하기 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 다.11)  

  • 매일 신체활동을 하라(Be Physically Active Every Day)

  • 양 으로 알맞은 식사를 하라(Eat a Nutritious Diet)

  • 방  검진을 받으라(Get Preventive Screenings)

  • 건강한 선택을 하라(Makes Healthy Choices) 

이  식사와 련하여서 1) 매일 5 serving의 과일과 채소 먹기, 2) 식품선택

시 Food Guide Pyramid(MyPyramid)와 미국인을 한 식생활지침 따르기, 3) 식

품을 명하게 선택하고 비하여 가족이 좋은 식습 을 갖도록 하기, 4) 분별

력 있게 선택하고 당한 양만큼 먹기이다.

이에 따라 양개선을 한 정부의 사업은 다음 세가지가 진행되고 있다. 

  ① National 5 A Day for Better Health Program 강화: 

     USDA, CDC, National Cancer Institute간의 더 많은 조정노력을 통해 이 

로그램을 강화한다.

  ② 학교 양교육과 양증진 강화: 

     양커리큘럼과 교육 증진으로 USDA, DHHS, 교육부가 학교 양의 증진에 

한 새로운 양해각서(MOU)에 해 력하여 학교 식의 운  뿐 아니라, 

좋은 양을 한 지침이 건강 련 일상 수업과 강의에 통합되도록 하 다.  

  ③ 어린이와 보호자에 한 양교육 ‘Eat Smart-Play Hard’ 캠페인:

     농림부를 심으로 한 Eat Smart-Play Hard Campaign은 (1) 아침식사의 

요성 (2) 건강한 간식 (3) 신체활동 (4) 먹는 양(‘what you eat’)과 활동량

(‘what you do’) 간의 균형 이라는 4개의 기본 주제로 어린이와 보호자를 

상으로 한 캠페인과 정보를 제공한다(Healthier US the President's Health 

and Fitness initiative, 2002).

11) Healthier US: the President's Health and Fitness initiative (2002)

   http://www.whitehouse.gov/infocus/fitness/fitness-policy-boo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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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양 로그램

  ‘건강체  만들기’가 ‘Healthier US initiative와 Steps to a Healthier US (Steps) 

initiative’의 주요 요소이다. Healthier US (Steps) initiative의  로그램은 연

방정부와 주, 도시, 부락 간의 5개년 약 로그램으로 이루어지며, 비만, 당

뇨, 심장병, 뇌졸 , 천식 질환 감소하는 방노력을 실행하기 해 기 을 조

성한다. 

  과일, 채소 산업과 연방정부간의 규모 트 십 로그램인 ‘5 A Day for 

Better Health Program’은 과일과 채소 소비를 증 시키기 한 략이다.12) 

  아동, 청소년과 학교를 상으로 한 로그램으로는 ‘Coordinated School 

Health Program(CSHP)’, ‘Team Nutrition initiative’, ‘We Can! Ways to Enhance 

Children's Activity & Nutrition’ 등이 있다. ‘Coordinated School Health 

Program(CSHP)’은 보건후생부가 CDC를 통해 농림부와 트 십을 맺어 주와 

지역사회의 학교 웰빙 정책 개발을 지원한다. CSHP의 8개 요소는 보건교육, 체

육교육, 보건서비스, 양서비스, 상담  심리서비스,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교직원의 건강증진, 가족/지역사회의 참여이다. 

학교 아동과 청소년을 해서 보건후생부의 CDC에서는  ‘Food-Safe Schools 

Action Guide (FSSAG’), ‘Improving the Health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 Guide for States and Communities’, ‘Making It Happen!,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Analysis Tool (PECAT, School Health Index (SHI):  A Self-Assessment 

and Planning Guide’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에서 학교보건지표(School Health Index)는 학생의 건강과 안 을 한  

정책과 로그램의 개선을 한 자가진단  계획 도구로 개발되었다. SHI는 

신체활동, 건강한 식생활, 흡연 방, 비의도  상해와 폭력 방지, 천식을 강조

한다. 학교를 기반으로 한 로그램은 체육 교과 시간을 더욱 활동 으로 만들 

수 있으며, Sports Play and Active Recreation for Kids (SPARK), Coordinated 

12) www.5ada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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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to Child Health(CATCH)13) 로그램은 체육교과 수업시간  신체활동 

증가 방안에 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사들에게 제공한다. 

  ‘Nutrition initiative’는 농림부의 식품 양서비스(Food and Nutrition Service)에

서 학교의 건강식을 한 훈련과 기술  지원, 어린이와 보호자를 한 양교

육, 학교와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어린이 양 로그램을 지원한다. 

  ‘Team Nutrition’의 목표는 미국인을 한 식생활지침과 ‘MyPyramid’를 사용하

여 어린이의 평생 식습 과 신체활동 습 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외에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해 방과후 

로그램이나 학부모를 상으로 하는 ‘We Can! Ways to Enhance Children's 

Activity & Nutrition’ 로그램이 있다. 이 로그램은 식품선택의 향상, 신체활

동 증가, 검진 기간 감소의 3가지 요한 행동에 을 두어, 가족과 지역사회

가 어린이의 건강 체 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국가 로그램이다.

이밖에 CDC가 주 하고 주(State)를 기반으로 하는 로그램으로, 비만과 다

른 만성질환 방, 양과 신체활동 로그램 (State-Based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Program to Prevent Obesity and Other Chronic Diseases), 심장병과 뇌졸

 방 로그램(State Heart Disease and Stroke Prevention Program), Healthy 

Youth!14) 등이 있다. 

식사지침에 맞는 균형있는 식사계획을 한 도구로는 "MyPyramid"와 ‘DASH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Eating Plan’ 등이 있으며, 식품 양표

시(food label)도 소비자기 건강한 식사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이다. 

  미국 보건후생부의 CDC에서 개발한 DASH는 식품의 양소가 고 압에 미

치는 향을 시험한 과학  임상연구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로그램이다. 과

일, 채소의 섭취, 지방 유제품, 포화지방, 지방, 콜 스테롤이 은 식품을 섭

13) CDC, 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Division of Adult 

and Community Health 홈페이지 ( 2006. 6. 29) 

14) CDC, 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Division of 

Adolescent and School Health 홈페이지(2007.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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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를 강조하는 식단이 압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구체 으로 

고 압을 낮추기 해서 실천할 수 있는 식사 략을 제시하는 교육자료와 요

리법을 인터넷을 통해 제시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품 양표시는 식품 양표시의 정보와 련하여 소비자 보호, 소비자에 

한 양교육 측면에서 소비자를 교육하는 도구가 된다.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of 1990 (NLEA),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와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에 의해 FDAD의 CFSAN에서 식품 양표

시제를 리한다. 

  6. 다원화된 방 한 양 모니터링 체계  

  미국의 식품행정과 양행정은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는 제 하에 상호 긴

한 조하에 수립되고 있으며, 양문제에 한 각종 모니터링 제도를 통한 

정보를 기 로 하여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령 산하에 

‘국가 양모니터링 원회(National Nutrition Monitoring Advisory Council: NNMS)’

를 두고 보건후생부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양감시를 한 다양한 조사와 감시

체계를 수행하고 있다(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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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미국 보건후생부와 농림부의 주요 양모니터링 체계

모니터링 분야
부 처 

농림부(USDA) 보건후생부(DHHS, NCHS, FDA 등)
식품 양 섭취상태 ∙Nationwide Food 

Consumption Survey
∙Continuing Survey of Food 

Intake by Individual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otal Diet Study

양  건강상태   주요 기능 없음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Pregnancy Nutrition Surveillance 
System

∙Pediatric Nutrition Surveillance 
System

식이에 한 
지식, 태도, 행

∙Diet and Health Knowledge 
Survey

∙Health and Diet Survey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식품 성분 ∙National Nutrient Data Bank ∙Food Label and Package Survey

식품 공
∙Food and Nutrition Supply 

Series
  주요 기능 없음

자료: US GAO, Nutrition Mornitoing Establishing a Model Program, 1995

  7. 고령화에 한 최근 정책 동향

가. 노인에 한 최근의 양 략

2030년까지 미국 노인의 수는 5명당 1명 꼴로 증가될 것이며, 노인의 수와 

비율의 증가는 공  보건 시스템의 변화와 의료  사회 서비스에 한 수요 

증가를 가져온다. 특히 만성질환은 노인들에게 심각한 건강과 경제  부담을 

가져온다.

이에 처하기 해 보건후생부, CDC에서는 "Healthy Aging"으로 다섯 가지 

효과 인 략을 고려하 는데, 첫째, Healthy Lifestyle(유 인 요인보다 보다 

더 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신체활동, 건강한 식사, 연 등), 둘째, 질병의 

조기 발견, 셋째, 옘방 종,  넷째, 상해 방 (65세인구의 1/3이 낙상), 다섯째, 

만성질환의 고통과 비용을 일 수 있는 자가 리 기술이다.15) 특히 핵심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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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건강한 생활양식 실천 (규칙 인 신체활동, 건강한 식사, 연)과 조기 검진 

(유방, 자궁경부, 결장암 검사, 당뇨와 합병증, 우울증)에 두고 있다.  

노인행정청(AoA)에서는 Healthy People 2010 initiative와 련하여 노인, 특히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해  당뇨(Focus Area 5), 심 계질환

(Focus Area 12), 성인 방 종(Focus Area 14)의 3가지 역의 처에 집 하

고 있다. 

나. 노인을 한 국가 양 로그램

노인들의 양불량에 처하는 재의 정부 로그램은 다음과 같으며 식사 

제공, 보충식 제공, 식품구매쿠폰/  제공, 양 스크리닝, 양상담과 교육, 

신체단련 로그램, 의료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노인에 한 표 인 양지원 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Title III Part C: Congregate and Home‐Delivered Nutrition Programs

∙ Title III Part D: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Program

∙ Title VI Grants for Native American Nutrition Programs

∙ 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 (NSI)

∙ Food Stamp Program (FSP)

∙ Nutrition Service Incentive Program (NSIP)

∙ 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Elderly (CSFP‐Elderly)

∙ Senior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SFMNP)

∙ Food Distribution Program on Indian Reservations (FDPIR)

노인을 한 양섭취기 16) 에서는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의  

‘National Resource Center on Nutrition, Physical Activity & Aging’에서 2004년 3

15) Healthy Aging: Preserving Function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Among Older Americans, 2007

16) http://nutritionandaging.fiu.edu/DRI_and_DGs/DRI%20Table%203%20pages%209-13-20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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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개정한 양소 기 치로 성별, 51～70세, 70세 이상의 연령으로 구분하여 

작성하 다. Food Guide Pyramid for Older Adults를 Tufts University의 ‘Friedman 

School of Nutrition Science and Policy’에서 2002년에 제작하 으며,17)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National Resource Center on Nutrition, Physical Activity & Aging(FIU)는 보건후

생부에서, Human Nutritrion Research Center on Aging은 농림부의 Agricultrual 

Research Service와 Tufts University에서 노인의 양 요구량과 노인의 질병 방

과 건강증진을 한 양의 역할에 한 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다. 노인

양을 한 많은  교육이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다.18) 

 

다. 노인 양지원 로그램 (Elderly Nutrition Program: ENP) 운

  노인 양지원 로그램은 노인들의 노인들의 부 한 식이섭취와 사회  고

립 문제에 처하기 해 1968년 3년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1972년 노인복

지법(Older American Act: OAA) 제정에 의해 구 으로 승인된 노인 양지원 

제도이며, 농림부는 1975년부터 이 로그램에 식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참여하

다. 이 로그램의 목 은 참여  노인들의 식이섭취 개선, 새로운 사회  

계 형성 기회의 제공과 자원 사자의 참여 등 비공식  지원 네트워크 강조에 

두고 있다(USDA, 2004). 

  지원내용은 식사제공( 양지원)을 한 회합 식 로그램(congregate meals)

과 가정배달 식 로그램(home-delivered meals, Meals on Wheels)으로 어도 

한끼에 양권장량의 1/3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3백만명의 노인들이 

양소필요량의 약 40～50%을 ENP로부터 제공을 받고 있다. 건강과 양 요구와 

련된 서비스를 통합 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스크리닝, 평가, 교

17) http://nutrition.tufts.edu/docs/pyramid.pdf

18) 사용가능한 정보는 MedlinePlus: Nutrition for Seniors 

     http://www.nlm.nih.gov/medlineplus/nutritionforseniors.html, MedlinePlus: Seniors' Health Issue,  

http://www.nlm.nih.gov/medlineplus/seniorshealthissues.html 등 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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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명칭

ENP 
(Elderly Nutrition Program)

NSIP 
(Nutrition Program for the Elderly, NPE)

사업 주체 DHHS,  AoA, USDA

사업 내용 
노인들에게 양 지원 서비스 
달  조직에 한 주요 매개체 

(primary vehicle)

ENP 후원기 이나 조직에   는 
생필품을 제공하는 로그램

육, 상담 (고 압, 당뇨와 련된 건강 평가 포함),  자원 사자나  유 종사자

가 재가 노인에게 식사 제공 시 노인들과 시간을 보냄으로써 노인들의 고립감 

감소, 재가노인들의 복지 검, 건강이나 다른 문제들에 해 청취하여 가정과 

지역사회 심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며, 가사서비스, 교통, 신체활동 로

그램, 가정 수리 로그램과 연계되어 있다(USDA, 2004). 

  로그램의 자격 상은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수입조사는 실시하지 않으나 

소득 소수민족/비주류, 시골 노인을 표 으로 하며, 그 배우자, 회합형 식사가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거주시설에서 주거하는 60세 미만의 장애자, 노인 식사에 

동행하는 재가 장애자, 양 서비스 자원 사자가 상이 된다. 서비스 내용은 

주당 5일 이상, 매일 한 끼 이상 “뜨겁거나 다른 당한” 식사를 회합식 는 

가정배달식으로 제공하는 것과 양교육 외에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 등 노인

양지원 로그램은 차 포 이고 동 인 가정  지역사회 심 서비스

(HCBC,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시스템으로 통합 인 서비스(교통, 

쇼핑 보조, 건강 스크리닝, 건강 리 로그램, 정보와 진단의뢰 서비스, 여가 

 사회  활동)가 되었다. 1992년부터는 노인 양지원 로그램(ENP)의 양 

표 을 1일 한끼의 식사가 제공될 때, 최소 양권장량의 1/3 제공, 1일 두끼의 

식사가 제공될 때, 최소 양권장량의 2/3 제공, 1일 세끼의 식사가 제공될 때, 

권장량의 100%제공하도록 하 고, 그후 체 식사를 통해 권장량을 충족하도

록 유연성 있게 권장량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이 로그램은 계속 확 되었

는데, 이는 특히 가정배달식 증가에 기인한다.

〈표 4-5〉미국의 양노인지원 로그램 비교(NSIP와 E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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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회계연도에 ENP가 재승인될 때, USDA의 로그램 명칭이 NSIP로 변경

되었고, 2003년도 농림부의 NSIP 운  책임이 보건후생부로 이 되었다(재정  

지원과 commodities 기증은 USDA에서 계속 제공하며, 2002 회계연도의 ENP에 

한 농림부의 기여액은 152백만달러이다). 

  미국에서 노인에 한 양지원 로그램(ENP)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비참

여자와 비교할 때, 비타민 A 상태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악되었으며, 노

인의 사회  고립감을 감소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기여하 다는 연구결과

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 개인과 보호자에게 조력을 제공하여 노인의 독립성

을 유지하고 조기 사설요양원(nursing home) 배치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 로그램은 특히 사회 으로 고립된 사람들에게 성공 으로 

표 화하여 수혜노인들의 사회 활동 참여가 증가하 고, 양  험이 높은 

상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표 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USD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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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유럽 

  1. 유럽의 최근 주요 식품 양정책과 추진 방향 

  세계 으로 비만 인구가 증하고, 질병과 사망의 패턴이 식이섭취와 련

성이 높은 만성질환의 증가하고, 질병부담에서 큰 비 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과거 식량과 식품공 을 의미하던 국가 양정책은 1980년 , 1990년  

이후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특히 유럽지역을 심으로 비만과 만성

질환 문제에 처하기 한 정책과 실행계획이 유럽에 본부를 둔 세계보건기구

(WHO),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 과의 공조 아래 유럽연합 원회

(European Commission: EC)의 주도  참여하에 유럽 각국들의 실행을 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개되고 있다. 

  2000년 ｢1차 유럽지역 식품 양정책 실행계획 2000-2005｣, 2007년 ｢2차 식품

양정책 실행계획 2007-2012｣, 2007년 ｢The EC Platform 양백서｣, 2002년 ｢식

사와 신체활동  건강에 한 세계 략｣, 2005년 ｢유럽지역 아동과 청소년 

건강개발 략｣, 2006년 ｢유럽지역 비 염성질환 방  리 략｣, 2006년 ｢

비만에 응한 유럽헌장｣ 등 일련의 정책 등이 그 이다(WHO, 2007; WHO, 

2006; WHO, 2000).    

  유럽 양정책의 큰 흐름은 1992년 세계 양선언에서 공표된 8가지 역으로 

재까지 각국의 양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으며, 1990년 발표된 제1차 식품

양정책 실행계획(2000-2005)을 추진하여 왔다(WHO, 2000). 최근에는 유럽지역에

서 만연하는 비만과 식이와 운동부족이 주요 원인이 되는 만성질환에 극 으

로 처하기 해서 2007년 5월 유럽연합 원회(EC)의 양백서 공표, 2007년 

9월에는 제2차 식품 양정책 실행계획(2007-2012)을 공표 등 일련의 양정책을 

유럽 각국가들이 추진하도록 강력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이다

(WHO, 2007).  

  유럽지역에서는 이와 같이 WHO 등 국제기구의 공조 하에 유럽연합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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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공동으로 각국의 특성을 고려한 양정책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평가하

고 모니터링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세계 양선언

  세계 2차  후의 양정책은 식품공 을 의미하 고, 기아문제의 해결이 

주안  이었다. 그러나 차 식품의 이용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식이와 양소

의 섭취양식이 통 인 식품의 섭취가 감소하고, 육류․우유  유제품․정제

된 과일과 채소 섭취 증가와 알코올 소비가 증하여 지방섭취, 특히 포화지방 

섭취가 증가하면서 질병패턴도 달라지고 되었다. 주요 사인에서 만성질환의 

비 이 커져 1960년  반부터 비 염성만성질환(NCD)에 한 심이 두

되었다. 

  1992년의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계 양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trition: ICN)에서는 세계 양선언

(World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for Nutrition)을 채택하 다(WHO/FAO, 

1992). 

  이 선언에서 채택된 8가지 핵심 실행 역은 다음과 같다. 

  (1) 양 목표와 표 의 설정 

  (2) 양상태 평가, 분석  모니터링체계 구축 

  (3) 식량의 안정  확보 향상

  (4) 식품 품질 개선과 식품안  제고로 소비자 보호

  (5) 모유수유율 증진

  (6) 빈곤층과 양 취약집단 보호

  (7) 특정 미량 양소 결핍 방  리

  (8) 한 식습 과 건강한 생활양식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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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략 역은 세계의 양정책 틀과 정책 개발에 기술 인 지침을 제공하

고, 이후 유럽지역에서 양정책 실행에 한 진척도 평가의 기조가 되었으

며, 유럽 각국에서는 자국 실정에 따라 이 8가지 역  일부를 선택하여 실

행 략과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3. 제1차 식품 양정책 실행계획  

  그 이후 WHO 유럽지역에서는 각국의 양담당자 네트워크와 동하여 국가 

양계획 개발의 청사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1차 식품 양정책 실행계획

(The First Action Plan for Food and Nutrition Policy for the WHO European 

Region 2000-2005)｣를 개발하 으며, 2000년 9월에 WHO 유럽지역 회의에서 이

를 확정하 다. 이 1차 실행계획은 건강 보호․증진과 식인성 질환의 부담 감

소와 더불어 사회경제  발 과 지속가능한 환경에 기여하는 통합 이며 포

인 식품 양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WHO, 2005). 

  이 식품 양 정책은 ‘Agenda 21(1992)’과 ‘Health 21(1998)’의 원칙을 토 로 

하여 양, 식품안 성, 지속가능한 식품공 (식품 안정성)에 한 세 가지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역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분리할 수 없

으며, 련 당사자간의 한 력을 요시한다. 양 정책은 최 의 건강, 

특히 소득층과 아기, 아동기, 임신 수유기, 노년기와 같은 생애의 결정  

시기에 최 의 건강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유수

유, 비만, 만성질환, 미량 양소 결핍이 양과 련된 정책의 주요 실행 역

이 포함된다. 식품안  정책은 모든 단계의 푸드체인에서 화학   생물학  

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식품안정 정책은 품질 좋은 식품을 충분히 이

용할 수 있고 농  경제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사회 환경  고려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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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C의 양백서( 양, 과체 , 비만  련 건강문제 처를 한 

유럽 략 백서)

  유럽국가들의 과체 과 비만 유병률은 지난 20년 동안 격히 증가하 으며 

부분의 국가에서 성인 인구의 50% 이상이 과체 이거나 비만이며, 비만 

련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유럽연합(EU) 체 의료비의 7% 정도에 이

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심각한 비만 유병률을 지하고 만성질환을 감

소시키기 해서 유럽연합 체의 범 한 노력을 구하는 백서를 EU의 정

책집행부라 할 수 있는 유럽 원회(EC)에서 2007년 5월 채택하 다. 

  주요 역은 소비자가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하여

야 하며, 건강에 이로운 식품을 선택(healthy options)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 양표시제에 한 검토, 어린이 식품 고 규제, 식품산업체가 소 , 

지방, 설탕 감화(reformulation) 제품을 생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신체

활동의 이 을 강조하고 유럽인들이 더 많은 운동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EC는 이를 실행하기 해서 고  정책 당국자의 정치  지원과 회원국내의 

여러 역(cross-sectoral)에 걸친 강력한 조체계를 요구하고, 목표의 확실한 달

성을 해서 양, 과체 과 비만 련된 건강 이슈에 을 두고 모든 회원국

의 표자로 구성된 새로운 High Level Group의 설립을 제안하 으며, 고, 식

품유통, 스포츠 등 다양한 민간 부문과의 조 등 강화된 조치를 구하고 있

다. 한 양과 련된 역이 비만과 과체 에 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보건 

 식품안  정책, 조정기  형태의 지역정책, 교통  도시 정책, 스포츠 정책 

 연구 등 다양한 정책 역에서 이 사업이 집결되는 것을 강조하고 하고 있다. 

  특히 EC가 제안하는 강조하는 실행 역은 ‘ 양표시제 개정’, ‘과일  채소

의 소비 진 로그램’, ‘스포츠백서’와 ‘식품의 염분, 지방 감화’이다. 한 

모니터링을 필수요소로 강조하여 WHO와 력하여 2010년까지 모든 사업의 진

척도와 수행정도를 모니터링하며, 향평가를 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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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2차 유럽 식품 양정책 실행계획

  2007년 9월에는 제1차 유럽 식품 양정책 실행계획에 이어 ｢제2차 실행계획

(2007-2012년)｣이 WHO 유럽지역 연차회의에서 발표되었다(WHO, 2006: WHO, 

2007). 2차 계획에서는 좀더 과학  근거  DALY와 같은 삶의 질 지표를 통

해 식이 련 요인의 향, 유럽국가들의 심각한 비만 유병율 등 연구결과의 근

거에 기반하여 목표를 정하고 있다. 유럽지역의 식품 양 문제(Challenges)를 (1) 

식이 련 비 염성 만성질환 (2)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 (3) 미량 양소 결핍 

(4) 식인성 질병(식 독)으로 두고, 실행계획으로 (1) 식이 련 비 염성 만성

질환 유병률 감소  (2)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 경향 역  (3) 미량 양소 결핍 

감소 (4) 식 독 발생율 감소를 목표로 정하 다(그림 4-3). 

가. 제2차 유럽 식품 양정책 실행계획의 목표 

  첫째, 양섭취 목표는 다음의 5가지로 정하고 있다.   

    • 포화지방으로부터 섭취하는 에 지 섭취량 10% 미만 

    • 트랜스 지방산으로부터 섭취하는 에 지 섭취량 1% 미만 

    • free sugars에서 섭취하는 에 지 섭취량 10% 미만  

    • 매일 과일과 채소를 400 g 이상 섭취

    • 1일 소  섭취량 5 g 미만 섭취  

  둘째, 모유수유 목표로 생후 6개월 이내에는 완  모유수유(exclusive 

breastfeeding)를 실시하도록 하고, 어도 50% 이상의 아들이 12개월까지 모

유수유를 지속하도록 한다. 

  셋째, 식품안 에 한 목표로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는 목표를 정하고, 푸드

체인 과정에서의 Campylobacter, Salmonella 오염을 감소시키고, 루셀라증

(brucellosis) 박멸을 목표로 한다. 

  넷째는 식품안정성(food security)에 한 목표로 Millennium 개발목표와 동일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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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의 비율을 재의 50%까지 감소시키는데 두고 있다. 

나. 제2차 유럽 식품 양정책 실행계획의 역 

  제2차 실행계획에서는 식품공 과 소비자 선택에 향을 미치는 구체 인 실

행 역을 다음의 6가지로 정하고, 각각 추체 인 략을 수립하 다(그림 4-3). 

〔그림 4-3〕2차 유럽 식품 양 정책의 실행계획의 역, 2007 

 

    자료: WHO, Proposed Second WHO European Action Plan for Food and

          Nutrition Policy 2007-2012, 2007 

  제2차 유럽 식품 양 실행계획의 추진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추진 주체(Key 

actors)는 국가 정부조직, 지방 정부조직이며, 시민사회, 문가 네트워크, 이해 

계자로서 여러 경제 주체 등이 실행에 공동책임을 가지고 여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 부문에서는 특히 건강증진과 질병 방 분야에서 양이 요한 역

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정부 조직인 식품, 농업  어업, 소비자 보호, 교

육, 스포츠, 교통, 도시 기획  주거, 환경, 노동, 사회 정책 분야에서 범 하

게 참여하도록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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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차 유럽 식품 양정책 실행계획의 추진 단계

  제2차 유럽 식품 양 실행계획의 추진과정은 다음의 7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 1단계: 식품 양정책에 한 다부문 정부기구(multisectoral government 

mechanism)의 설립 는 강화

 • 2단계: 재의 식품 양 실행계획과 부문별 정책 조정

 • 3단계: 각국의 정책과 역량 개발 단계에 근거하여 구체  실행을 한 우

선순  설정

 • 4단계: 거시정책  법규(입법, 규정, 법령, 조례, 조약)와 재정  수단을 통

해 실행계획 운  

 • 5단계: 다른 이해 계자와의 화  트 십 구축

 • 6단계: 한 자원 배정

 • 7단계: 실행과 책임성(accountability) 모니터링

  6. 국의 사례

가. 양업무 담당 행정조직

  국의 양정책은 정부기구인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H)와 식품안

기구(Food Standards  Agency, FSA)가 장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는 국

양재단(British Nutition Foundaition) 등이 양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부와 FSA의 업무분장은 약서(concordat0 형태로 명문화하고 있다(표 

4-7 참조). 기본 으로 식품은 FSA, 건강은 DH가 담당한다. 이를 가장 함축

으로 보여주는 가 모니터링  조사의 범 이다. FSA가 식품과 식단 련 

조사를 하는 반면, 보건부는 국민의 반 인 건강실태 련 조사를 담당한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FSA는 개별 인 양함량에 해 정보를 제공하고 

반 인 식단은 물론 과일과 야채의 이로운  등 개별 요소들에 한 자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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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한 표시나 식품첨가물의 사용 등을 담당한다. 반면, 보건부는 양 자

체보다는 좀더 넓은 시각에서 양이 질병 발생의 요인  하나로 인식되는 경

우에 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산부나 모유수유부 등 취약그룹의 양섭취 

문제는 보건부가 담당한다. 

  교육의 경우에도 식품이나 식단 련된 사항은 FSA가 담당하고, 이를 포함

하여 흡연, 음주, 운동 등 반 인 건강증진에 한 교육은 보건부가 담당한

다. 식품의 생산․공 ․조리 과정과 련된 양문제는 FSA가 담당하는 반면, 

임상 양과 병원 식은 보건부가 담당한다.

  양에 한 과학자문기구로 양 원회(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Nutrition, SACN)19)가 있다. 이 원회는 민간의 독립 인 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DH와 FSA가 공동으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나, 다른 정부부처에게도 

양에 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재 원장을 포함해서 16명으로 구

성되며 학교수, 고 문가 등 모두 민간 원이다. 재 <표 4-6>에 제시된 

바와 같이, 2개의 서 그룹과 3개의 워킹그룹을 운 하고 있다. 

〈표 4-6〉 국 과학자문 양 원회(SACN)의 서 그룹  워킹그룹

구분 내용

서 그룹

 신규식품의 양평가(Approaches to the Nutritional Assessment of Novel 
Foods, ANANF)

 모자 양(Maternal and Child Nutrition Subgroup, SMCN)

워킹그룹  철분(Iron), 양요구량(Energy Requirements), 성장표 (Growth Standards)

19) http://www.sacn.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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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국 보건부와 FSA의 역할  

구분 FSA DH

소 범

- 개별 인 양함량에 해 권 있는 

사실 인 정보를 제공하고 반 인 

식단은 물론 과일과 야채의 이익 등 

개별 요소들에 한 자문

- 표시(labelling)  정보표시(claim),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로 

매되는 식품, 강화식품(fortified food), 
기능성식품(functional food) 등 식품의 

양 련 법률안 제안

- 심장병, 암, 골다공증 비만 등 

양상태가 험요인  하나인 

질병의 양  측면을 포함하는 

범 한 국민건강정책(wider public 
health policy) 이슈

- 임산부, 모유수유부, 어린이, 불균형 

이슈를 포함하는 취약그룹에 한 리

모니터링

․조사
- 식품과 식단의 양함량 - 국민들의 건강실태

교육

- 다른 기 에서 생산된 건강교육 교재에 

지속 으로 사용하는 균형식단에 한 

정의를 제공

- 흡연, 음주, 운동 등 양을 

포함하지만 그 범 를 넘는 범 한 

행동 이슈에 한 건강교육

식품체인
- 생산, 식 등 식품 공 의 양  

측면에서 실용  가이드라인

- 국가의료체계(NHS)와 의료인, 
NHS에서의 수유 진, 임상 양과 

병원 식과 양치료를 포함한 

양 리(dietetics)와 련된 사항

국제 상

- 식품의 양함량과 특별한 양목 의 

식품과 련된 이슈(모유수유부, 
어린이, 불평등(inequalities), 
취약계층(vulnarable group)과 련된 

경우 제외)

- 건강과 련된 식이 이슈

- 모유수유부, 어린이, 
불균형(inequalities), 
취약계층(vulnarable group)과 련된 

식품의 양함량과 련된 이슈

나. 양 략기획그룹

  과학자문을 하는 SACN과는 별도로 양 략기획그룹(Nutrition Strategy 

Steering Group, NSSG)이 있다. 보건부의 국민건강장 과 FSA 의장이 공동 원장

을 맡고 있으며, 사무국은 FSA에서 담당하고 있다. 식품 기업 CEO 6명과 국

립소비자 원회 의장, 국립심장포럼 의장, 학교 식단체장,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그룹은 1년에 2차례 만나 편의식품 등의 건강요소 강화, 양성분 표시 

활성화, 어린이에 한 고 규제, 건강한 식생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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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에 한 상업  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보건부 주 으로 

식품음료 고 포럼(Food and Drink Advertising and Promotion Forum)을 운

하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어린이에게 지방, 소 , 당분 함량이 높은 식품을 

하는 행 에 한 가능한 규제를 검토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의 선택을 장려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포럼에는 FSA, 통신 원회, 고표 기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국립소비자 원회(National Consumer Council), 

국립심장포럼(National Heart Forum), 식품음료 회(Food & Drink Federation) 등

이 참여하고 있다.  

다. 민간단체

  양 련 단체로는 국 양재단(British Nutirition Foundation, BNF), 국심

장재단(Brithsh Heart Foundation) 등이 있으며, 이 밖에 농업, 식품, 외식업 련 

단체들이 양정책 결정과정에 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양 문 단체들에 

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국 양재단(British Nutrition Foundation)은 1967년 세워진 40여개 회사와 정

부의 지원을 받는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sation)로 식단, 운동, 건강간의 계

에 한 과학에 기 한 지식과 조언을 공정하게 해석하고 효과 으로 달함으

로써 사회의 안녕(wellbeing)을 꽤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과학자문 원회를 통해 주요 과학  이슈에 해 의견을 내고 교

육그룹을 통해 양교육 활동을 개하고 있다. 특히 학교를 심으로 양교

육을 주도하고 있다. 

  2007년 주요 교육사업을 살펴보면, 문학교연합회(The Design and 

Technology Association and the Specialist Schools) 등과 공동으로 학생, 교사, 학

교를 상으로 건강식단 경진 회(Active Kids Get Cooking), 조리교육(Cooking 

entitlement - A licence to cook), 식품 트 쉽 주간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재단창립 40주년을 기념해서 교사를 상으로 12개 도시를 순회하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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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국 양사회(British Dietetic Association)20)는 1936년 설립되었으며, 양과 이

와 련된 주제들의 과학화  실천을 선진화하고, 교육훈련을 진하며 국

양사회노동조합(BDA Trade Union)을 통해 양사와 그들 고용인간의 계를 

조정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다. 

  양학회(Nutrition Society)21)는 사람  동물의 건강 유지를 한 양과 이

의 용에 한 과학  연구의 발 을 목 으로 1941년 설립된 학술단체이다. 

국 양학회지(British Journal of Nutrition)를 발간하며 9개의 주제별 서 그룹

이 운 하고 있다. 

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H)의 양업무 

  보건부 소  정책은 건강  사회보호(health and social care), NHS 등에 한 

조직정책(organizaton policy) 등 총 14개 분야로 구분된다. 

  양 련 정책은 14개국 분야  건강  사회보호국(health and social care) 

신하의 건강향상  증진부서(health improvement and promotion)  일부로, 하

루에 다섯번(5 A DAY), 어린이 식품 고․ (Food advertising and promotion 

to children), 학교 식(Food in Schools programme), 건강생활(Healthy living), 모자

양(Maternal and infant nutrition)의 5가지 로그램이 있다.

20) http://www.bda.uk.com/

21) http://www.nutritionsocie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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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국 보건부(DH)의 양행정 부서와 세부사업 

주요 사업 세부사업

건강  사회보호국

(Health and social
 care topics)

의 

건강향상  증진

(Health improvement 
and promotion) 부서

․하루에 다섯(5 A DAY)
․어린이 식품 고․ (Food advertising and promotion to 

children)
․학교 식(Food in Schools programme)
․모자 양(Maternal and infant nutrition)
․알코올 독(Alcohol misuse)
․항생제 내성(Antibiotic resistance)
․사별(Bereavement)
․ 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성형수술  비성형수술 (Cosmetic surgery 
  and non-surgical cosmetic treatments)
․치과(Dentistry)
․건강불평등(Health inequalities)
․건강생활(Healthy living)
․ 방 종(Immunisation)
․안과서비스(Ophthalmic Services)
․교도소 건강(Prison health)
․성 건강(Sexual health)
․10  임신(Teenage pregnancy)
․약물 오남용(Substance misuse)
․흡연(Tobacco)

  하루에 다섯(5 A DAY)22)은 일부 암, 심장병과 기타 만성질환의 발생 험 

감소시키기 해서 어도 1인당 하루에 5 분량(portion)의 과일 는 야채를 

섭취할 것을 권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부로 학교 과일야채계획(School 

Fruit and Vegetable Scheme)을 운 하고 있다. 로토사업을 통해 1천만 운드(약 

2백억원) 정도의 산이 지역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아래와 같은 로고가 리 렛, 홈페이지, 매지 , 시장바구니 등에 홍보를 

해 사용되며, 식품 포장지에도 엄격한 기 에 맞으면 사용할 수 있다. 

22) http://www.dh.gov.uk/en/Policyandguidance/Healthandsocialcaretopics/FiveADay/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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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 DAY 로고》

  어린이 식품 고․ (Food advertising and promotion to children)23)은 어린이

들이 교묘한 상술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건강한 식품선택이 어려워지는 것을 해

소하고자 고안되었으며, DH, FSA, 문화방송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무역산업부

(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 환경식품농 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통신 원회(the 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가 공

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세부 사업분야는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이 5가지로 요약된다. 방송통신에 한 

규제는 통신 원회가 주 하며, 양과학에 기 한 기술  단기 (nutrition 

profiling)은 FSA가 제공한다. 비방송통신에 한 규제는 보건부가 주 한다. 

․ 방송매체(Broadcast media)
․ 비방송매체(Non-broadcast media)
․ 후원  랜드 공유(Sponsorship and brandsharing)
․ 학교내 자 기 등 매 고 지 (Point of sale advertising including vending in 

schools)
․ 표시, 포장(Labels, wrappers and packaging)

  학교에 한 사업(food in schools, FiB)24)은 보건부가 아동․학교․가족부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SF)25)와 공동으로 학교에서의 

23) http://www.dh.gov.uk/en/Policyandguidance/Healthandsocialcaretopics/Healthyliving/DH_4115811

24) http://www.foodinschool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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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식생활을 목 으로 수행 이다26). 보건부는 일선 학교에 보 되는 교재

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며, 재 사용되는 자료는 잉 랜드 소재 300개 학교를 

상으로 한 일럿 시험(pilots)을 거쳐 작성되었다. DCSF는 이 자료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학교에서의 식품교육을 지원하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표 4-9). 

〈표 4-9〉 국 보건부와 아동․학교․가족부의 양 업무 역할 구분

소 주요 사업 내용

보건부
(DH)

․ 건강한 아침식사 클럽(Healthier Breakfast Clubs)
․ 건강한 학교구내 식품매 (Healthier Tuck Shops)
․ 식수 공 (Water Provision)
․ 건강한 자동 매기(Healthier Vending Machines)
․ 건강한 심도시락(Healthier Lunchboxes)
․ 식당 환경(Dining Room Environment)
․ Healthier Cookery Clubs(건강한 요리법 클럽)
․ 성장 클럽(Growing Clubs)

아동‧학교‧
가족부
(DCSF)

․ 교사에 한 문성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for teachers)
․ 식품 트 쉽 출 (Establishing food partnerships publication)
․ 식품기술가이드에서 캐드/캠의 활용
   (Implementing CAD/CAM in food technology guide)
․ 14-16세 청소년에 한 핵심역량 확인
    (Identification of core competencies for 14-16 year olds)
․ 학교 식품정책 수립  집행
   (Writing and implementing a whole school food policy guidance)
․ 과학과 기술 사이의 연계성에 한 교육교재 
   (Curriculum materials supporting links between science and technology)

25) 국 정부는 07년 6월 기존의 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와 산업자원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를 어린이․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SF), 신․ 학․기술부(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DIUS), 산업․규제개 부(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DBERR)

로 개편되었다.  

26) 이 사업에 식품안 기구(FSA)가 별도로 참여하지는 않으며, 이는 양에 한 기술  단

보다 학교 장에서의 교육을 목 으로 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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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양(maternal and infant nutrition)을 해 보건부는 건강한 출발(healthy 

start), 아조제분유(infant formula milk), 모유수유(breastfeeding), 지역의 아수유

실태평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장 강조하는 것은 모유수유이다.

  건강한 출발은 2차 후 도입된 복지식품계획(welfare food scheme)을 개선

한 것으로 선정된 상에게 우유와 아조제식을 살 수 있는 바우쳐(voucher)를 

제공한다. 한 신선과일과 채소도 살 수 있으며 국가의료서비스(NHS)를 통해 

무료 비타민보충제를 지 받는다. 

  아조제우유와 련해서 보건부는 FSA와 함께 아조제식의 비  보

에 한 가이드란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DH 단독으로 조제우유의 고에 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조제우유의 안 성과 련된 사항은 FSA가 담

당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DH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모유수유와 련해서 보건부는 NHS 우선순   계획 체계(NHS Priorities 

and Planning Framework 2003-2006)를 통해 매년 2%씩 모유수유 시작비율

(breastfeeding initiation rates)을 증가시키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 모유수유인식주간(national breastfeeding awareness week)과 국가모유

수유 력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of breastfeeding co-ordinators, NNBC)를 운

하고 있다. 

  건강생활(healthy living)은 연하고 잘 먹고 운동을 더하도록 국민들의 라이

스타일을 변경하는 것을 목 으로 운 하는 사업이다. 어린이들의 신장과 체

력을 측정하는 국가어린이측정사업(The National Child Measurement Programme), 

로토펀드의 지원으로 운 되는 350개 건강생활센터(Healthy Living Centres)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양을 통한 건강 리의 요성이 커지면서 식품

과 건강 실행계획(Food and Health Action Plan)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마. 식품안 기구(Food Standard Agency: FSA)의 양업무  

  FSA는 보건부와는 별도의 독립 인 조직으로 <표 4-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154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를 식품안 (food safety), 건강한 식생활(eating for health), 

선택(choice)으로 설정하고 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장 비 이 큰 업

무는 식품안 으로 5개 세부 분야  3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표 4-10〉 국 FSA의 3  정책 목표

구분 목 세부분야

식품안

- 식품기인질병을 지속 으로 감소시킴

- 식품의 화학  오염으로부터 발생하는 소

비자에 한 험을 더욱 감소시킴

 안   생

 우병

 유 자재조합  신규식품

건강한 식생활

- 모든 소비자가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기 쉽

도록 하여 식사 련 질병을 감소기시킴으

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킴

 양

선택
- 소비자가 제공된 정보에 기 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
 표시  포장

  양정책 련 활동은 크게 리가 필요한 양소의 설정, 식품의 구매․조

리․섭취 단계를 상으로 장 교육․홍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홍보, 

양연구로 구분된다. 

  재 리 상 양소는 크게 3가지이다. 비만을 유발하는 포화지방와 에

지와 고 압을 래하는 소 의 섭취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신경 결손

(neural tube defects)을 방하기 해 식빵이나 가루에 엽산강화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포화지방 등의 섭취를 제한하고 바람직한 식품의 섭취  식사를 유도하기 

해 FSA는 크게 5가지 방향에서 장 심의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학교장과 력 강화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단에 한 그들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건강식생활가 안 에 한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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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달을 해 요리버스(Cooking Bus) 사업을 운 하고 있다. 식품과 요리클럽

(Food and cookery clubs)을 통해 은이들이 요리하는 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

록 지역 는 학교 식품클럽을 운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일선학교에서 학생 등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해 9개 학교가 참여하는 학교

의회 네트워크(School council network)를 운 하고 있으며 등학교 선생님들에

게 교육교재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둘째, 소득층의 은 부모를 상으로 기본 인 요리, 건강한 식생활 등에 

해 렛츠쿡(Let's Cook!)이라는 로그램을 국가여성단체연합회(National 

Federation of Women’s Institutes)와 함께 운 하고 있다. 한, 겟쿡킹(Get 

Cooking!)이라는 로그램을 통해 14세에서 25세에 이르는 은이들을 상으

로 하는 교육자들에게 교육교재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음식 , 단체 식, 조리강사 등을 상으로 건강한 외식에 한 교육교

재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소비자들이 지방, 포화지방, 설탕, 소 이 구매 상 식품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양표시 신호등(Signposting 는 Traffic light 

labelling)제도를 운 하고 있다. 이 표시제는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요 

유통 매  다수가 참여하고 있다. 

《 양표시 신호등(Signposting 는 Traffic light labelling)》

  어린이에 한 식품  규제와 련해 양 련 기술  사항에 한 검토

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통신 원회에 문 인 사항에 한 의

견을 제시하고, 규제 상 식품을 선별하는 기 인 양기 (nutrition profilin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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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있다. 

  다섯째, FSA는 자체 홈페이지와 별도로 양 등 식생활에 한 정보 제공을 

해 별도의 홈페이지27)를 운 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7가지 주제로 건

강한 식단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 연령  건강상태별로 구

체 인 식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28). 여기에서는 노인에 한 가이드라

인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에 한 양 가이드라인은 섭취권장식품, 체 , 비타민, 소 섭취 하

의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홍보 사업은 국의 국가병원

서비스(NHS)와 연계 수행되며, FSA는 건강 련 교육․홍보기 인 NHS direct

를 통해 더 궁 한 사항을 해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역에서 운 하는 보호가정 등에 한 양지침, 식단 등을 제공하고 있

다29). 재 국에는 41만 명의 노인이 거주나 간호시설(residential and nursing 

care)에서 생활하고 있다. 노인건강과 련해서는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양섭취와 련해서는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30). 그러

나 이들의 생활은 “노인에 한 보호시설의 국가최소기 (National Minimum 

Standards for Care Homes for Older People)”에 부합하여야 한다. FSA는 일반 시설

에 한 양가이드라인 제시와 별도로 질병으로 양요구량을 섭취하지 못하는 

75세 이상의 노인들을 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에 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등은 물론 비타민, 무기질의 권장섭취량과 함께 

최소․최 섭취량을 제시하고 있다. 한, 식빵과 기타 곡물  감자, 과일과 야

채, 우유  유제품, 고기․생선과 유사제품, 지방과 설탕을 함유한 식품에 해 

섭취 필요성, 련식품의 선택방법, 1주일치의 모델 식단을 제시하고 있다. 

27) http://www.eatwell.gov.uk 

28) http://www.eatwell.gov.uk/agesandstages/ 

29) food served to older people in residential care, Oct 2006, FSA 

30) Better Health in Old Age 보고서: 

    http://www.dh.gov.uk/en/Publicationsandstatistics/Publications/ 

    PublicationsPolicyAndGuidance/DH_40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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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일본　

  1. 일본의 최근 주요 양문제31),32)   

  일본의 평균수명은 생활환경의 개선이나 의학의 진보에 의해 세계  수 에 달

하고 있지만, 최근 속한 인구고령화 사회에서 특히, 3  사망 원인인 암, 심장병, 

뇌졸 과 당뇨병, 사증후군 등의 생활습 병이 국민건강에 큰 문제가 되어 건강

증진의 요성이 증 하고 있다.

가. 식생활과　순환기질환, 암, 비만, 당뇨병, 빈 , 골다골증 

  식염의 과잉섭취에 인한 고 압 유발이 많아 50년 부터 일본은 세계 으로 

식염섭취량이 많고, 하된 상태라고 해도 재도 일본 식사섭취기 치를 넘는 

상태이다. 한 고콜 스테롤에 의한 심질환발생률과 뇌졸 이 높아 심각한 문

제가 되고 있다. 뇌졸 은 1951년부터 1980년까지 약 30년간 사망원인 제1 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후로  감소하여 왔지만 아직도 심장병과 사망원인 

2․3 를 차지하는 요 질환이다. 일본의 최근 사망원인 제1 는 암인데, 1891

년 이후 계속 1 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에서는 암, 여성에서는 암, 자궁암, 

식도암이 하하고 있지만, 남녀에 있어서 호흡기 의 암, 장암, 결장암, 백

병  췌장암이 증가하고 있다. 고식염 섭취, 알콜과다섭취, 지방과다섭취 등이 

원인의 하나이다.

  2002년 일본의 국민 양조사에 의하면, 남성의 비만율은 28.9%, 여성의 비만

율은 23% 다. 재 일본인은 운동량이 은 상태로 섭취에 지가 많고 소비

에 지가 작은 상태로, 일상의 활동량이 은 사람은 섭취에 지를 감소시키고 

소비에 지를 증가시켜 활동 인 일상생활이 필요하다. 당뇨병은 당뇨병환자가 

740만 명, 비군을 포함하면 1,620만 명이나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31) 山本茂・守口覚・中原澄男.「栄養科学シリーズNEXT　公衆栄養学｣. 2007

32) 厚生労働省編. ｢H18年版　厚生労働白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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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자와 빈 이 되기  철분 결핍자를 포함하면, 재 빈 자 (2002년 국

민 양조사 여성 18.1%, 남성 23.2%)의 2배가 된다고 상되어 주요 국민 양

문제의 하나이다. 한 골다공증은 일본인의 칼슘부족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여성 골다공증 환자가 많다.

나. 고령화와 건강․ 양문제

  최근 암, 심질환, 뇌 질환이 체 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이다. 

이 원인은 연령증가와 더불어 식생활등 불규칙한 생활습 이 하게 여하

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만성질환이 장기화되며, 이들 

질병발생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자의 양문제에서는 양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고령자의 양문제는 신체 , 정신  기능을 하시키고 악화된 양상

태를 더욱 하시켜, 감염증을 유발시키고 회복을 곤란하게 한다. 고령자의 

청알부민농도의 하는 사망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다. 동경도 노인의료센터

에 의하면, 후기고령자의 양이 높게 발생하고 있고, 한 70 에서 80 에

서는 20% 정도 높은 상태이다.

  2．일본의 주요 양정책 33)

가. 일본의 주요 양정책 연  

  일본은 1952년 양개선법을 제정하고 양에 한 단독 법령을 가지고 국가

으로 양에 한 요성을  인식하여 앙 정부와 지방에서 양시책을 

개한 국가이다. 양 문인력 양성도 1947년에 양사법 제정과 1962년에는 

리 양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1985년에는 리 양사를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변

경하여 리 양사 국가시험제도를 만들어 우리나라보다 일 이 양사 인력 

양성을 제도화하 다. 일본의 주요 양정책 연 은 <표 4-11>과 같다. 

33) 大谷八峰・逸見幾代.「NEW　公衆栄養学｣.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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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일본의 양정책 련 제도 연

연도                       주요 연   

정 ９년 (1920년)　 국립 양연구소 설립

소화 12년 (1937년)　 보건소 설치, 양개선에 한 양지도업무 시작 

     20년 (1945년)　 양사규칙  사립 양사 양성소 지정 규칙　공포

     21년 (1946년) 후생성 공 보건국에 양과 설치

     22년 (1947년) 양사법, 보건소법, 노동기 법, 아동복지법, 식품 생법 공포

     27년 (1952년) 양개선법 공표

     37년 (1962년) 양사법 일부 개정( 리 양사제도　창설)

     38년 (1963년) 제1회 리 양사시험 실시

     54년 (1978년) 후생성 1차 “국민건강만들기” 책시작

     59년 (1984년) 후생성 공 생 양과가　보건의료국　건강증진 양과로　개칭

     60년 (1985년)
　

양사법  양개선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공포
후생성「국민건강만들기를　 한　식생활지침」발표

     63년 (1988년)　 후생성 제2차 “국민건강만들기” 책 Active 80 Health Plan 시작

평성  7년 (1995년) 식품 생법 　 양개선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공포
( 양강조 표시제도의　신설）

     12년 (2000년) 후생성 21세기 의 국민건강만들기 ‘건강일본21’ 시작, 리 양사 면허제도 변경 

     14년 (2002년) 건강증진법 ( 양개선법 면 개정) 2003년 5월 1일 시행

     16년 (2004년)　 학교교육법이 일부 개정되어 양교사제도　2005년 4월 1일 시행, 
후생노동성「일본인의 식사섭취기  (2005년 )」 발표　

     17년 (2005년)
내각부가 심이 되어 2005년 6월 ‘식육기본법’ 제정
2006년 9월 식육추진기본계획 수립, 후생노동성, 농립수산성, 문부과학성, 지자체, 
민간이 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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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의 최근 양정책 

  일본의 주요 양정책은 「국민건강만들기」운동의 주요 역으로 개되어 

오고 있다. 1978년 시작된「제1차 국민건강만들기」에 이어 1988년 「제2차 국

민건강만들기」는 ‘Active 80 Health Plan’이라는 슬로건 아래 80세가 되어도 자

립 이고 사회참가도 할 수 있는 활동 인 고령자를 만들자는 정책으로 질병의 

발생을 방하는 1차 방을 시하고 양, 운동, 휴양을 시한 고령화 사회

를 응한 정책이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목표로 제3차 국민건강만들기운

동인 ｢건강일본21｣ 이 진행 이다.

  건강수명 2년을 연장시키기 한 목표를 실 시키기 해 생활습 병 책과 

개호 방을 추진하고, 10년간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00년부터 ｢건강일본 

21｣을 추진, 2003년부터 건강증진법 시행, 2005년 ｢후생과학심의회 지역보건건

강증진 양부회｣에서 ｢생활습 병 책의 추진｣에 한 간보고를 통해 생활

습 병 비군의 확실한 악과 보건지도의 불충분한 , 당뇨병 등 생활습

병에 을 둔 효과 , 효율 인 건강검진․보건지도를 도모하고 있다. 

  2004년에는 ｢메타보릭신드롬, 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개념을 도입

하여 국민의 운동, 양, 연에서 건 한 생활습 형성을 해 국민운동을 

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식육기본법에 따른 식육추진기본 5개년계획, 2005년

부터는 10개년계획으로 생활습 병 책과 개호 방의 추진 ｢건강 런티어 

략, 2005-2014｣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실시할 ｢표 인 건강진단․보

건지도 로그램｣을 책정 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국민의 생활습 병에 처하기 한 극 인 국가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1) ｢건강일본21｣ : 생활습 에 주목한 질병 방 리 책 

  1996년 성인병을 신하여 생활습 에 주목한 ‘생활습 병’이란 명칭이 도입

되었다. 도입배경의 하나로서 이 의 성인병 책과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

료를 시하는 2차 방에서 생활습 을 검토하고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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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발생 자체를 방하는 1차 방을 심으로 한  ｢생활습 병｣의 인식을 국민

에게 심어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게 한 것이 그 배경이다. 

  그 후 2000년부터는 제 3차 국민건강만들기 책으로서 ｢건강일본21｣을 추진

하고 있다. 9분야 70항목의 내용을 정하여 구체  목표를 세워 1차 방에 

을 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다. 이  양․식생활 부문 목표는 <표 

4-12>와 같다. 

  2000년 5월에는 ｢건강일본21｣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의 건강만들기를 극

으로 추진하는 법  기반을 정비하기 하여 ｢건강증진법｣이 시행되었다. 2005

년부터는 10개년 략으로 국민 개개인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활동 인 생활을 

통해 활력 있는 사회의 구축을 해 ｢건강 런티어 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 2004년 4월에는 ｢메타보릭신드롬, 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의 정의

와 진단기 이 일본내과학회 8학회에서 발표되었다. 이것은 당뇨병, 고 압증, 

고지 증 등은 내장지방형비만과 강한 련이 있어 내장지방형비만에 이러한 

질병이 복되면 심질환, 뇌 질환의 발생 험률이 높기 때문에 내장지방을 

감소시킴으로써 당뇨병의 개선과 심질환, 뇌 질환의 발생 험률이 하된다

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이후로, 사증후군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운동, 

양, 연에서 건 한 생활습 형성을 해 국민운동을 개하고 있다.

  2) ｢건강일본21｣ 추진: 9분야의 생활습 병 방을 심으로 생활습 병 책  

추진 34), 

  ｢건강일본21｣은 9개의 역으로 설정되었고, 그  ‘ 양․식생활’ 역이 많

은 비 을 차지한다. 2005년～2009년까지 사용할 ｢일본인의 섭취기  (2005년

도 개정)｣을 책정하여 에 지  양소섭취량에 기 을 발표하고, 2005년 6월 

｢식사 밸런스 가이드｣개발과 보  활동을 하여 리 양사 등의 사업 개, 

식생활 개선 추진원 등의 지역자원 사에 의한 보 , 나아가서 식품산업등과 

연휴를 추진해 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후생과학심의회 지역보건건강증진

34) www.kenkounippon21.gr.jp/kenkounippon21/ugoki/kaigi/pdf/0704hyouka_tyukan.pdf#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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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회, 2007). 

  2003년 이후부터 건강증진법에 기반을 두어 국민 양조사가  국민건강․ 양

조사로 변화되어 국민의 건강상태, 식품섭취량, 양소섭취량의 실태를 악하

고 동시에 양과 건강의 계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서는 건강증진 책에 필

요한 기 자료 수집을 목 으로 한 국가조사로 매년 11월  1일을 정해 실시

한다. 

〈표 4-12〉일본의 ‘건강일본21’의 양․식생활 부문 목표 

목표분야 목  표

양소

섭취수

∙ 정 체 을 유지하는 인구비율 증가

   - 성인의 비만자(BMI≥25.0)의 감소

   - 아동․학생인 비만아(표 체 의 20%이상)의 인구비율 감소

   - 20  여성의 체 (BMI<18.5) 인구비율의 감소

∙ 20～40세 성인의 1일 당 지방 에 지비율의 감소

∙ 성인의 1일 당 식염 섭취량의 감소

∙ 성인의 1일 당 야채 섭취량 증가

∙ 칼슘이 풍부한 식품(우유,유제품), 두유, 녹황색채소)의 성인 1일 당 섭취량 증

가

행동

변화

∙ 자신의 정체 을 인식하여 체 조 을 실천하는 인구비율의 증가

∙ 아침 결식률의 감소

∙ 양과 질 모두 규칙 인 식사를 하는 사람의 비율을 증가 

   (1일 최소한 1식, 규칙 인 식사를 가족 등 2명이상과 즐겁게, 30분 이상 식사

하는 사람의 비율을 증가)

∙ 외식이나 식품을 구입할 때 양성분표시를 참고로 하는 사람의 비율을 증가

∙ 자신의 정체 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식사량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을 증가

∙ 자신의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개선의 의욕이 있는 사람의 

비율 증가

환경

수

∙ 직장 등에서 식시설, 스토랑, 식품 매장에 있어 건강한 메뉴의 제공 비율

을 올려 이용자 수를 증가

∙ 지역, 직장에서 건강이나 양에 한 학습의 장소를 제공할 기회를 늘려, 교육

에 참가하는 사람(특히, 은층)을 증가

∙ 지역, 직장에서 건강이나 양에 한 학습이나 활동을 진행시켜는 자주 그룹

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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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활지침은 국민의 식생활에서 특히 주의할  등 식생활개선의 구체 인 

기 으로 삼도록 2000년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문부성 3성이 공동으로 발표

하 다. 그 외 양표시기 제를 실시하여 후생노동성 신이 정한 양표시기

(1999년)에 따라 시 하는 식품의 양표시( 양성분 는 열량에 한 표시)

를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식의 양성분표시, 이 까지 사용해 

오던 양소요량을 개정하여 일본인 식사섭취기 (2000년)을 책정하 다. 

  양․식생활과 더불어 ‘신체활동․운동’ 역에서는  2006년 7월 ｢건강만들

기를 한 운동소요량｣을 ｢건강만들기를 한 운동기  2006: 신체활동․운

동․체력｣으로 개정하고, ｢건강만들기를 한 운동지침 2006 (exercise guide 

2006)｣를 책정하 다. ‘휴양․마음의 건강만들기’ 역에서는 건강을 지키기 

하여 필요한 3요소는 운동, 양, 휴양으로 충분한 휴양과 스트 스의 한 

통제가 마음의 건강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건강만들기를 한 

수면지침’을 2003년 책정하 다. 

  기타 생활습 병 책에는 이외에도 흡연, 음주, 구강건강, 당뇨병 리, 순환

기계 질환 리, 암 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일본21｣은 건강만들기에 한 각종 수량  지표를 목표로 설정하고, 국

민이 건강만들기 운동을 추진 략을 도입하고, 국민의 건강수 에 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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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체계 ․계속 인 모니터링과 평가체계가 마련되었다.  ｢건강일본21｣

의 간평가에서는 뇌졸증, 허 성심질환의 연령조정사망률에서는 개선의 경향

이 보이지만, 고 압, 당뇨병 환자 수는 특히 고령 남성에 있어 개선이 되지 

않았고, 비만자 비율, 일상생활의 운동도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건강일본21｣의 효과 인 추진을 한 과제로 다음 사항이 논의되

고 있다. 

  ∙ 총제 인 목표가 불명확 ( 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불명확)

  ∙ 목표달성을 향한 효과 인 로그램과 방법의 개가 불충분

  ∙ 정부 체나 산업계를 포함한 사회 체로서의 응 부족

  ∙ 의료보험자, 시정  계자의 역할 분담 불명확

  ∙ 보건사, 리 양사 등 의료 계자의 자질 향상에 한 처 불충분

  ∙ 상 악, 시책 평가를 한 데이터의 수집, 정비 불충분

  이에 따라 향후  ｢건강일본21｣의 양시책을 충실히 강화하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이 다섯가지를 심으로 하고 더 세분화된 분야별(각 항목) 

응이 추진 에 있음을 볼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양사업 근에서 이러한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Population Approach (사회 체의 계발): 국민이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지속 으로 제공한다.

∙ High Risk Approach (유병자, 비군에 한 개별  응): 개인의 상태별에 

의한 방  자립지원과 다직종 동에 의해서 실시한다.

∙ 산업계와의 제휴: 산업계의 자주  처를 유인하고 력을 한다.

∙ 인재육성(의료 계자의 자질향상): 국가, 도도부 , 의료 계자 단체, 의료보

험자 단체 등이 제휴한 인재양성을 한 연수 등을 충실히 한다. 

∙ 과학  근거의 기반한 시책 개: 데이터 악의 검토, 국민건강 양조사의 

검토, 도도부 ․시정 의 처 상황을 정기 으로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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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강진단에 의한 조기발견과 보건사업의 강화와 「표 건강진단 지도 

로그램」도입  

  40~70세 인구 약 5,700만 명  사증후군에 해당자수는 약 940만 명, 비군

은 약 1,020만 명에 달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책은 생활습 병의 철 한 

방, 특히 검진에 의한 해당자․ 비군의 조기발견과 한 보건지도가 요

하다. 검진의 목 의 하나는 질병을 조기발견 하여 조기치료 하는 것이며,  

하나는 질병의 험요인과 험요인에 향을 끼치는 생활습 의 유무를 체크

하여 그 험요인을 제거하거나 문제있는 생활습 을 개선하기 하여 보건지

도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보건지도에 의해 건강수 을 평가하고 건강한 생활습

을 실천하도록 행동변화를 구하여 질병을 방할 수 있다.

  가장 치명 이고 심신에 향이 큰 질환이 방되면 국민 체의 건강수 은 

크게 상승한다. 일본에서 쟁 후 맹 를 발휘한 감염증 방이 착실히 진행되

어 감염증 이환율이나 그것에 의한 사망률은 크게 감소되었다. 신에 당뇨병 

등 생활습 병의 발생률이 증가하여 지 은 국민의료비의 약 3분의 1, 국민 

사망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여 많은 질병 발생이나 장애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

다. 이후에도 생활습 의 향에 의한 비만자의 증가나 인구의 고령화 등에 의

해서 그 경향은 계속될 것이라고 상된다.

  건강진단에 의해서 생활습 병의 비군단계에서 험요인을 기에 발견하

고 생활습  개선을 해서라도 행동변화에 결합된 보건지도가 더 요하게 되

었고, 환자자신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고 개선을 한 의욕을 갖는 동기부여

가 요하다. 그 때문에 행동변화를 진하기 한 구조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제기되었다. 재 ｢표 인 건강진단․보건지도의 본연자세에 한 검토회｣에

서 과학  근거에 의한 효과 , 효율 인 건강진단과 보건지도에 한 ｢표

인 건강진단․보건지도의 로그램｣이 책정되고 있다. 

  생활습 병 방의 기본을 국민에게 넓게 보 하는 인구집단 근(Population 

Approach)와 생활습 병 비단계에서 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습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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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선을 진하는 고 험자 근(High Risk Approach)를 처시키는 등 보다 

효율 인 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개인의 주 인 책을 실 하기 해서는 

생활습  개선 등의 행동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체제 정비의 진 이 요하고 

건강검진과 건강 리에서 보건사업에 의한 생애를 통해 계속 인 건강 리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건사업에 있어서는 2002년부터 2004년에 

걸쳐 생활습 병의 1차 방을 목 으로 한 개인별 건강지원 로그램 ｢국민헬

스업 Health up 모델사업｣을 개발하 다. 이 모델사업을 실시한 시정 에서는 

비만, 고 압, 고 당 등의 험요인을 가진 사람이 감소했다는 효과가 있어 

2005년부터는 이 개인별 건강지원 로그램을 근거로 하는 ｢국민 헬스업 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 한, 2006년의 의료제도 구조개 에서 생활습 병 방을 

통해 ․장기 인 의료비 정화를 추진하는 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의

료비 정화 계획을 도입하여 생활습 병의 유병자․ 비군을 2015년까지 25% 

감소할 것을 목표로 하고, 더불어 40세 이상의 보험가입자에 하여 당뇨병 등

을 포함한 건강진단․보건지도 실시가 의무화되었다.  

  4) ｢건강 런티어 략｣의 추진, 2005～2014년

  2005년부터는 10개년 략으로 국민 개개인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활동 인 

밝고 활력있는 사회의 구축을 해 ｢생활습 병 책의 추진｣과 ｢개호 방의 추

진｣을 심으로 ｢건강 런티어 략｣을 추진 이다. 10년간에 건강수명을 2

년 정도 연장할 것을 목표로 한창 일하는 사람, 여성, 고령자등 국민 각층을 

상으로 ｢생활습 병 책의 추진｣, ｢여성의 암 긴 책｣, ｢개호 방의 추진｣에 

한 시책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를 지지하는 ｢보건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

고 있다.

  5) 개호 방 10개년 략

  고령자의 생활기능 하, 요개호의 원인이 되는 뇌졸 이나 골 , 인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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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한 막기 해 2004년에 개호 방의 10개년 략을 책정하여 개호

방 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개호보험제도 개 에는 방 시형 시스템으로의 환을 주요 골자로 

종래의 방 부에 한 상자 범 , 서비스 내용, 어매니지먼트를 개선하

고 새로운 방 부로 재편했다. 한, 생애 스포츠, 문화활동을 통한 개호

방을 추진하고 있다. 효과 인 개호 방 로그램의 개발과 보 체제를 확립하

기 해 ｢개호 방연구․연수센터｣를 설립하고 과학  근거에 의한 개호 방 

로그램의 개발 연구와 지도, 보 을 한 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006년

도부터 지역 지원사업을 재편성하여 실시 이다. 

  3. 일본의 앙과 지방의 행정체계35) 

  일본의 양 련 앙정부의 행정조직으로는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문부과

학성과 식품안 원회를 들수 있다(표 4-13). 후생노동성이 주무 부처이며, 

양 업무는 여러 부처에도 기능이 있다. 식량정책을 소 하는 농림수산성에서는 

생활개량보 원이 농림어업종사자의 식생활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문부과학성

에서는 학교 식에 개입하여 아동, 학생의 양개선이나 일본식품표 성분표의 

책정 등을 실시한다. 기타 국토교통성  방 청에서도 각각 소 시설의 식

을 통해서 양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 후생노동성 본청  산하 기  

  1999년 7월에 성립한 성청개 련법에 의해, 2001년에 후생성과 노동성을 

통합하여 후생노동성으로 개편되었다. 이것에 따라, 양에 한 행정 심은 

양개선법(  건강증진법)을 소 하게 된 후생노동성 『건강국 총무과 생활습

병 책실』로 이 되었고, 이 곳이 심이 되어 공 양, 양개선, 건강증

진 시책의 계획․입안이 이루어진다. 지역에서는 도도부 과 보건소를 설치할 

35) 厚生労働省の조직: http://www.mhlw.go.jp/general/work/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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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령시, 동경도특별구 포함)의 양주 과가 그 실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즉, 

양행정은 앙(후생노동성) ⇒ 도도부 ( 생주 부 ⇒ 보건소) ⇒ 시정 (

생주 부)의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국 총무과 생활습 병 책실」은 양사법, 건강증진법, 조리사법 등에 

기반을 두어 국민건강증진이나 생활개선, 생활습 병 책, 식생활의 지도, 

양사, 조리사 련 시책을 실시하고, ｢의료국 기획과 신개발식품보건 책실｣은 

양표시기 이나 건강기능식품에 한 시책을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는 양 반에 한 심의조정기구로 ‘후생과학심의회’( 원은 약 

20명 정도)에 여러 부회  ‘지역보건건강증진 양부회’( 원은 약 20명 정도)

에서 양에 한 심의를 통하여 양정책에 한 조정과 자문역할을 맡는 자

문기구를 운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건강국총무과」는 지 까지의「지역보건 

건강증진 양과」의 업무를 인계받아 다음 업무를 하고 있다. 

〈표 4-13〉일본의 양행정 조직 

련 부처
/행정 조직  할 분야 

후생노동성

․국민 개개인의 건강만들기와 생활습 병의 방을 한 양  
식생활에 한 처
․건강일본 21을 통한 생활습 병 책 추진 
․ 사증후군 책            
․개호 방 10개년 략 
․건강 론티어 략          
․건강진단을 통한 조기발견과 보건사업의 강화 
․식사밸런스가이드 보

농림수산성

․건 한 식생활을 해 농림어업과 식품산업에 한 올바른 지식보 과 
식문화 계승
․식량자 률 향상
․식사밸런스가이드 보
․식량․농업․농  기본계획 추진 
․지역고유의 식품, 농림수산물, 농림수산업, 식품산업에 한 바른 

이해와 지역의 우수한 식문화 승 등의 국민운동 추진

문부과학성
․학생에게 식생활에 한 올바른 지식과 식습 이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식, 양교사를 통한 식생활 교육
․학교 식의 일본농산물 활용 진

식품안 원회 ․식품의 안 성에 한 정보제공과 의견교환

지방정부, 자치단체 ․지역사업의 개(보건소, 시정  보건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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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후생성 산하 연구기 으로는 「국립보건의료과학원」과 독립행정법인의

로「독립행정법인 국립건강․ 양연구소」가 있다. 

나. 후생노동성의 지방조직: 후생노동성 지방후생국

  후생노동성의 지방조직인 ‘지방후생국’은 국에 7국 (북해도후생국, 동북후

생국, 동후생국, 동해북륙후생국, 킨키후생국, 국사국후생국, 구주후생국)이 

있다. 지방후생국의 조직을 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지방후생국 (킨키후생국의 조직)

        (1) 총무과

        (2) 건강복지부: 양건강에 한 업무를 수행하며, 건강과, 복지과, 의

사과, 식품 생과, 사회보험과, 지도․감사부문  

        (3) 마약감시부

〔그림 4-4〕 일본의 앙  지방의 양행정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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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부서  할 분야 

건강국

 ∙「지역보건 건강증진 양과」에서 보건소 등을 통한 지역보건의 향상, 당뇨

병, 암 등 생활습 병의 책 추진을 도모해 국민 개개인의 건강 증진 

책 련 업무 

   - 국민의　건강증진  양개선, 생활습 병에 한 업무　

   - 식생활지도　

   - 생교육　

   - 양사, 리 양사, 조리사에 한 업무

   - 지역의 건강 향상 련 업무

   - 지방 생연구소 기타지방공공단체의 생에 한 시험검사연구시설에 한 

업무

의정국
∙ 고령화, 질병구조의 변화, 의료의 질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하여 21

세기에 있어서의 양질이고 효율 인 의료제공 체계 련 업무 

고용균등․

아동가정국

∙ 소자녀화 등에 응해 보육서비스 등의 육아지원 책, 아동학 방지 책, 

모자가정  과부의 자립지원 책, 아동의 건 육성 책, 아동수당, 모자보

건의료 책 등 아동과 가정에 한 복지, 보건의료, 수당 등 시책 추진 업

무 

의약식품국 

(식품안 부)

∙ 의약품․의약 부외품․화장품․의료기기의 유효성․안 성의 확보 책식

독의 방지에 만 을 기하고 식품에 한 각종 기  책정,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의 안 성을 확보한다고 하는 요한 시책 련 업무 

∙ 식품안 부에서는 식 독의 방지에 만 을 기하고 식품에 한 각종 기 의 

책정,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의 안 성을 확보 시책 련 업무 

노건국 ∙ 고령화 사회에서 개호보험제도 등 고령자의 건강․복지에 한 업무 

보험국 ∙ 의료보험 제도 련 업무 

정책통활  

2명(국장 ) ∙후생노동성의 종합 인 동시에 기본 인 정책을 책정  정책평가 실시

신 방

(통계정보부)

∙후생노동성의 행정을 총 하는 기본정책의 입안, 법령의 제개정, 산편성, 

조직, 인사 등을 포함하고 종합 조정 업무 

∙국민건강 양조사 등의 기획․실시, 후생노동성의 행정정보화 추진을 한 

정보처리 시스템의 기획․개발 련 업무 

〈표 4-14〉일본 후생노동성의 양업무 련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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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각부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실에 하는 내각부는 청소년 육성, 식육추진, 소자화

책, 고령화 책, 장애자 책, 교통안 , 범죄피해자, 자살 책, 공생사회 책 등

을 소 한다. 

  국민의 건강 수명의 연장을 해서 국민 각각의 입장에 따라 방을 시한 

건강만들기를 국민운동으로서 개하고, 기술과 제공체제의 개 을 통해서 병

을 앓은 사람이나 장해가 있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 충실한 인생

을 보낼 수 있도록 ‘신건강 런티어 략’을 책정하기 해 내각 방장 , 내

각부 특명담당 신(과학기술 정책, 신, 식육), 문부과학 신, 후생노동 신, 농

림수산성 장 , 경제산업 신이 참가하여 ｢신건강 런티어 략｣을 논의 이

다. 신건강 론티어 략 목표는 다음의 3가지이다.  

∙ 아동, 청소년, 장년층, 여성, 고령자층 등 국민 각 개인의 입장에 응한 건

강 책 

∙ 생활습 병 책, 식육, 암 책의 추진 등 건강수명 연장을 향한  책

∙ 유병자․장애자․고령자․개호자를 한 지원 등 신체기능의 보완․강화를 

통한 인간 활동 역의 확장

라. 문부과학성

  양과 련된 문부과학성의 주요 업무는 학교 식 리이다. 문부과학성의 

주요 양 련 조사로는 건강교육(보건․ 식)에 한 조사, 학교보건통계조사

(아동, 학생  유아의 발육  건강상태), 학교 식 실시 상황 조사, 학교 식 

양 보고 등이 있다. 

  양교사 제도가 실시 이며, 식육법에 근거하여 학교에서의 식육추진기본계

획에 참여하고 있고, 양교사를 통하여 식사지도를 장하고 있다. 

  학교에서 식육의 추진에서 양교사의 핵심 인 역할을 시하고,  도도부

에 양교사의 조기 배치에 의한 식생활 지도 체계의 충실을 한 시책을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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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양교사제도의 원활한 실시, 식육추진 교류 심포지엄 개최, 식생활 

학습교재의 작성․배부나 학교 식에 있어서의 그 지방 산물의 활용의 추진 등

을 통해서 학교에서의 식육추진을 극 으로 개하고 있다.

마. 농림수산성

  최근 일본의 식생활은 해외로부터의 식량의 수입이 증가하여 음식의 서구화

나 생활양식의 다양화가 진 되고, 지방의 과잉섭취로 양불균형, 식량자원의 

낭비 등 여러 문제가 표면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농림수산성에

서는 2000년 3월 당시 후생성, 문부성과 공동작업으로 10항목으로 구성된 ‘식

생활지침’을 책정하 다. 식생활지침의 보 ․정착을 해서 후생노동성, 문부

과학성 등과 제휴하여 국 인 보 활동과 국민  운동을 개해 가고 있다.

바. 도도부 의 양행정 

  도도부 의 생주 부에 건강증진과, 양계 등이 설치되어 있고, 양에 

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활동에는 ①도도부  양개선 계획 책정 ②도도부

민 양조사 ③보건소  시정  양개선사업의 조정, 보조 ④식생활개선지구

의 육성지도 ⑤집단 식시설의 리운 지도 ⑥ 양사, 조리사의 면허교부업무 

⑦ 양사, 조리사 양성시설의 지도감독 ⑧ 양 련단체의 육성지도 ⑨각종 건

강만들기사업의 기획  추진 등이 있다.

  도도부 에 설치된 보건소는 지역주민에 한 공 양, 양개선의 직

인 창구가 되어 양지도를 하고 있다. 1994년에 지역보건법, 양개선법이 개

정되어, 보건소 업무의 일부가 시정 에 이 되어, 양행정도 지역주민에게 

착하여 개하고 있는 이며, 최근에는 보건소 할구역의 정비, 보건소 수의 

축소와 규모의 확 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소 업무를 분류하면 1) 사업의 기

획·조정·지도  필요한 사업의 실시 2)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증진을 도모

하기 한 사업 실시 3) 시정  상호간의 연락조정, 시정 에 한 기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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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시정  직원의 연수, 기타 필요한 지원 등이다.

사. 도도부  ‘건강과학센터’

  국가의 지원에 의해 1972년부터 각 도도부   정령시에 건강증진시책의 거

으로서 「건강증진센터」의 설치가 진되어 왔다. 건강증진센터에서는 개인

의 건강수 을 측정하고, 신체 , 사회  상황에 의한 식생활지도, 운동지도 등

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극 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한 1995년부터 

도도부   정령시의 건강만들기 심시설로 건강증진센터를 「건강과학센

터」로 개편하여 건강증진 체험 부문, 정보수집․제공 부문, 시설 부문, 연구 

부문 등이 설치되어 ① 선진 , 독창 인 건강만들기에 한 로그램 개발 ②

모델  체험사업의 실시 ③각종 연수 실시　④ 계기  기술 지원 ⑤각종 정보

수집  제공 ⑥조사연구　⑦ 고보 　⑧기타 련업무를 하고 있다. 

아. 시‧정‧  보건센터 

  이 까지 일부 시‧정‧ 에서 생주 과에 양사를 배치하고, 지역주민의 

양개선업무를 실시하여 왔지만, 보건상담, 보건지도 등 지역주민에 착한 

인보건서비스를 수행하기 하여 후생성공 생국장의 통지를 근거로 시‧정‧

의 건강만들기를 추진하는 장소로 1977년부터 정비되어 왔다. 재 시‧정‧

의 조직은 지역보건법에 의해 법 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시‧정‧  보건센터는 

지역보건법  양개선법에 의해 지역주민과 착하고 질이 양서비스를 포

함하는 보건서비스를 수행하게 되었다. 시‧정‧ 에 소속하는 양사는 일반

양지도나 양상담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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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본의 양 련 법제도 36) 

  공 양활동에 한 양행정 계 법규는 양사법, 지역보건법, 건강증진

법, 모자보건법, 노인보건법, 조리사법이 있다. 그 밖에 병원 식 련은 의료법

에 명시되어 있고 학교에 해서는 학교 식법 등이 주요 법률이 있다. 

가. 건강증진법

  1952년에 양개선법이 제정된 이후 반세기에 걸쳐 국민 양개선을 한 조

사, 연구, 보 계몽활동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양  식생활의 변화로 

양과  다른 한편으로 양부족 그리고 양의 편향이 큰 사회문제로 두되었

다. 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질병구조의 변화로 생활습 병이 증가하고 

양만이 아닌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기능회복과 유지, 질병에 걸리지 않

도록 하는 것이 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을 응하여 2002년 3월 「건강

증진법」이 제정되었다. 이 건강증진법에서는 「건강일본 21」의 추진으로서 

의사, 리 양사, 양사, 보건사 등과 보건소나 보건센터의 행정 계자와의 

력에 의해 국민의 건강만들기가 발표되었다. 

나. 양사법

  양사 신분과 제도에 해서 명확히 하고 국민 양에 한 지도의 통일을 목

으로 하여 1947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속한 고령화에 의한 질병구조의 변화, 국

민건강만들기 추진 등에 의하여 양사 업무분야의 하나인 고도의 양지도를 

한 문지식이 필요하게 되면서 1962년에 리 양사제도가 도입되었다. 한, 

1985년 양사법과 양개선법이 개정되어 양사시험 폐지, 리 양사의 국가시

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36) 厚生労働省編. ｢H18年版　厚生労働白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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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보건법

  1937년 지역보건법이 제정되어 보건소업무의 하나로 양개선이 통합되었고, 

1947년에 양사 배치가 규정되었다. 그 후, 지역보건행정에 한 사회  여건

도 변화하여 1994년 보건복지의 강화충실을 목표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

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유지를 목 으로 한 기본  지침」이 고지되어, 건

강증진을 목 으로 보건․복지․의료의 제휴가 시작되었다.

  한, 이 제도에 의해서 보건소 리 양사의 업무는 역 , 문  그리고 

기술  거 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시정  리 양사 업무는 지역주민 

착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었다.

라. 모자보건법

  모성보호의 존 , 모자의 건강유지증진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보건소의 모

자보건행정은 1994년 지역보건법 개정에 의하여 부분의 모자보건 책사업이 

시정 에 이양되었다. 시정 에서 실시하는 양업무는 임산부, 유아, 1세 6개

월, 3세 아동의 건강진단  보건지도 등에 포함되어 1995년부터 약 10년간 육

아지원을 기획하여 「angel plan」이 2000년에는 「건강한 친자21」사업이 수립

되어 자녀화 책과 21세기 모자보건에 한 국민운동으로서 역 인 육아지원 

추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 노인보건법

  1982년 노인보건법이 공포되어 고령화 사회를 향한 노인의 건강만들기와 노

인의료체제가 세워졌다. 1993년 보건복지계획의 일환으로 각 자치제의 노인보

건복지계획이 책정되었다. 그 후로 1차, 2차, 3차가 계획되어 2000년에는 제 4

차 5개년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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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식육기본법 

  식육기본법은 내각부가 심이 되어 2년의 검토후에 2005년 6월 제정되었고, 

2006년 9월에는 내각부에 특명담당 신이 식육담당 신에 임명되어 식육추진기

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식육추진체계는 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

산성과 함께 도도부 , 시정 과 식품사업자, 농립어업자, 교육‧보육‧의료‧보건 

계자와  각종단체가 참여하여 국민운동으로 개하고 있다. 이에 해서는 

구체 으로 다음 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 법은 가정의 역할과 사회구조의 변화, 국제교류의 증진, 식생활 환경의 서

구화, 식품 련정보의 범람 등으로 인하여 국민 식생활의 안 이 받고 있

는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의 올바른 식생활에 한 개념을 심어주고, 바람직한 

식품 선택 등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 이

며, 한 우수한 통식문화의 유지, 계승, 발 과, 식품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구축 등 올바른 식생활에 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한 식생활 교육과 

한 식품환경의 구축을 목 으로 하고 있다. 　

  5. 개호보험제도와 개호 양서비스 37)

  개호보험이 2000년 4월부터 도입되어 국 으로 실시되면서 개호보험재정에 

기감이 커지고, 경증자의 이용이 높아지면서 요지원, 요개호 상태를 사 에 

방하기 해서 2005년 개호보험을 개정한 ‘신개호보험법’에 따라 방을 

시한 개호 방사업을 포함하는 시스템으로 2006년부터 환되어 새로운 방서

비스에 한 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역에서 포 , 연속 으로 개호 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개호 방사업의 주

요 내용  하나로 식비 여를 를 폐지하고 신에 리 양사에 의한 ‘ 양

어 메니지먼트(NCM라고도 함)’를 도입하 다. 

37) 厚生労働省編. ｢H18年版　厚生労働白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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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변화 

추진 단계 추진 내용

 제1기 2000년 4월 ∙ 제1기 사업계획 (2000~2004년도): 개호보험시행

2003년 4월 ∙ 제2기 사업계획 (2003~2007년도)

 제2기 2005년 6월 ∙ 신개호보험법 가결․공표

2005년 10월 ∙ 거주비․식비의 재검토

 제3기 2006년 4월 ∙ 제3기 사업계획 (2006~2008년도): 신 개호보험법 시행

   신 방 여의 창설: 개호의 증화를 억제하기 하여 운동기능 

향상 등을 실시

   지역 착형 서비스의 창설: 정든 지역에서 안심한 재택생활을 

지내도록 다양하고 유난한 서비스 제공

   지역지원사업의 창설: 요지원․ 요개호상태로 되기 부터 개호

방사업의 추진, 지역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상담이나 개

호 방 Care management를 실시

 제4기 2009년 4월 제4기 사업계획 (2009~2011년도): 개호보험법의 재검토 정

∙ 피보험자․ 수 자의 범  재검토

∙ 방 부  지역지원사업의 재검토

  일본의 양 어매니지먼트(NCM)의 사업 운  차는 상자에 한 양평

가를 통해 양 상태를 확인하고 서비스의 기본 조합의 구성하여 어 랜을 

세우며, 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운동기능, 구강기능, 방문개호 서비

스  복약지도 등 다직종과 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식육추진의 기본계획38)

가. 도입배경

  최근 건 한 식생활이 무 지고 있고 음식을 둘러싼 상은 기 인 상황에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이나 사회 체가 아동의 식육(食育)을 시작하여 생활습

38) http://www.mext.go.jp/b_menu/houdou/18/04/06041001/0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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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등의 방, 고령자의 건 한 식생활과 즐겁게 식탁을 마주 할 기회 확보, 식

품의 안 성의 확보와 국민의 인식증진, 식량자 율의 향상, 통 있는 식생화

문화의 계승 등이 요구되고 있다.

나. 식육추진의 기본 방침 

  지 까지 식육에 한 응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기 인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기본계획에 근거해 

국민운동으로서 식육을 통해 국민이 생애에 걸쳐 건 한 심신을 길러 풍부한 

인간성을 기를 수 있는 사회의 실 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으로 추진

하고 있다. 

① 국민의 심신의 건강의 증진과 풍부한 인간 형성

   건 한 식생활에 필요한 지식이 연령,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른 을 고려

하면서 심신의 건강증진과 풍부한 인간 형성을 목표로 시책을 강구한다.

② 음식에 한 감사와 이해

   여러 가지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음식에 한 감사나 이해가 깊

어지도록 배려하는 시책을 강구한다.

③ 식육추진운동의 개

   국민 개개인의 이해를 얻는 것과 동시에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식육을 추진

하기 해서 국민이나 민간단체 등의 자발  의사를 존 하여 다양한 주체

의 참가와 제휴를 통해서 국민운동이 되도록 시책을 강구한다.

④ 아동의 식육에서 보호자, 교육 계자의 역할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 교육․보육 계자의 의식 향상을 도모하여 어린이가 

즐겁게 음식을 배우는 것을 극 으로 추진하도록 시책을 강구한다.

⑤ 음식에 한 체험활동과 식육추진 활동의 실천

   가정, 학교, 지역 등 여러 분야 다양한 주체로부터 음식을 배울 기회가 제공

되어 국민이 극 으로 식육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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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추진의 구체적 목표 

 (1) 식육에 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비율 증가

    70%(2005년) → 90% 이상 

 (2)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국민의 비율 감소

    등학생 4%(2000년) → 0%
    20  남성 30%, 30  남성 23%(2003년) → 모무 15% 이하 

 (3) 학교 식에 있어서의 그 지방 산물을 사용하는

    21%(2004년, 식품재료수 베이스) → 30% 이상

 (4)｢식사밸런스 가이드｣등을 참고로 식생활을 하는 비율 증가 

    60% 이상

 (5) 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을 인지하는 국민의 비율 증가 

    80% 이상

 (6) 식육의 추진에 련되는 자원 사 수의 증가

    상치의 20% 이상 증가

⑥ 통 인 식생화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룬 생산 배려, 농산어 의 활성화와  

식량자 율의 향상에 기여 통 있는 식생화문화의 계승이나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료 생산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과 동시에 식량수 에 

한 국민의 이해 진과 도시와 농산어 의 공생을 통해 농산어 의 활성화

와 식량자 율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시책을 강구한다.

⑦ 식품의 안 성 확보에서의 식육의 역할

   식품의 안 성 등 식품에 한 폭넓은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공하고 

행정, 계단체, 소비자 사이의 의견교환이 극 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강구한다.

다. 식육추진 목표

  2006～2010년까지 5개년 식육추진의 구체 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식육을 

국민운동으로서 여러 계부처와 도도부 , 시정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추

진체계를 가지고 아래와 같이 수량 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목표의 달성

의 한 종합 인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있다(표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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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교육 펌의 처가 되고 있는 시정 의 비율 증가

    60% 이상

 (8) 식품의 안 성에 한 기 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비율 증가 

    60% 이상

 (9) 추진계획을 작성․실시하고 있는 도도부   시정 의 비율 증가 

    도도부  100%, 시정  50% 이상

추진주체 추진 과제

(1) 가정

○ 생활리듬의 향상
   아침식사 섭취, 조기취침 등 아동의 생활리듬 향상을 한 계몽 활동
○ 아동의 비만 방의 추진
   양․운동 양면으로부터의 비만 방 책
○ 바람직한 식습 이나 지식의 습득
   학교를 통한 보호자에 한 양 리지식 등의 보 , 가정교육수첩의 
배부․활용
○ 임산부나 유아에 한 양지도
   임산부 등의 양지도의 충실, 임산부의 건강문제 등에 한 조사연구, 

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른 양지도 등
○ 양교사를 핵심으로 한 응
   양교사를 핵심으로 한 식육추진, 보호자나 교직원 등에 보
○ 청소년  그 보호자에 한 식육추진
   청소년 육성에 한 이벤트에서 계몽이나 정보 제공

 (2) 학교,    
탁아소

○ 지도체제의 충실

   양교사의 국배치의 진, 학교에서의 식육의 조직 ․계획 인 추진

○ 아동에 한 지도내용의 충실

   학교의 체 인 계획책정, 지도시간의 확보, 체험활동의 추진 등

○ 학교 식의 충실

   학교 식의 보 ․충실과｢산 교재｣로서의 활용, 학교 식의 지역 농산물 이용

○ 식육을 통한 건강 상태의 개선 추진

   식생활의 건강 향의 조사와 이를 근거로 지도 로그램 개발

○ 탁아소의 식육추진

   보육 계획에 연동한 조직 ․발 인｢식육계획｣의 책정 추진

(3) 지역

○ 양균형이 뛰어난 ｢일본형 식생활｣의 실천

   ｢일본형 식생활｣의 실천 진을 한 정보 제공 

○｢식생활지침｣이나 ｢식사 밸런스 가이드｣의 활용 진

   ｢식생활 지침｣의 보  계발,｢식사 밸런스 가이드｣의 달 진

○ 문  지식을 가지는 인재의 양성․활용

   리 양사․ 문조리사의 양성과 다면 인 식육활동의 추진

〈표 4-16〉일본 식육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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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추진 과제

○ 건강만들기나 의학교육 등에서의 식육추진

   의료기  등으로 식육의 보 , 건강상태에 따른 양이나 운동지도

○ 식품 련 사업자에 의한 식육추진

   식품 련 사업자에 의한 체험활동의 기회 제공, 정보나 지식 제공

(4) 식육추진 
운동 개

○ 식육월간의 설정․실시

   식육월간의 설정(매년 6월)에 의한 ․효과 인 캠페인

○ 계속 인 식육추진 운동

   식육의 날 설정(매월 19일)을 통한 지속  캠페인, 캐치 이즈 활용

○ 각종 단체와 국 인 제, 지방자치단체를 심으로 하는 력체제의 구축

○ 민간의 식육활동에 한 표창의 실시

○ 국민운동에 이바지하는 조사연구와 정보제공

○ 식육에 한 국민의 이해 증진

○ 자원 사 활성화, 식생활개선추진원 등에 의한 건강만들기 활동의 구

(5)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진, 
환경과 
조화를 
이룬 
농림어업 
활성화

○ 도시와 농산어 의 공생의 진

○ 아동을 심으로 한 농림어업 체험활동의 진과 소비자에 한 정보제공

○ 농림어업자 등의 교육 계자와의 제휴에 의한 체험 활동 기회의 제공

○ 지역농산물 이용의 추진

○ 바이오매스 이용과 식품 리사이클의 추진

   바이오매스의 종합이용에 의한 지역순환 시스템의 실용화, 식품 리사이클의 

필요성에 한 계몽 

(6) 식생활
   문화의 

계승을 
한 

   활동지원

○ 자원 사 활동

   식생활개선추진원 등에 의한 부모와 아동 요리교실 등으로 향토 요리 활용

○ 학교 식에서 향토 요리의 극 인 도입이나 이벤트의 활용

   학교 식에서 향토 요리 등의 도입, 각종 이벤트에서 향토 요리 소개

○ 문 조리사의 활용

○ 식생활문화의 보 에 한 국 각지의 사례 수집․보 , 정보 제공 

○ 식생활문화의 

(7) 식품의 
안 성, 

양  
식생활에 

한 조사, 
연구, 정보 
제공과 
국제교류 
추진

○ 리스크 커뮤니 이션 충실

○ 식품의 안 성이나 양에 한 정보 제공

○ 기 인 조사․연구의 실시

   국민건강․ 양조사의 실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의 종합 인 수집․해석, 
농림어업, 식량 생산에 한 통계조사의 실시

○ 식품표시제도를 재검토하고 동제도의 보 ․정착

○ 지방자치단체나 계단체에 의한 각종 정보의 수집․제공

○ 식육의 해외 개와 해외 조사 추진

○ 국제 인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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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육 추진을 한 략

 일본은 식육기본법의 추진을 해서 다음과 같은 체계 인 략을 통해 사업

을 개하고 있다. 

   ∙ 다양한 계자와의 제휴와 력의 강화

   ∙ 도도부 에 의한 추진계획 책정과 시책의 추진

   ∙ 극 인 정보 제공과 국민의 의견 악: 식육에 한 정보의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국민의 의견을 악하여 반 한다.

   ∙ 추진상황의 악과 효과 평가  재정 조치의 효율  운용: 시책의 종합

이고 계획 인 추진을 도모하고 추진상황의 악과 효과의 평가를 실

시힌다. 한 산의 효과 인 이용 에서 선택과 집 의 강화 등을 

도모한다.

   ∙ 기본계획의 재검토: 계획기간  종료 이라도 필요에 따라 재검토의 필

요성이나 시기 등을 시에 히 검토한다.

제4  정책  시사  

  미국, 유럽과 일본의 양정책과 리체계, 그리고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양정책에 주는 시사 은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양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앙과 련기 , 지방

에서 국가 목표와 방향에 맞추어 일 성 있는 방향으로 국가가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사업의 진척도와 수행정도를 악하기 해서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은 이러한 목표의 설정과 모리

터링과 평가에는 과학 인 근거에 바탕을 둔 국가 양문제의 진단과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다.  

  미국의 'Health People 2010'의 국가 양부문 목표, 유럽의 ‘1, 2차 국가식품

양 정책 실행 계획’과 ‘EC의 양백서의 목표설정’, 일본의 ‘건강일본21’과 

‘건강 런티어 략’, ‘식육추진 목표’ 등이 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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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세우고 양부문 

목표와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있으나 추진이 미흡하며, 국가의 양목표가 일

성 있게 앙과 지방, 민간의 련 정책과 사업에서 수용되지 않고 있음에 비

하여 차이가 있다.  

  둘째, 양사업이 가지는 다원성(multi-sectoal)과 여러 정부 부처에 걸친 사업

을 조정하여 복을 피하고 일 성 있는 정책의 추진과 조체계를 확보하기 

해서 양정책 조정기구나 기 의 마련을 강조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법 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유럽의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와 같이 국가 양심의회(NNC)를 두고 있는 국

가가 있으며, 국에서는 과학자문 양 원회(SACN)를 두고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1차  2차 유럽지역 식품 양 실행계획을 추진하면서 부문별 정책 

조정을 요한 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반 인 양정책조정기구는 

없지만, 국가 양모리터링  연구 법령에 근거하여 통령 산하에 국가 양모

니터링 원회‘를 설치하여 보건후생부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역할을 조정한다거

나 식생활지침 원회를 구성하여 식생활지침을 공동으로 보 하는 등 업무별로 

조정기 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일본도 범부처 사업으로 식육추진계

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식생활지침은 후생노동부,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이 공

동으로 공표하고 있다. 

  셋째, 정책 조정기구를 두는 것과 함께 계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는 이다. 즉, 보건부처, 농업부처  학교 교육 담당 부처, 식품안 특별

기구 들의 역할의 복을 피하고 조기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

고, 각 부처나 기 의 고유 역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며, 지속 으로 조체

계를 통하여 조정하여 소비자와 국민 심으로 일 성 있는 정책과 권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달하도록 하고 있다.  

  식생활지침, 양조사  감시체계에서는 공동으로 보 하거나 역할을 분담

하여 정책과 사업의 복을 피하고, 소비자나 국민에게 일 성 있는 양과 

한 건강메세지와 식품 양정보가 달될 수 있도록 권 를 가진 심기 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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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설정하여 활동 역을 설정하고 있다. 국의 보건부, 식품안 기구(FSA)와 

아동‧학교‧가족부가 국민 양 리에 한 역할 분담 사례, 미국의 보건후생부

와 농림부의 양교육에 한 역할 분담 사례, 일본의 최근 식육추진체계와 식

지침지침의 련 부처(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농림수산성)의 역할과 공동 추

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넷째, 고령화, 비만과 만성질환의 유행,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에 처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해서 양사업은 과거의 식품 해 측면 보다는 건강증진, 

만성질병 감소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사업이 연계되어 개발되고 추진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단독의 사업보다는 신체활

동 증진을 병행한 건강증진사업, 비만  만성질병 방사업과 연계하여 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 세계 으로 공통된 추세이다. 

  최근 미국의 ‘Healthier US the President's Health and Fitness initiative’나 유럽

의 ‘EC 양백서: 양, 과체 , 비만  련 건강문제 처를 한 유럽 략 

백서)’와 ‘2차 식품 양 실행계획’, 일본의 ‘건강 론티어 략’과 생활습 병 

방을 목표로 하는 ‘건강일본21’  ‘표 건강진단 지도 로그램’ 도입은 최근

의 양정책의 흐름이 신체활동과 병행하여 추진하면서 만성질환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하거나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동향의 표 인 사례이다. 

  다섯째, 국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해서 정부의 보건, 복지, 

농업, 환경, 주거, 사회정책 부서 등 여러 련 부처와 기 이 공동으로 양사

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주체, 즉 Key actors 로서 민간부문, 식품산업

체, 외식업체, 여성단체,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부문의 민간과의 연 와 조

체계를 통한 트 -쉽 구축을 강조하여 실제로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하고 있다. 

   유럽의 ‘EC의 양백서 추진’, ‘2차 식품 양실행계획’, 국 FSA의 다양한 

주체(여성단체, 음식 , 단체 식, 학교)와 네트 크나 의회 구축, 일본의 식

육추진체계에서와 같이 련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참여를 

강조하는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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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기본 방향 

  고령사회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  부담이 높은 사회로 질병부담을 

완화시키기 해서 양과 식생활이 미치는 향이 크다. 앞서 제2장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양 리체계는 앙과 지방행정조직에서 보건, 복지, 

농업, 교육, 여성 등 여러 부처에 다원화되어 산재되어 있으며, 각 부처의 산하

기 에서도 거의 연계 없이 각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사회

의 양사업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업이 확장되고 각 분야에서 독자

으로 연계 없이 확 되고 있다. 아직까지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국가 양목표

와 방향, 그리고 략이 수립되지 않은 채로 각 부처, 각 기 마다 사업을 확장

하고 있어 고령화시 에 국민의 양서비스 수요에  효과 으로 부응하는 못하

고 있으며, 련 업무에 한 조정과 통합기능이 없이 복되거나 필요한 사업

이 공백상태에 있는 경우도 많고, 자원과 양성된 인력이 제 로 활용되지 못하

고 있다. 

  그동안 수립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 ｢어린이먹거리안  

2010｣, ｢학교 식종합 책｣, ｢학생건강증진종합 책｣, ｢고 압‧당뇨병 리사업 

(만성질환 리 책)｣, ｢심‧뇌 질환 종합 책｣, ｢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암정복 10개년계획｣, ｢보육발 계획｣ 등은 여러 부처가 공조하여 시행해야 

할 국가  정책으로 모두 양과 련이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각각의 국가계

획에서 양분야가 일 성 있는 목표를 가지고 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조

가 필요한 역이 력체계가 없거나 기능분담으로 조율되지 못하고 각각 별도

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양정책의 목표와 비젼을 설정하고,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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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과제를 제시하고, 구체 인 방안을 세부 으로 제시하고자 하 다. 

  1. 국가 양정책의 기본 추진 과제 

  국가 양정책의 장기 인 비젼과 방향을 고령화사회에 비한 국민건강의 

증진과 질병부담의 감소에 두고 이를 한 정책목표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을 추진하는데 두고자 한다. 

  이를 해 목표는 크게 2가지로 첫째, 양에 기인한 비만과 만성질병의 감

소, 둘째, 취약계층의 양수  향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국가 양 리의 기본 추진 방향을 다음의 4가지로 제안하 다(그림 5-1). 

  첫째, 국가 양 리체계의 정립과 조정 력체계의 구축

  둘째, 국민 체( )에 한 올바른 식생활을 보장하기 한 교육, 정보의  

효과  제공

  셋째, 양취약계층에 한 양서비스 달체계의 개선과 확충 

  넷째, 정부 사업의 효과와 문제를 악하고, 국민의 양상태의 추이를 악

하기 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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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국가 양정책의 장기 목표와 추진 략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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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양정책의 추진 방향 

  추진 과제로는 크게 4가지를 들었다. 첫째, 국가 양 리체계의 정립과 

조정 력체계의 구축이다. 둘째, 국민 체( )에 한 올바른 식생활을 보장

하기 해서 올바른 양정보의 보편  근을 한 교육, 정보의 효과  제공

이다. 셋째, 양취약계층에 한 양서비스 달체계의 개선과 확충하여 양

안 망을 확보하기 한 사업의 추진이다. 넷째, 정부 사업의 효과와 문제를 

악하고, 국민의 양상태의 추이를 악하기 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의 확충

이다.   

  이들 4가지  추진과제를 실행하기 방향은 첫번째 추진과제를 해서 국

가 양 리 제도  기반구축과 효율  체계정비, 그리고 수직  수평  양 

련 부처․기 의 업무 조 통합 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번째 추진과제를 해서는 올바른 양지식과 정보의 달‧보 이 되어야 

하며, 건강한 식생활 지원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 추진과제를 해서는 지역사회 양사업 개발과 인 라 조성을 통하

여 취약계층에 한 양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네번째 추진과제를 해서는 양에 한 조사 연구가 확충되고, 사업의 평

가가 체계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식품 양성분 DB의 확충이 요구된다.  

  종합 으로 이러한 추진 략을 담으면서 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향

후 국가와 문가 그룹에서 핵심 표과제의 선택이 필요하다. 유럽과 호주, 캐

나다에서는 ‘5 A Day', '야채와 과일 섭취’, ‘모유수유 증진’ 등을 국가의 양

략 과제로 선정하여 집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식생활 특성, 건강과 

양문제를 고려하여 이러한 략  과제를 표과제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정 으로 ‘모유수유 증진’, ‘비만과 만성질환 방을 한 소 , 

지방섭취의 감소), ’취약계층 양집단 양수  개선을 한 사업 확충‘으로 

시하 으나, 표 과제의 선정을 해서 정책당국과 문가 그룹의 합의도출 

과정을 통한 사업의 선정, 그에 따른 사업개발과 재원배분이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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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가 양문제와 과제에 한 문가 의견 

  1. 문가 구성 

  문가 조사는 양정책분야의 문가들을 상으로 우리나라 국가 양 리 

정책과 제도, 행정체계, 양사업의 문제와 개선과제에 한 의견 수렴을 목

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상자의 선정은 양학 문가  양정책이나 지역사

회 양 문가, 의료계에서 양 련 역에 심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는 

문가( 방의학, 가정의학  내과 등 임상의학 분야), 식품정책 분야  양

부분과 련된 연구활동을 하는 문가를 상으로 하 다. 한 재 정부(보

건복지부, 교육인 자원부, 농천진흥청)에서 양 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 과 보건소장을 포함하 다.  

  양정책에 한 포 인 식견을 가진 문가 그룹이 제한되어 있어 체 

75명을 상으로 화나 면담을 통해 조사의 취지와 조를 설명한 후 조사표

를 우송하 다. 조사의 내용은 행 양 련 행정체계에 한 일반 인 인식, 

국가 양 리 행정체계  법체계와 사업의 문제 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주요 

양문제에 한 의견, 주요 양과제의 심각성  개선 필요성 등에 한 의

견과 요성에 한 평 으로 이루어졌다. 문항은 객 식  다수의 주 식 문

항으로 구성하 다. 

  조사 상 문가 55명의 문분야 분포를 살펴보면 양학이 24명, 식품학 

13명, 의학( 방의학, 가정의학, 내과학 등 임상의학) 9명, 보건학 4명, 보건행정

책임자  행정담당자( 앙부처 장, 사무 , 보건소장 등) 5명이 다(표 5-1, 

그림 5-2).

  이들 양분야 문가는 보건과 양  식품 반의 양 리 행정과 리체

계에 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 지식의 비 칭성을 감안하여 이해가 이루어져

야 하지만 이들이 행정서비스 수요자로서 의견의 제기는 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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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문가 조사 응답자의 문분야 분포

(단 : 명, %)

문 분야 N %
양학 24 43.6

식품학 13 23.6
의학(임상) 4 7.3
의학( 방의학, 가정의학) 5 9.1
보건학 4 7.3
행정책임자 5 9.1

계 55 100.0

 〔그림 5-2〕 문가 조사 응답자의 문분야별 분포(명)

   

전문분야

24

13

4

5

4

5

영양학

식품학

의학(임상)

의학(예방의학, 가정의학)

보건학

행정책임자, 행정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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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나라의 주요 양문제에 한 문가 의견 

  문가 조사 문항의 선정은 문가 포커스 그룹 토의와 사 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양문제와 과제, 정책 안 등을 종합하여 선정하 다. 

가. 생애주기 인구집단별 양문제의 심각성   

  우리나라의 주요 양문제  생애주기별 인구집단의 양문제에 해서 

문가들은 소득 노인의 양불량(7.8 )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아동의 과체   비만(7.6 ) 이었다. 보건의료계에서

는 성인 과체   비만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나(8.1 ), 식품정책  

산업계에서는 심각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하 으며(6.8 ), 세 집단간의 

양문제에 한 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5-2, 그림 5-3). 

〈표 5-2〉우리나라의 주요 양문제의 심각성: 생애주기별 인구집단의 양문제

(단 : 수)

우리나라의 주요 양 
문제

양
학계

보건
의료계

식품정책 
 산업계

계 F값 유의도

아동  과체  비만 7.43 7.95 7.23 7.56 1.15 0.33

성인 과체   비만 7.39 8.05 6.77 7.47 3.72* 0.03

10   20  여성의 
부 한 다이어트와 
체 인식, 빈 문제

7.30 7.11 7.15 7.20 0.13 0.88

아동  청소년의 아침 
결식

7.30 7.05 7.15 7.18 0.26 0.77

소득 노인의 양불량 7.91 7.63 7.62 7.75 0.41 0.67

  * p<0.05   ** p<0.01 *** p<0.001

주: 수는 1~10 을 각 문항별로 평 한 결과의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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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우리나라의 주요 양문제의 심각성 : 생애주기별 인구집단의 

양문제

우리나라의 주요 영양문제의 심각성: 생애주기별 인구집단의 영양문제

7.56

7.47

7.20

7.18

7.75

0 1 2 3 4 5 6 7 8 9 10

아동 과체중 및 비만 

성인 과체중 및 비만

10대 및 20대 여성의 부적절한
다이어트와 체중 인식, 빈혈문제 

아동 및 청소년의 아침 결식 

저소득 노인의 영양불량  

 

나. 식생활환경에 따른 양문제의 심각성     

  우리나라 식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양문제에 해서는 양과 식이섭취에 

기인한 만성질환의 증가가 8.1 으로 문가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으며, 그 다음이 소 의 과다섭취(7.7 )로 제시되었다(표 5-3, 그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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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우리나라의 주요 양문제의 심각성: 식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 

(단 : 수)

우리나라의 주요 양 문제
양

학계
보건

의료계
식품정책 

 산업계
계 F값

유의
도

양과 식이섭취에 기인한 만성질환 
증가

8.09 8.63 7.38 8.11 5.27 0.08

소 의 과다 섭취 8.09 7.68 7.00 7.69 3.27* 0.05

식생활의 서구화 6.74 7.63 6.69 7.04 2.80 0.07

가공식품 소비의 증가 6.74 7.95 6.15 7.02 9.67*** 0.00

외식(매식), 단체 식의 증가 6.48 7.32 6.62 6.80 1.95 0.15
건강기능식품, 양강화식품의 소비 
증가

6.78 6.33 5.46 6.31 2.86 0.07

매스컴, 인터넷 등에서 잘못된 
양정보의 확산과 식품 고 규제 

등의 통제 부족
7.43 7.37 7.62 7.45 0.09 0.91

  * p<0.05   ** p<0.01 *** p<0.001

주: 수는 1~10 을 각 문항별로 평 한 결과의 평균치

〔그림 5-4〕우리나라의 주요 양문제의 심각성: 식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

우리나라의 주요 영양문제의 심각성: 식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

8.11

7.69

7.04

7.02

6.80

6.31

7.45

0 1 2 3 4 5 6 7 8 9 10

영양과 식이섭취에 기인한 만성질환 증

가 

소금의 과다 섭취 

식생활의 서구화 

가공식품 소비의 증가 

외식(매식), 단체급식의 증가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식품의 소비 증

가  

잘못된 영양정보의 확산과 식품광고 규

제 통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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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리나라의 주요 양 정책과제에 한 문가 의견 

가. 우리나라의 주요 양과제의 심각성과 개선필요성에 한 평가: 국민  

환자에 한 양교육, 정보 제공 확  부문 

  우리나라의 주요 양과제  국민  환자에 한 양교육, 정보 제공확

 부문의 심각성과 개선 필요성에서는 ‘매스컴이나 인터넷의 잘못된 양정보 

를 조정, 규제하기 한 조치나 기구의 미비‘가 7.2 으로 가장 심각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 양표시제에 한 소비자 인식과 활용 미흡’이 

7.0 으로 나타났고, 보건의료 문인과 교사에 한 양지도 미흡도 6.7 으

로 높은 순 를 보 다(표 5-4, 그림 5-5).

  한 사업의 우선 인 개선 필요성에 해서는 ‘ 재 개발되어 있는 식생활

지침의 활용과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기 한 교육, 정보 달․확산의 미흡’이 

7.8 으로 가장 필요성이 높은 부문으로 나타나 재 개발된 교육 자료의 달 

 확산을 통하여 국민들의 양표시에 한 인식과 활용을 증 시키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었다. 매스컴이나 인터넷의 잘못된 양정보에 

한 규제미비도 개선 필요성이 높은 과제(7.7 )로 지 되었다(표 5-5, 그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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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  양과제
양

학계
보건

의료계
식품정책 

 산업계
계 F값 유의도

재 개발되어 있는 식생활지침의 
활용과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기 

한 교육, 정보 달․ 확산의 
미흡 

7.35 6.37 6.38 6.78 1.67 0.20

앙에서 양교육․ 홍보자료의 
개발과 보  미흡

6.35 5.63 6.08 6.04 0.66 0.52

양교육을 한 식품, 음식구성  
1회 섭취분량(serving size, portion 
size) 도구 개발 미흡

6.78 5.42 5.92 6.11 2.47 0.10

매스컴이나 인터넷의 잘못된 
양정보 를 조정,규제하기 
한 조치나 기구의 미비

7.48 6.58 7.46 7.16 1.70 0.19

TV 등 매스컴의 과자, 패스트푸드, 
음료 등에 한 식품 고에 한 
규제 미흡

6.87 7.05 5.38 6.58 4.51* 0.02

가공식품 양표시제도의 확  미흡 6.30 7.16 5.23 6.35 4.80** 0.01

양표시에 한 소비자 인식과 
활용 미흡

7.04 7.26 6.31 6.95 1.35 0.27

외식산업(음식  등)의 건강식단 
참여  외식 양표시제 도입 미비

6.61 6.79 6.08 6.55 0.67 0.52

보건의료 문인과 학교교사에 한 
양 교육훈련, 장(보건의료기 , 

학교)에서 양지도 참여 미흡
7.13 6.58 6.38 6.76 0.78 0.46

〈표 5-4〉우리나라의 주요 양과제에 한 심각성: 국민  환자에 한 

양교육, 정보 제공 부문

(단 : 수)

  * p<0.05   ** p<0.01 *** p<0.001

주: 수는 1~10 을 각 문항별로 평 한 결과의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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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  양과제
양

학계
보건

의료계

식품정책 
 

산업계
계 F값

유의
도

재 개발되어 있는 식생활지침의 
활용과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기 한 
교육, 정보 달․ 확산의 미흡

7.65 7.95 7.69 7.76 0.22 0.81

앙에서 양교육․ 홍보자료의 
개발과 보  미흡

7.00 7.00 6.77 6.95 0.08 0.92

양교육을 한 식품, 음식구성  
1회 섭취분량(serving size, portion size) 
도구 개발 미흡

6.61 6.68 6.08 6.51 0.44 0.65

매스컴이나 인터넷의 잘못된 양정보 
를 조정,규제하기 한 조치나 

기구의 미비
7.65 7.84 7.38 7.65 0.33 0.72

TV 등 매스컴의 과자, 패스트푸드, 
음료 등에 한 식품 고에 한 규제 
미흡

7.17 8.11 6.08 7.24 6.58*** 0.00

가공식품 양표시제도의 확  미흡 7.17 8.42 5.08 7.11 16.93*** 0.00

양표시에 한 소비자 인식과 활용 
미흡

7.70 7.95 6.77 7.56 2.47 0.10

외식산업(음식  등)의 건강식단 참여 
 외식 양표시제 도입 미비

7.09 7.47 7.08 7.22 0.41 0.67

보건의료 문인과 학교교사에 한 
양 교육훈련, 장(보건의료기 , 

학교)에서 양지도 참여 미흡
7.61 8.00 6.77 7.55 2.30 0.11

〈표 5-5〉우리나라의 주요 양과제에 한 우선 인 개선 필요성: 국민  

환자에 한 양교육, 정보 제공 부문

(단 : 수)

  * p<0.05   ** p<0.01 *** p<0.001

주: 수는 1~10 을 각 문항별로 평 한 결과의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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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우리나라의 주요 양과제의 심각성: 국민  환자에 한 

양교육, 정보 제공 부문

우리나라의 주요 영양과제에 대한 심각성-대국민 및 환자에 대한 영양교육, 정보제공 확대

6.78

6.04

6.11

7.16

6.58

6.35

6.95

6.55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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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발되어 있는 식생활지침의 활용과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정보
전달/확산의 미흡 

중앙에서 영양교육,홍보자료의 개발과 보급 미흡

영양교육을 위한 식품, 음식구성 및 1회 섭취분량(serving size, portion size) 도구
개발 미흡 

매스컴이나 인터넷의 잘못된 영양정보 전파를 조정/ 규제하기 위한 조치나 기구의
미비  

TV 등 매스컴의 과자, 패스트푸드, 음료 등에 대한  식품광고에 대한 규제 미흡 

가공식품 영양표시제도의 확대 미흡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활용 미흡 

외식산업(음식점 등)의 건강식단 참여 및 외식영양표시제 도입 미비

보건의료 전문인과 학교교사에 대한 영양 교육훈련, 현장(보건의료기관, 학교)에서
영양지도 참여 미흡 

〔그림 5-6〕우리나라의 주요 양과제에 한 우선 인 개선 필요성: 국민 

 환자에 한 양교육, 정보 제공 확  부문

우리나라의 주요 영양과제에 대한 우선적인 개선 필요성-대국민 및 환자에 대한 영양교육, 정보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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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발되어 있는 식생활지침의 활용과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정보
전달/확산의 미흡 

중앙에서 영양교육,홍보자료의 개발과 보급 미흡

영양교육을 위한 식품, 음식구성 및 1회 섭취분량(serving size, portion size) 도구
개발 미흡 

매스컴이나 인터넷의 잘못된 영양정보 전파를 조정/ 규제하기 위한 조치나 기구의
미비  

TV 등 매스컴의 과자, 패스트푸드, 음료 등에 대한  식품광고에 대한 규제 미흡 

가공식품 영양표시제도의 확대 미흡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활용 미흡 

외식산업(음식점 등)의 건강식단 참여 및 외식영양표시제 도입 미비

보건의료 전문인과 학교교사에 대한 영양 교육훈련, 현장(보건의료기관, 학교)에서
영양지도 참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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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의 주요 양과제의 심각성과 개선필요성에 한 평가: 인구집단별 

양 리의 강화 부문 

  인구집단별 양 리의 강화부문에서는 ‘결식아동에 한 양지원 양 , 질

 개선 미흡’, ‘노인 양 개선 로그램 개발과 시행의 미흡’이 각각 7.4 으

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노인 양개선 로그램 미

흡으로 제시되었다(표 5-6, 그림 5-7).

  사업의 우선 인 개선 필요성에 해서는 ‘결식아동에 한 양지원 양 , 

질  개선 미흡’과 ‘학교를 통한 청소년 양교육 강화  바른 식습 을 한 

환경 조성 미흡’이 각각 7.9 으로 시 한 사업 우선순  과제로 평가하 고, 

‘만성질환 리에서 양부분에 한 고려 부족’  ‘노인 양 개선 로그램 

개발과 시행의 미흡’이 7.8 으로 뒤를 이었다(표 5-7, 그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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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  양과제
양

학계
보건

의료계

식품정책 
 

산업계
계 F값 유의도

모유수유 증진을 한 사업  정책 시행 
부족

6.70 6.16 5.75 6.30 0.99 0.38

소득층 임산부․ 유아에 한 
양지원  로그램(WIC사업)의 미흡

6.43 6.79 6.92 6.67 .035 0.71

결식아동에 한 양지원 양 , 질  
개선 미흡

7.39 7.53 7.23 7.40 0.11 0.90

노인 양 개선 로그램 개발과 시행의 
미흡

7.61 7.32 6.92 7.35 0.88 0.42

학교를 통한 청소년 양교육 강화  
바른 식습 을 한 환경조성 
미흡(패스트푸드, 청량음료 매 규제 등)

7.22 7.58 6.69 7.22 1.02 0.37

여 생  여고생의 부 한 양 리와 
다이어트에 응한 로그램 미비

6.74 6.79 6.15 6.62 0.64 0.53

만성질환 리에서 양 부분에 한 고려 
부족

7.39 7.32 6.77 7.22 0.81 0.45

취약계층에 한 양지원 양 , 질  
개선 미흡

7.43 7.05 7.08 7.22 0.40 0.67

〈표 5-6〉우리나라의 주요 양과제에 한 심각성-인구집단별 양 리의 강화

(단 : 수)

  * p<0.05   ** p<0.01 *** p<0.001

주: 수는 1~10 을 각 문항별로 평 한 결과의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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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  양과제
양

학계
보건

의료계
식품정책 

 산업계
계 F값 유의도

모유수유 증진을 한 사업  
정책 시행 부족

7.30 7.37 6.08 7.06 2.45 0.10

소득층 임산부․ 유아에 
한 양지원  
로그램(WIC사업)의 미흡

7.39 7.47 7.42 7.43 0.02 0.99

결식아동에 한 양지원 양 , 
질  개선 미흡

7.91 8.05 7.77 7.93 0.16 0.86

노인 양 개선 로그램 개발과 
시행의 미흡

7.87 7.89 7.31 7.75 0.88 0.42

학교를 통한 청소년 양교육 
강화  바른 식습 을 한 
환경조성 미흡(패스트푸드, 
청량음료 매 규제 등)

7.96 8.68 6.69 7.91 6.45** 0.00

여 생  여고생의 부 한 
양 리와 다이어트에 응한 
로그램 미비

6.73 7.16 6.38 6.80 0.96 0.39

만성질환 리에서 양 부분에 
한 고려 부족

8.05 7.89 7.08 7.76 2.06 0.14

취약계층에 한 양지원 양 , 
질  개선 미흡

7.73 7.63 7.23 7.57 0.49 0.61

〈표 5-7〉우리나라의 주요 양과제에 한 우선 인 개선 필요성: 인구집단별 

양 리의 강화

(단 : 수)

   * p<0.05   ** p<0.01 *** p<0.001

주: 수는 1~10 을 각 문항별로 평 한 결과의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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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우리나라의 주요 양과제에 한 심각성: 

인구집단별 양 리 강화

우리나라의 주요 영양과제에 대한 심각성- 인구집단별 영양관리 강화

6.30

6.67

7.40

7.35

7.22

6.62

7.22

7.22

0 1 2 3 4 5 6 7 8 9 10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정책 시행 부족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 및 프로그램(WIC 사업)의 미흡  

결식아동에 대한 영양지원 양적, 질적 개선 미흡 

노인 영양 개선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의 미흡 

학교를 통한 청소년 영양교육 강화 및 바른 식습관을 위한 환경 조성 미흡
(패스트푸드, 청량음료 판매 규제 등 )

여대생 및 여고생의 부적절한 영양관리와 다이어트에 대응한 프로그램 미비
       

만성질환관리에서 영양 부분에 대한 고려 부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지원 양적/질적 개선 미흡   

〔그림 5-8〕우리나라의 주요 양과제에 한 우선 인 개선 필요성: 

인구집단별 양 리 강화

우리나라의 주요 영양과제에 대한 우선적인 개선 필요성- 인구집단별 영양관리 강화

7.06

7.43

7.93

7.75

7.91

6.80

7.76

7.57

0 1 2 3 4 5 6 7 8 9 10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정책 시행 부족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 및 프로그램(WIC 사업)의 미흡  

결식아동에 대한 영양지원 양적, 질적 개선 미흡 

노인 영양 개선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의 미흡 

학교를 통한 청소년 영양교육 강화 및 바른 식습관을 위한 환경 조성 미흡
(패스트푸드, 청량음료 판매 규제 등 )

여대생 및 여고생의 부적절한 영양관리와 다이어트에 대응한 프로그램 미비
       

만성질환관리에서 영양 부분에 대한 고려 부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지원 양적/질적 개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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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  양과제
양

학계
보건

의료계
식품정책 

 산업계
계 F값 유의도

식품 양성분 DB 생산  리체계 
미비

7.96 7.47 7.00 7.56 1.10 0.34

국가 양정책의 체계  시행을 한 
실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미흡

8.22 7.32 6.69 7.55 4.08* 0.02

앙에 국가 양 리와 정책 수행을 
조정․ 총 하는 주무 
행정조직(부서)미비, 문인력 배치 
부족

8.96 7.63 7.08 8.05 5.40** 0.01

시․ 도  시․ 군․ 구에 양업무 
기능  조직, 인력 미흡

8.61 7.37 6.38 7.65 5.92** 0.01

여러 부처,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양업무의 조정과 조를 한 

조직이나 기구(기 )의 부재
8.22 7.63 6.85 7.69 3.14* 0.05

장단기 국가 양정책 개발과 
실행계획 수립 미흡

8.22 7.32 7.00 7.62 2.82 0.07

양 련 법령의 미비  여러 
법령에 분산

7.74 7.11 6.46 7.22 2.46 0.10

다. 우리나라 주요 양과제의 심각성과 개선 필요성에 한 평가: 제도  기

반구축 부문

  제도  기반 구축 부문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 앙에 

국가 양 리와 정책 수행을 조정․총  하는 주무 행정조직(부서)미비, 문

인력 배치 부족’으로 8.1 이었으며, 한 사업의 우선 인 개선 필요성 부분에

서도 이 과제가 8.6 으로 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그 다음으로 심각성이 

높은 과제는 ‘여러 부처,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양업무 조직의 조 기능 부

재’를 들고 있다(표 5-8, 그림 5-9).

〈표 5-8〉우리나라 주요 양과제의 심각성: 제도  기반구축 부문

(단 : 수)

   * p<0.05   ** p<0.01 *** p<0.001

주: 수는 1~10 을 각 문항별로 평 한 결과의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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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우리나라 주요 양과제의 심각성: 제도  기반구축

우리나라의 주요 영양과제에 대한 심각성- 제도적 기반구축

7.56

7.55

8.05

7.65

7.69

7.62

7.22

0 1 2 3 4 5 6 7 8 9 10

식품 영양성분 DB 생산 및 관리체계 미비

국가 영양정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미흡

중앙에 국가 영양관리와 정책 수행을 조정? 총괄하는 주무 행정조
직(부서)미비, 전문인력 배치 부족

시,도 및 시,군,구에 영양업무 기능 및 조직/인력 미흡

여러 부처,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영양업무의 조정과 협조를 위한
조직이나 기구(기전)의 부재

장단기 국가 영양정책 개발과 실행계획 수립 미흡

영양 관련 법령의 미비 및 여러 법령에 분산

  기반 구축 부문의 우선 인 개선과제로는 심각성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

앙에 국가 양 리와 정책 수행을 조정․총  하는 주무 행정조직(부서)미비, 

문인력 배치 부족’이 8.6 으로 우선 으로 꼽혔으며, 그 다음으로 개선 필요

성이 높은 과제로 ‘국가 양정책의 체계  시행’을 들고 있다. 문가 그룹에 

따라 법령, 조직, 인력 등 양사업의 반 인 기반구축에 한 시각에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5-9, 그림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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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  양과제
양

학계
보건

의료계

식품정책 
 

산업계
계 F값 유의도

식품 양성분 DB 생산  
리체계 미비

8.78 8.21 7.46 8.27 3.32* 0.04

국가 양정책의 체계  시행을 
한 실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미흡
8.96 8.26 7.31 8.33 6.91*** 0.00

앙에 국가 양 리와 정책 
수행을 조정․ 총 하는 주무 
행정조직(부서)미비, 문인력 배치 
부족

9.35 8.32 7.54 8.56 8.14*** 0.00

시․ 도  시․ 군․ 구에 
양업무 기능  조직, 인력 미흡

8.91 8.00 6.54 8.04 9.16*** 0.00

여러 부처,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양업무의 조정과 조를 한 

조직이나 기구(기 )의 부재
8.48 8.11 7.31 8.07 2.64 0.08

장단기 국가 양정책 개발과 
실행계획 수립 미흡

8.52 8.21 7.77 8.24 1.07 0.35

양 련 법령의 미비  여러 
법령에 분산

8.26 7.74 7.15 7.82 1.99 0.15

〈표 5-9〉주요 양과제에 한 우선 인 개선 필요성: 제도  기반구축

(단 : 수)

   * p<0.05   ** p<0.01 *** p<0.001

주: 수는 1~10 을 각 문항별로 평 한 결과의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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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우리나라 주요 양과제에 한 우선 인 개선 필요성: 제도  

기반구축

우리나라의 주요 영양과제에 대한 우선적인 개선 필요성- 제도적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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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4 5 6 7 8 9 10

식품 영양성분 DB 생산 및 관리체계 미비

국가 영양정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미흡

중앙에 국가 영양관리와 정책 수행을 조정? 총괄하는 주무 행정조
직(부서)미비, 전문인력 배치 부족

시,도 및 시,군,구에 영양업무 기능 및 조직/인력 미흡

여러 부처,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영양업무의 조정과 협조를 위한
조직이나 기구(기전)의 부재

장단기 국가 영양정책 개발과 실행계획 수립 미흡

영양 관련 법령의 미비 및 여러 법령에 분산

라. 우리나라 주요 양과제의 심각성과 개선 필요성에 한 평가: 문  기

반구축 부문

  문  기반 구축 부문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건강과 

안 한 식품의 공 을 유도하기 한 식품산업체와의 트 쉽과 정책부족’으

로 7.1 이었다(표 5-10, 그림 5-11). 

  사업의 우선 인 개선 필요성 부분에서는 ‘국민건강 양조사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양조사, 식습 , 식생활소비  행태에 한 조사  모니터링 체계 

부족’이 7.8 으로 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표 5-11, 그림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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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  양과제
양

학계
보건

의료계

식품정책 
 

산업계
계 F값 유의도

양 문 인력의 역량강화를 한 
교육훈련 강화와 양성체계의 미비

7.22 6.26 5.92 6.58 3.03 0.06

학교, 보육시설, 사업장, 
노인복지시설의 양 식 기 의 미비 

는 부재
7.35 6.74 6.38 6.91 1.89 0.16

건강과 안 한 식품의 공 을 유도하기 
한 식품산업체와의 트 쉽과 정책 

부족
7.52 6.68 6.85 7.07 2.05 0.14

국민건강 양조사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양조사, 식습 , 식생활소비 

 행태에 한 조사  모니터링체계 
부족

7.48 6.26 6.77 6.89 2.95 0.06

시장 개방  세계화에 따른 식품교류 
증 , 식생활변화에 한 비 부족

7.00 6.28 5.85 6.48 2.33 0.11

〈표 5-10〉우리나라 주요 양과제에 한 심각성: 문  기반구축 

(단 : 수)

   * p<0.05   ** p<0.01 *** p<0.001

주: 수는 1~10 을 각 문항별로 평 한 결과의 평균치

〔그림 5-11〕우리나라 주요 양과제에 한 심각성: 문  기반구축

우리나라의 주요 영양과제에 대한 심각성-전문적 기반의 구축

6.58

6.91

7.07

6.89

6.48

0 1 2 3 4 5 6 7 8 9 10

영양전문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와 양성체계의 미비

학교, 보육시설, 사업장, 노인복지시설의 영양급식 기준의 미비 또는 부재

건강과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식품산업체와의 파트너쉽과
정책 부족

국민건강영양조사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영양조사, 식습관, 식생활소비
및 행태에 관한 조사 및 모니터링체계 부족

시장 개방 및 세계화에 따른 식품교류 증대, 식생활변화에 대한 대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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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  양과제
양

학계
보건

의료계
식품정책 

 산업계
계 F값

유의
도

양 문 인력의 역량강화를 한 
교육훈련 강화와 양성체계의 미비

7.48 7.05 6.38 7.07 2.36 0.11

학교, 보육시설, 사업장, 
노인복지시설의 양 식 기 의 미비 

는 부재
7.61 7.58 6.69 7.38 2.22 0.12

건강과 안 한 식품의 공 을 유도하기 
한 식품산업체와의 트 쉽과 정책 

부족
7.87 7.37 6.77 7.44 2.26 0.12

국민건강 양조사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양조사, 식습 , 식생활소비 

 행태에 한 조사  모니터링체계 
부족

8.04 7.05 7.62 7.60 2.03 0.14

시장 개방  세계화에 따른 식품교류 
증 , 식생활변화에 한 비 부족

7.09 6.89 6.31 6.83 0.91 0.41

〈표 5-11〉우리나라 주요 양과제에 한 우선 인 개선 필요성: 문  기반구축

(단 : 수)

   * p<0.05   ** p<0.01 *** p<0.001

주: 수는 1~10 을 각 문항별로 평 한 결과의 평균치 

〔그림 5-12〕우리나라 주요 양과제에 한 우선 인 개선 필요성: 문  

기반구축

우리나라의 주요 영양과제에 대한 우선적인 개선 필요성-전문적 기반구축

7.07

7.38

7.44

7.60

6.83

0 1 2 3 4 5 6 7 8 9 10

영양전문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와 양성체계의 미비

학교, 보육시설, 사업장, 노인복지시설의 영양급식 기준의 미비 또는 부재

건강과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식품산업체와의 파트너쉽과
정책 부족

국민건강영양조사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영양조사, 식습관, 식생활소비 및
행태에 관한 조사 및 모니터링체계 부족

시장 개방 및 세계화에 따른 식품교류 증대, 식생활변화에 대한 대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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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국가 양 리체계의 정립과 조정 력을 한 조직과 

조정기

  1. 우리나라의 양업무 련 조직의 특성 

  어느 나라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잘되기 해서는 그 사업 수행을 한 조직

이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양사업 조직의 문제 을 든다면, 첫째는 

련조직이 지나치게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고, 두번째는 이러한 여러 련

조직은 연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제2장에서 〔그림 2-13〕과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업무 련조

직은 보건복지부(본부, 식품의약품안 청, 질병 리본부, 농림부, 교육인 자원

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와 기 에 산재되어 있으며, 국가 양정책에서 

심축을 형성할 수 있는 심조직이 없다.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양 

련 행정 시스템은 분산, 복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앙과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 구성에 독자 으로 양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단 체계가 갖추어 

있지 못하다. 부처나 기 별 양업무의 산재로 사업과 상자의 사각지 가 

발생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 책임성, 일 성이 결여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 양과 련된 조직을 찾고자 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된다. 정부 조직  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조직은 식품의약품 안

청의 양평가 이 유일무이 할 것이다. 양을 반드시 조직의 이름에 넣어

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앙정부의 이런 상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도 

향을 주고 있어서 지방자치 조직 어디에도 양을 이름에 넣은 조직은 없는 

실정이다. 그 다고 양업무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양업무가 단편 으로 

여기 기서 실행되고 있기는 하다. 

  시‧도에서는 각 시도의 상황에 따라 시청이나 도청의 보건 생과, 식품 생

과 등에서 맡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양지도원을 임명하여 건강증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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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규정된 양지도의 기획‧분석‧평가 업무, 보건소 양업무지도 등의 임

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양사업을 담당하는 문인력은 없으며, 

흡연․음주 등의 건강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비 문가가 다른 업무와 양을 겸

임하고 있다. 

  시‧군‧구 단 에서는 양 개선사업이 보건소의 요한 사업으로 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지역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다. 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보건소의 

양지도원이 지역주민의 양지도, 양조사, 식생활 개선에 한 업무를 담당하

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역보건법에서도 양사업을 보건소의 11가지 기능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 문인력 최소 배치기 에 양사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건강증진사업의 일부로 양사

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사 인력 확보문제 등 장에서의 여러가지 어려

움으로 실제로는 시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건복지부에는 지역보건법이나 건강증진법 이외에도 보건의료정책 에서 담

당하고 있는 의료법에서 병원의 양 리나 임상 양 리에 해서 언 하고 

있으며, 노인 련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양사 배치 등을 언 하고 있으나, 

서로 연계가 없는 실정이고 식 실시 이외에는 양사업이 제 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양에 한 내용을 부분 으로 포함하는 법령들이 산재되어 있고, 이들 법

률과 련된 부서도 실제로는 양사업을 수행할 조직이나 인력, 산이 미비

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양사업이 타사업에 비교하여 신규사업으로 정착된 

사업이 아니고, 심축이 되는 조직이 없어 더욱 제도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

이다.   

  그 외 농림부 산하 농 진흥청의 농 자원개발 연구소에서 양 련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농산물의 내용이나 장려, 혹은 농민에 국한된 양

리여서 체 인 에서의 양사업을 하기 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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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상

 사업  

정책명

사업

추진주체

사업  정책 내용 

( 양 련 정책  사업) 추진 상황  계획 

소득임

산부  

유아 

임산부․ 유아 

보충 양사업

( 양 러스)

보건복지부, 
지자체 

소득 모성과 유아에게 보충 양식품 

제공  양교육 

․2005년부터 실시, 
2007년 30개 

보건소에서, 
2008년도 국 

103개 보건소로 확  

실시

4개월, 
9개월, 
30개월, 
만5세 

유아 

유아 

건강검진사업 

보건복지부 

건강생활 ,  
국민건강보

험공단

만6세 미만 유아의 포 인 

건강 리를 하여  원 상으로 검진 

실시, 검진내용은 신체계측, 발달평가  

상담, 양을 포함한 건강교육, 이유식 

지도, 안 사고 방 등 포 으로 

제공하는 유아 건강검진체계 도입    

․2007년 11월부터 

시행 

․2007년 12월 제정된  

건강검진기본법에 

근거  

임산부, 
유아 

모자보건정책  

보건복지부

(출산지원 , 
건강생활 )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모유수유 운동 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모자동실제), 
한간호 회와 공동으로 추진  

소득층 

아동

아동 식지원 

사업 

교육인 자

원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2. 사업 상별 양 련 사업체계와 시책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 래

  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주요 사업 상별로 정리하여 보면 

<표 5-12>와 같이 거의 동일한 상자에 하여 여러 정책사업이 산발

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아의 양 리 련 사업으로는 임산부․ 유아 보충 양사업( 양

러스), 유아 건강검진사업, 모유수유 증진사업, 아동 식지원사업 등이 보건

복지부 건강생활 , 출산지원 , 아동복지 과 교육인 자원부(학교체육보건

식과),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 유아 건강검진

사업’, ‘어린이먹거리안  2010’ 등의 정책이 확 되고 있으나 사업간 연계 기

은 련 정책계획에 한 문서에서도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표 5-12〉 양과 련된 주요 정책  사업의 추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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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상

 사업  

정책명

사업

추진주체

사업  정책 내용 

( 양 련 정책  사업) 추진 상황  계획 

소득 

임산부, 
12세 

이하 

아동가구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민간의 스타트(We Start) 운동을   

국가 으로 제도화 추진 

․빈곤아동에 한 사 방 , 통합  

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해 빈곤의 

물림을 방지하기 한 소득 

아동에 한 사회  투자사업 

2007년 국 16개지역 

시범실시, 단계  확  

정 

아동 상 

 
어린이먹거리

안  2010

식품의약품

안 청

․식품안 보호 구역의 지정 리 

․어린이 기호식품 고 규제 강화 

․당, 나트륨, 트랜스 지방 감화 

․어린이 기호식품 첨가물 사용 규제 

․ 양강화  유아용 식품 안 기  

마련 

․어린이 단체 식 지원체계 구축 

․식품안 , 양교육  홍보 강화 

․우수 제품의 소비자 근성 제고 

․어린이 먹거리 안 , 양수  평가 

․어린이식생활안 리 

특별법 제정 추진 

․교육부 학교 식개선

  종합 책과 연계 추진 

고 

학생 

학교 식개선

종합 책  

교육인

자원부

․2006년 7월 학교 식법 면 개정

․학교 식 개선

․학교 식을 통한 양 리  

식생활교육 강화 추진

․학교 식 양표시제 추진  

․학교 식 지원 인 라 강화, 
․학교 식지원센터 설립 추진 

․ 양교사 배치, 식생화지도, 양상담 

도입 

․청소년 원회, 한국교총과 공조하여 

학교내 탄산음료 매 지 추진

․학교 식지원센터를 

식약청과 공조하여 

지역 식지원센터로 

아동, 학교, 노인 

식을 지원하는 

체계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보육아동 육아지원 정책 
여성가족부 

보육지원

․보육시설 양사 법  배치 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확  

․보육시설에 한 

양 리 질 , 양  

향상은 아직까지 

미흡 

성인  

노인 

‘만성질환 

리사업’
‘심․뇌 계

질환 종합 책’

․보건소 심의 고 압, 당뇨 리사업 

․뇌졸 , 심근경색 등 심뇌 질환과 

그 원인질환인 고 압, 당뇨병에 한 

포 인 방 리 책 

․2003년부터 실시, 
2006년 6월부터 국 

역자치단체로 사업 

확  

․이 책의 일환으로 

만성질환자 등록 리 

시범사업을 1개 

역시에서 시범 

실시 (당뇨병, 
고 압, 뇌졸  

환자 심으로 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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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상

 사업  

정책명

사업

추진주체

사업  정책 내용 

( 양 련 정책  사업) 추진 상황  계획 

신체활동 요소 가미), 
민간의료기 과 연계 

추진   

성인  

노인 

암정복10개년 

계획

 1기: 
1996-2995년 

 2기: 
2006-2010년 

 2003년 제정된 암 리법에 근거 

․국가 암 리 정책기반 확충  ․암 

방교육, 홍보, 등록, 통계사업  

40세 

성인   

66세 

노인 

(40-66세)
피보험자  

피부양자

생애 환기 

건강진단사업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국민건강보

험공단

 기존 건강검진을 환하여 1, 2차 

검진을 통합하고, 생활습 ( 양,비만, 
흡연, 음주, 운동)에 한 의사상담 

처방 추가 등 건강 험평가 근으로 

심 계질환 험요인 진단, 리   

․2007년 4월부터 시행

․2007년 12월 제정된  

건강검진기본법에 

근거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 리사

업

(방문보건사업)  

보건복지부

건강생활

 방문보건  간호인력을 확충하여 국 

보건소를 심으로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77만 가구를 상으로 

가구 방문 건강 리사업 실시. 
양서비스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문 양사 인력 확보로 미흡하는 

수요증가로 양서비스 투입이 망됨. 

․2007년부터 시행, 
단계 으로 2008년 

150만 가구로 

확 정, 간호인력 

외, 양사 등의 

인력의 충원이 

요구되고 있음.  

소득

노인

노인 식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노인지원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60세 이상 소득 

결식우려노인에 한 무료 식 

지원(1식 2,000원) 
․경로식당 무료 식 

․거동불편 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반찬 배달사업 실시  

․‘독거노인 지원서비스’에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 연계  

노인  

신체활동

장애자

노인장기요양보

험 련 사업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정책     

제도침

․ 재는 양서비스는 포함되지 있지 

않으나 선진국의 사례(일본, 미국 등) 
에 비추어 장기요양 방서비스로 

요소로 각종 양서비스 개발이 

요구될 것으로 망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2008년 7월부터 사업 

실시 

임산부, 
유아, 

청소년, 
노인 

출산․고령사

회기본계획 

출산․고

령사회 

원회  

계부처의 

담당부서 

 사업근거: 출산․고령사회기본법 

 양과 련된 내용:
․모성․ 유아 보충 양 지원 

확 ( 소득층 임산부, 유아에게 

보충 양식품 제공, 양교육) 

․2020년까지 

출산․고령사회에 

응한 반  사회, 
경제구조, 제도 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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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상

 사업  

정책명

사업

추진주체

사업  정책 내용 

( 양 련 정책  사업) 추진 상황  계획 

․모유수유 지원확  

․모성․ 유아 건강검진 강화,  
양 리 지원 확   건강 리 

체계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확충  지원확

․학교와 보건소를 연계한 학생건강 리 

기능 강화 

․장년기 생활습  개선 

․노년기 만성질환 리 

․보육지원 인 라확충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속에 양요소 포함

․1기(2006-2010):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응기반 

구축 

․2기(2011-2015): 
출산율 회복  

고령사회 응체계 

공고화 

․3기(2016-2020): 
출산율회복   

고령사회 성공  

응 

농업인

농업인 식생활 

향상  

식생활개선 

사업 

농림부

․농업농 기본법을 농업농 산업 

기본법으로 개정․추진 

․농산물가공육성법을 식품산업 

진흥법으로 개정 추진 

․식품 양성분 DB 사업 지속 

․식량수 과 농  발 을 한 

농식품산업과 련 양업무, 연구 

추진

․농어업농어  특별 책 회와 

공조하여 ‘식생활교육법안’ 추진 

자료: 보건복지부, 2006 보건복지백서, 2007. 

      보건복지부, 2007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7 아동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계부처․ 출산고령사회 원회,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랜2010시안), 2006

  3. 양사업 조직, 행정체계에 한 문가 의견 

가. 정부 양 련 업무의 효율  수행에 한 견해 

  정부의 양 련 업무가 효율 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묻는 질문

에 ‘ 체로 비효율 으로 수행되고 있다’ 는 문가가 45.5%, ‘매우 비효율 으

로 수행되고 있다’는 문가가 16.4%, ‘보통이다’라는 는 많은 문가(61.9%)들

이 비효율 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표 5-13, 그림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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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계 보건의료계
식품정책  

산업계
계

N % N % N % N %
매우 효율 으로 
 수행되고 있다

- - - - - - - -

체로 효율 으로
 수행되고 있다

1 ( 4.3) - - - - 1 ( 1.8)

보통이다 6 (26.1) 6 (31.6) 8 (61.5) 20 (36.4)

체로 비효율 으로 
 수행되고 있다

12 (52.2) 8 (42.1) 5 (38.5) 25 (45.5)

매우 비효율 으로 
수행되고  있다

4 (17.4) 5 (26.3) - - 9 (16.4)

잘 모르겠다 - - - - - - - -

계 23 (100.0) 19 (100.0) 13 (100.0) 55 (100.0)

〈표 5-13〉정부의 양 련 업무의 효율성에 한 문가 인식

(단 : 명, %)

〔그림 5-13〕정부의 양 련 업무의 효율성에 한 문가 인식

정부의 영양관련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

36.4%

45.5%

16.4%

1.8%0.0%

대체로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보통이다

대체로 비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매우 비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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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계 보건의료계
식품정책  

산업계
계

N % N % N % N %
매우 개선되었다 2 ( 8.7) - - - - 2 ( 3.6)

체로 개선되었다 14 (60.9) 9 (47.4) 8 (61.5) 31 (56.4)
비슷한 수 이다 7 (30.4) 10 (52.6) 5 (38.5) 22 (40.0)

체로 나빠졌다 - - - - - - - -
매우 나빠졌다 - - - - - - - -
잘 모르겠다 - - - - - - - -

계 23 (100.0) 19 (100.0) 13 (100.0) 55 (100.0)

나. 최근 양 련 정부 사업의 개선 정도에 한 시각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양 련 정부사업이 그 이 과 비교하여 얼마나 개

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한 질문에 56.4%가 ‘ 체로 개선되었다’라고 응답

하 고, ‘비슷한 수 이다’ 40.0%, ‘매우 개선되었다’ 3.6%의 의견을 나타냈다. 

정부의 양 련 업무가 최근 체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

나 개선에 해서 만족할 만한 수 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14, 그림 5-14). 

〈표 5-14〉 양 련 정부사업 개선에 한 련 문가 인식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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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양 련 정부사업 개선에 한 련 문가 인식

영양관련 정부사업 개선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인식

56.4%

40.0%

3.6%0.0%

0.0%
0.0%

매우 개선되었다

대체로 개선되었다

비슷한 수준이다

대체로 나빠졌다

매우 나빠졌다

잘 모르겠다

다. 양 련 행정  리체계의 문제 에 한 의견 

  양 련 행정  리체계의 문제 은 <표 5-15>  〔그림 5-15〕와 같이 

9가지 사항에 해서 제시하고, 그 우선순 를 1, 2, 3 까지 선택하도록 하여 

결과를 가 치를 주어(1  3 , 2  2 , 3  1 ) 분석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양 련 행정  리체계의 가장 큰 문제 으로 문가들이 

꼽고 있는 은 ‘ 장기 국가 양정책 목표  비 의 부재’인 것으로 나타났

다(2.39 ). 그 다음 두번째로는 ‘ 양행정 조직과 업무가 여러 부처나 부서에 

분산, 다원화’ 고(2.25 ), 세번째로는 ‘ 앙 행정부처 담당부서에 국가 양정

책을 리할 조직, 인력의 부족’(2.04 )과 ‘ 양업무에 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낮은 우선순 ’(2.00 )과 ‘ 양업무에 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낮은 우선순 ’(2.00 )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 우선순  문제로는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 미비 (식품 생법, 국

민건강증진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 ‘국민의 바른 식생활을 유도하기 한 국

가 로그램 수행 미흡’ 순으로 양 행정 리 체계의 문제 이 지 되었다(표 

5-15, 그림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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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학계

보건
의료계

식품정책 
 산업계

계 F값 유의도

양행정 조직과 업무가 여러 부처나 
부서에 분산, 다원화

2.17 2.33 2.22 2.25 0.06 0.94

련 앙부처, 부서  기 간의 
의․ 조정 미흡과 연계 부족

2.17 1.80 2.13 2.00 0.55 0.59

양업무에 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낮은 우선순

2.18 2.00 1.60 2.00 0.75 0.49

장기 국가 양정책 목표  
비 의 부재

2.00 2.75 2.60 2.39 2.60 0.10

국민의 바른 식생활을 유도하기 한 
국가 로그램 수행의 미약

1.75 1.60 2.00 1.73 0.24 0.80

앙 행정부처 담당부서에 국가 
양정책을 리할 조직, 인력 부족

2.06 2.00 2.00 2.04 0.02  0.98

시․도  시․군․구 지방행정 
조직에 양업무를 담당할 조직, 
인력의 부족

1.00 1.67 2.00 1.33 6.00* 0.04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 미비 
(식품 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

2.00 1.67 1.50 1.78 0.57 0.58

양사업 산의 부족 3.00 1.33 1.00 1.50 6.38 0.08

  양학계 문가의 시각은 보건의료계나 식품정책계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양학계에서는 양사업 산의 부족(3.00 ), 업업무에 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낮은 우선순 를 큰 문제로 지 하 으며(2.18 ), 양행

정조직과 업무의 분산과 다원화(2.17 ), 련기 과의 의․조정과 연계 부족

(2.17 ), 그 다음으로 앙 행정부처 담당부서에 국가 양정책을 리할 조직, 

인력의 부족(2.06 ), 장기 국가 양정책 목표  비 의 부재(2.00 ) 순으

로 의견을 개진하 다(표 5-15, 그림 5-16).  

〈표 5-15〉 양 련 행정  리체계의 문제 에 한 문가 평  

 (단 : 수)

   * p<0.05   ** p<0.01 *** p<0.001

주: 수는 1~10 을 각 문항별로 평 한 결과의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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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양 련 행정  리체계의 문제 에 한 문가 평

영양관련 행정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

2.25

2.00

2.00

2.39

1.73

2.04

1.33

1.78

1.50

0.0 0.5 1.0 1.5 2.0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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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중앙부처, 부서 및 기관간의 협의/조정 미흡과 연계 부족

영양업무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낮은 우선순위

중장기 국가 영양정책 목표 및 비전의 부재

국민의 바른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 수행의 미약

중앙 행정부처 담당부서에 국가 영양정책을 관리할 조직, 인력의 부족

시,도 및 시,군,구 지방행정 조직에 영양업무를 담당할 조직, 인력의 부족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 미비 (식품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

영양사업 예산의 부족

〔그림 5-16〕 양 련 행정  리체계의 문제 : 분야별 문가 평

영양 관련 행정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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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중앙부처, 부서 및 기관간의 협의/조정 미흡과 연계 부족

영양업무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낮은 우선순위

중장기 국가 영양정책 목표 및 비전의 부재

국민의 바른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 수행의 미약

중앙 행정부처 담당부서에 국가 영양정책을 관리할 조직, 인력의 부족

시,도 및 시,군,구 지방행정 조직에 영양업무를 담당할 조직, 인력의 부족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 미비 (식품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

영양사업 예산의 부족

영양학계

보건의료계

식품정책및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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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선진국가의 양정책 조직  연계체계  

  양사업의 사업의 특성상 모든 보건사업과 여러 사회복지사업에 일부분이거

나,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 일 때가 많다. 이를 해서는 

양이 독립 인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들과 연계하거나, 아니면 양이 여

러 사업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의 보건소들을 보면 양이 보건소의 하나의 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사업으로 조직이 되면서 양 문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조직은 

양과가 있거나 사업 심으로 매트릭스조직으로 짜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두가지 형태 에서 사업의 성격상 사업 심으로 을 구성하

면서 양 문 이 있어서 의 구성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양사업을 정

착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직이 가능해지기 해서는 우선 우리

나라 앙정부의 조직부터 부서간의 연계가 되어 정책이 세워지고, 사업 방향

이 세워질 때만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앙정부 조직 내에 양을 담당하는 조직은 어느 부처에 있는가? 그리고 조

정과 자문 역할을 어느 조직에서 장하는가? 에 해서 서구 유럽국가들의 경

우를 보면 <표 5-16>과 같다. 

  비교한 11개 국가  노르웨이, 랑스, 이태리, 네델란드, 아일랜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 양정책 부처는 보건부서 으며, 독일은 보건부서와 농림식품부서가 

같이 맡고 있으며, 국과 스웨덴은 보건부서와 식품안 기구가 같이 맡고 있

다. 핀란드는 National Nutrition Council 이 정책집행과 조정 권한을 동시에 가지

고 있다. 국가 양정책의 조정과 자문기구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앙정부에 

별도로 양심의 원회를 설치한 경우와 보건 련 원회의 서 그룹에서 

양업무를 조정하는 기 을 갖거나, 사안에 따라 문 원회를 두는 형태를 갖

고 있다. 이에 해서는 좀더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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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유럽 주요 국가들의 양담당 부처와 자문조직 

국가 양 주  정책조직 국가 양자문 조직 

국 

UK wide: Food Standards Agency
England: Department of Health
Wales:   Food and Well Being -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Working Party
Scotland: Food and Health Council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Nutrition

노르웨이

Directora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Ministry of Health and Care Services
National Nutrition Council

핀란드 National Nutrition Council National Nutrition Council

스웨덴
National Food Administration /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Expert Committee on Diet and Health / 
Swedish Pediatric Committee on 

Nutrition

랑스 Ministry of Health and Solidarity French Food Safety Agency / 
National Health monitoring Agency

독일 

Ministry of Health /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Consumer Protection

German Nutrition Society / 
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

이태리
Ministry of Health, National Institute 

for Food and Nutrition Research National Council of Health

네델란드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Health Council of the Netherlands /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덴마크
Danish Food and Veterinary Research/ 
Danish Fitness and Nutrition Council Danish Fitness and Nutrition Council

스 스:   Nutrition, Health Protection and 
Prevention Department Swiss Nutrition Council

아일랜드 
Health Promotion Unit, Department of 

Health and Children
Food Safety Authority of Ireland - 

Nutrition Sub-Committee

자료: WHO European Region, Nutrition, physical activities and prevention of obesity: recent 

      policy developments in the WHO European Region,  2006에서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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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양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국가   

  1)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1975년 Norwegian Nutrition and Food Policy를 국회의 승인을 얻

어 양정책을 수립하 는데 반 인 경제정책, 식량농업정책과 연계되어 있

는 양정책으로서 세계에서 핀란드와 더불어 가장 모범 으로 양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표 인 국가이다. 

  노르웨이는 노르딕 국가들과 함께 Nordic Action Plan를 세워 건강한 라이

스타일을 증진시키기 해서 2011년까지의 계획과 2021년까지의 비젼을 세우

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국민 의 식생활 향상, 신체활동 독려, 과체 /비만 감

소, 건강불평등 감소이며, 그 략으로는 개인의 책임과 환경  지지, 

multi-sectoroal 근과 네트워킹, 련 이해 당사자들의 공동 연 와 책임, 지역

사회 활동, 국가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삶이 질을 지향하는 

보건과 통합된 양정책을 펴면서, 양정책은 반 인 경제정책, 식량농업정

책과 연계되어 있으며 양정책을 기본으로 식품의 품질에 한 규제 리와 

고의 규제까지 하고 있다(WHO, 2006; 김혜련, 1994).  

  앙정부에 1946년에 설립된 국가 양심의회(Norwegian National Nutrition 

Council)가 있으며, 문가로 구성되어, 식품산업계, 정책의 권고하는 임무를 

가지고 보건부에서 지원하는 산을 가지고 정책입안을 지원하는 기능을 맡는

다. 재 국가 양심의회에서 작성한 양 략 문서인 ｢A healthy diet for good 

health｣, 2006년 ｢Action plan on improved diet for 2007-2011｣와 련된 정책이 

진행 에 있다. 여기에는 보건, 농수산, 아동과 형평, 재무, 산업교역, 교육연구

부처를 포함한 11개의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부처간 연계된 양행정이 정부의 

체 행정에서 조 조정되고 있다. 국가 양심의회에서 주 하는 ‘ 양포럼’을 

통해 양조사자료를 수집하고 정책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에 한 

양교육을 실시하며, 홍보활동과 식품 고 규제활동을 한다. 그 외에 농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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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청(Food Control Authority)에서 ‘식품정책포럼’을 운 한다(WHO, 2006; 김

혜련, 1994). 

  2) 핀란드 

  핀란드의 경우는 양정책을 농림수산부에서 장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 국

가 양심의회(National Nutrition Council)를 두어 양정책의 방향과 력을 

세우고, 국가식품청(National Food Agency)를 통해서 다른 부처와 연결되어 있다.

  핀란드는 1952년에 설립된 "National Nutrition Council"이 양정책의 실행하

는 행정조직인 동시에 자문조직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양심의회는 구성은 

정부부처와 연구소, 소비자단체, 농산물 생산자 단체 등 15개 집단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2005-2008년 국가 양심의회는 식품안 기구에서 사무총장을 보건

사회부에서 의장을 맡고 있다. 다정부기 , 문가, 민간인을 포함하는 15개 집

단으로 되어 있다. 구성은 ① 보건사회부 사회보험원 ②식품  음료산업 회 

③ 핀란드 핀란드 양사 회와 ④ 핀란드 심장 회,  ⑤ 통상산업부  ⑥ 교육

부 임상 양과 ⑦ Kuopio 학 ⑧ 국립공 보건원 ⑨ 농림물 앙조합 ⑩ 농

지역 여성자문기구핀란드 ⑪ 건강증진센터 ⑫ 농림식품연구소 ⑬ 농림부 ⑭ 마

회 ⑮ 소비자 회 등이다. 

  3) 필리핀 

  필리핀도 국가 양정책을 조정하기 한 부처간의 연계를 꾀할 수 있는 양심

의기구를 가지고 있다. 필리핀은 National Nutrition Council 조직이 있다. 그 구성

원은 ① 보건부(의장) ② 농림부(부의장) ③ 교육부 ④ 지방정부 부처(부의장) 

⑤ 기획 산부 ⑥ 국가경제개발처(사무총장) ⑦ 노동고용부 ⑧ 산업교역부 ⑨ 

과학기술부  ⑩ 사회복지개발부  등 10개 부처와 2년 임기로 통령이 임명하

는 민간기  표 3인으로 구성된다. NNC는 산하에 기술자문 원회(Technical 

Committe) 등의 실행조직과 부서를 두고 있다.39) 

39) http://nnc.da.gov.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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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필리핀의 National Nutrition Council의 조직도

   자료: http://nnc.da.gov.ph/

나. 다른 형태로 양정책을 조정 연계하는 국가

  1) 미국 

  미국에서 식품 양 반에 걸친 일원화된 자문조직은 없으나 사업별로 구성

된 자문조직이 일정 기간 동안 운 되고 부처를 망라하는 다양한 양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 양모니터링 원회(National Nutrition Monitoring 

Advisory Council)는 통령 직속 회로 보건부와 농림부와 공동으로 강력하

게 국가 양 모니터링과 련 연구 로그램의 조정과 10개년 종합 계획의 개

발과 실행에 한 과학 ․기술  자문을 수행하도록 한 조정기구이다.

  식생활지침 자문 원회(Dietar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 DGAC)는 식생

활 지침을 마련하기 해 DHHS와 USDA가 공동으로 임명한 ‘Di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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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Advisory Committee (DGAC)’이다. 그 외에 국가 모자 양 자문 원

회(National Advisory Council on Maternal, Infant and Fetal Nutrition)가 WIC 사업 

등을 조정하고 있고,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Aging’ 등이 있다. 

  2) 국

  2000년에 양과학자문 원회(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Nutrition)이 설

립되어 보건부와 식품안 기구(FSA)의 산을 받아 문 이며, 기술 인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3) 스웨덴

  국가식품청(National Food Administration)과 공 보건원(Public Health Institute)

이 공동으로 의 양교육을 장한다. 국가식품청은 식이섭취조사를 수행

하고 결과를 정책자에게 달하는 역할을 한다.  

  4) 네덜란드 

  네델란드에서 양 정책의 집행과 련된 주 부서는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이며, 재 자문조직은 Health Council of the Netherlands,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이다. 자문조직의 산

은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에서 배정된다.

  5) 덴마크

 덴마크는 국가식품안 기구(National Food Agency)에서 식이섭취조사와 식이패

턴에 한 조사와 정보 달을 맡아오다가, 1994/1995년부터 정부 가정경제 원

회(Government Home Ecomomics Council, 소비자부서, National Board of Health, 

수의식품청의 공동조직임)과 국가식품안 기구가 공동으로 국민의 양교육에 

한 정기 인 자문을 보건부와 농림부에 제공한다(WH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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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본 

  일본의 후생노동성에는 ‘후생과학심의회’( 원은 약 20명 정도)는 산하에 여

러 부회가 있고, 그 에서 지역보건건강증진 양부회( 원은 약 20명 정도)라

는 부회에서 양에 한 심의를 한다. 

  일본의 경우 내각부 산하에 식품안 원회를 두어 식품  양 험평가를 

실시하고,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노동후생성 등이 양과 련된 정책을 시

행하고 있다. 

  한 2005년 6월에 제정 추진된 식육기본법은 부처간의 활동을 연계시키고 

있다. 이 법의 추진은 내각부에서 주 하고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

성 등 련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5-18〕에서 

그 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18〕다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사업체계 사례: 식육추진 체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일본의 식량자 율 향상 운용실태보고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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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우리나라의 양정책 조직  조정기구/기 의 확보 방안 

가. 양정책 조정 기구/기 에 한 문가 의견

  1) 다양한 부처와 기 에 분산되어 있는 양 련 업무의 연계 필요성 

  행 양 련 행정체계의 총체 인 개선을 하여 다양한 부처와 기 에 분

산되어 있는 양 련 업무의 연계 필요성에 한 문항에서는 문가의 89.1%

가 ‘매우 필요하다’, 9.1%가 ‘ 체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 다. 이는 효율

인 양 련 행정 업무를 해서 정부 부처  기 의 반 인 양 련 업

무에 한 총체 인 조정이 필요함을 다수의 문가들이 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양 업무 연계에 문제가 심각하며 개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5-19).

〈표 5-17〉다양한 부처의 양 련 업무 연계 필요성에 한 문가 인식

(단 : 명, %)

양학계 보건의료계
식품정책  

산업계
계

N % N % N % N %
매우 필요하다 22 (95.7) 18 (94.7) 9 (69.2) 49 (89.1)

체로 필요하다 1 (4.3) 1 (5.3) 3 (23.1) 5 (9.1)
상 없다 - - - - 1 (7.7) 1 (1.8)

체로 필요하지 않다 - - - - - - - -
 필요하지 않다 - - - - - - - -

잘 모르겠다 - - - - - - - -

계 23 (100.0) 19 (100.0) 13 (100.0) 5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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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다양한 부처의 양 련 업무 연계 필요성에 한 문가 인식

  

다양한 부처간의 영양 관련 업무 연계의 필요성

89.1%

9.1%

1.8%
0.0%

0.0%

0.0%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상관없다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2) 분산되어 있는 양 련 업무의 바람직한 조정 방안

  앞에서 다수의 문가들이 양 업무 연계에 문제가 심각하며 개선 필요성

이 매우 크다는 을 제시하고 있는데 연계를 해서 다양한 부처와 기 에 분

산되어 있는 반 인 양 련 업무의 바람직한 조정 방안에 한 의견을 수

렴한 결과, 48.1%의 문가가 다원화된 체제를 유지하되 립 이고 의결․심

의권을 가진 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응답을 보여, 반수 정도의 문가들

이 양 련 업무의 분산을 조정하기 하여 조정기구를 확실히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 다. 

  반면,  체제를 유지한 채 기  간 조․조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5.0%, 단일화된 행정기 으로 련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25.0%를 

차지하 고,  체제를 그 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것은 

다수의 문가들이 양업무의 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그림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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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정부의 양 련 업무 조정 방향에 한 문가 견해

(단 : 명, %)

양학계 보건의료계
식품정책  

산업계
계

N % N % N % N %
 체제를 그 로 유지 - - - - - - - -
 체제를 유지한 채 기  

간 조․조정의 강화
5 (22.7) 6 (33.3) 2 (16.7) 13 (25.0)

다원화된 체제를 유지하되 
립 이고 의결․심의권을 

가진 조정기구의 설치

14 (63.6) 5 (27.8) 6 (50.0) 25 (48.1)

단일화된 행정기 으로 련 
업무를 통합

3 (13.6) 6 (33.3) 4 (33.3) 13 (25.0)

기타 - - - - - - - -
잘 모르겠다 - - 1 (5.6) - - 1 (1.9)

계 22 (100.0) 18 (100.0) 12 (100.0) 52 (100.0)

〔그림 5-20〕정부의 양 련 업무 조정 방향에 한 문가 견해

정부의 영양 관련 업무의 조정 방향

25.0%

48.1%

25.0%

0.0%1.9%

현 체제를 유지한 채 기관간 협조/조정의 강화

다원화된 체제를 유지하되 중립적이고 의결 심의
권을 가진 조정기구의 설치
단일화된 행정기관으로 관련 업무를 통합

잘 모르겠다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

  3) 분산된 양업무 연계 조정 방향에 한 문가 견해 

  본 조사에서는 국가의 양 리 체계를 개선하기 한 방안으로 크게 다음 3

가지의 견해를 제시하 고, 기타 의견도 제시하도록 하여 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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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계 보건의료계
식품정책  

산업계
계

N % N % N % N %
A: 부처의 조정․통합하여 양을 

담할 새로운 조직 확보
9 (39.1) 8 (42.1) 3 (25.0) 20 (37.0)

B: 부처의 기능을 일부 조정․ 
통합하여 양업무 분산 최소화

7 (30.4) 6 (31.6) 6 (50.0) 19 (35.2)

C: 부처나 기  간에 업무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7 (30.4) 5 (26.3) 3 (25.0) 15 (27.8)

D. 기    타 - - - - - - - -

계 23 (100.0) 19 (100.0) 12 (100.0) 54 (100.0)

 A안: 여러 부처(보건복지부, 농림부, 교육인 자원부, 여성부  각종 원회 등)와 산

하기 (식품의약품안 청, 농 진흥청  연구기 )에 분산되어 있는 양업무 

기능을 조정‧통합하여 양을 담할 새로운 조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안: 의 양업무 련 부처나 산하기 의 기능을 일부 조정‧통합하여 양업무 분

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안: 새로운 조직의 신설에 따른 업무의 이 과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련 부처나 

기  간에 업무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D안: 기 타 

〈표 5-19〉국가 양 리 체계 개선 의견

(단 : 명, %)

  조사 결과 A안의 새로운 조직의 확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7.0%도 가장 

많았고, B안의 기능의 일부 조정․통합이 35.2%, C안의 각 부처간의 업무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7.8%로 담

조직을 두자는 의견이 다소 많았으만 3가지 견해에 큰 차이는 없이 비슷한 수

으로 의견이 개진되었다(그림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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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안 : 새로운 조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여러 부처에서 양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비젼  목표 등의 공유가 어렵고 

인력, 법규가 분산되어 실제 업무조정이 어렵고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속 인 정책유지와 꾸 한 리를 하여 새로운 조직의 확보가 필
요하다. 

 ∙ 특히 양업무의 문성과 일 성 유지를 하여 한 곳에서 리하는 것이 

효율 이다. 

B안 : 일부 조정․통합하여 양업무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양업무는 상호연계되는 분야에서 정책의 일 성을 유지하고 효율 으로 운

하기 하여 일부 조정․통합하여 양업무 분산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 한, 앙정부에서 새로운 조직의 확보는 실 으로 불가능하므로 효율  

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C안 : 업무 이 과 조정이 어려워 업무 조정과 조기능을 강화하도록 개선한다.  
 ∙ 양업무의 특성상 력체제에서 수행하여 다양한 기능을 여러 부서에서 효

율 으로 운 하는 것이 상승효과가 크다. 

〔그림 5-21〕국가 양 리 체계 개선 의견

국가 영양관리체계 개선 의견

37.0%

35.2%

27.8%

A: 새로운 조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일부 조정 통합하여  영양업무 분산을 최소화

C: 업무 협조 조정기능을 강화

  각각의 의견에 하여 문가들이 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들을 종합하여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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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새로운 조직이나 통합은 업무의 특성상 포 인 운 이 어려워 효율성
이 떨어진다. 

  4) 양업무 연계․통합의 형태에 한 문가 견해 

  국가 양 리 업무의 연계 조정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한 바람직한 형

태로는 보건복지부를 심으로 연계(통합) 조정이 41.5%로 가장 많은 의견으로 

피력되었다. 행 시스템을 유지하되 통령 는 총리실 산하에 의결 는 심

의기능을 갖는 원회 설치가 30.2%로 제시되었으며, 통령 는 국무총리 직

속의 별도 (신설)기  심으로 연계(통합) 조정방안이 18.9% 이었다. 식품의약

품안 청을 심으로 연계(통합) 조정은 5.7%, 농림부를 심으로 연계(통합) 

조정 3.8%로 제시되었다(그림 5-22). 

〈표 5-20〉효과 인 연계조정을 한 조직 형태에 한 문가 견해

(단 : 명, %)

양학계 보건의료계 식품정책  
산업계 계

N % N % N % N %
보건복지부를 심으로 연계(통합) 
조정

7 (31.8) 12 (63.2) 3 (25.0) 22 (41.5)

식품의약품안 청을 심으로 
연계(통합) 조정

- - 2 (10.5) 1 ( 8.3) 3 ( 5.7)

농림부를 심으로 연계(통합) 조정 - - - - 2 (16.7) 2 (3.8)
통령 는 국무총리 직속의 별도 

(신설)기  심으로 연계(통합) 조정
5 (22.7) 3 (15.8) 2 (16.7) 10 (18.9)

행 시스템을 유지하되 통령 
는 총리실 산하에 의결 는 

심의기능을 갖는 원회 설치

10 (45.5) 2 (10.5) 4 (33.3) 16 (30.2)

여러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양 리 
업무의 조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 - - - - - - -

기   타 - - - - - - - -

계 22 (100.0) 19 (100.0) 12 (100.0) 5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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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효과 인 연계조정 조직 형태에 한 문가 견해

   

효과적인 연계조정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 형태

41.5%

5.7%3.8%

18.9%

30.2%

0.0%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연계(통합)조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심으로 연계(통합)조정

농림부를 중심으로 연계(통합)조정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별도(신설)기관
중심으로 연계(통합)조정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되 대통령 또는 총리실 산
하에 의결 또는 심의기능을 갖는 위원회 설치 
여러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영양관리 업무의 조
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의 의견에 한 이유에 해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를 심으로 :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담당 문기 으로 양은 

건강증진 측명에서 종합 으로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식품의약품안정청을 심으로 : 문‧기술  업무는 식약청으로 통합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기 의 문성에서 식약청이 합하다.
∙ 농림부를 심으로 : 양은 식품진흥 등과 연 이 크모로 농림부에서 식품

진흥과 함께 양을 통합 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통령 는 국무총리 직속의 기  심으로 : 조직의 통․폐합이 쉽지 않으

므로 각 부처간의 정책방향과 업무의 일 성을 한 기 의 설치가 필요하

다. 
∙ 통령 는 국무총리 산하에 의결 는 심의기능을 갖는 원회 설치 : 장기

으로는 통합으로 가야 하나 재는 어려우므로 우선 심의 원회부터 설치

하고 별도 기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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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정책 조정 기구/기 에 한 법  근거 

  기존에 식품 생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식품 생심의 원회’가 구성(법 

42조-43조)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장 이 2년 임기의 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 원회에 문분야별로 분과 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식품 생법 시행령 24조). 식품 생심의 원회의 심의내용은 ① 식 독방

지에 한 사항 ② 농약· 속등 유독·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 에 한 사항 

③ 식품등의 기 과 규격에 한 사항 ④ 국민 양의 조사·지도  교육에 

한 사항 ⑤ 기타 식품 생에 한 요사항으로 국민 양 조사  교육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재 양에 한 사항이 심의된 사례는 국민

양조사에 한 사항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 원회’를 구성 운 하도록 되

어 있으며(법 5조), 15인 이내의 원을 보건복지부 장 이 임명하는 민간 표

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심 원회의 의결사항은 아직까지 국

민건강증진기 의 심의  운용에 그치고 있고, 건강증진 련 정책심의를 하

는 기구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최근 심 원회 산하에 문분야별 분과 원회를 두어 활성화 시켜야 한다

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이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정책과 

질병 방 리 정책 등이 보건의료정책 부서(  보건의료정책본부)에서 맡고 있

고, 외국의 양정책의 동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건강증진사업과 질병 방 리

와 련되어 양이 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식품 생법에 근거한 ‘식품

생심의 원회’에서 보다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 원회’에서 분과 원회를 두

어 국민 양에 한 정책을 심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안이 될 수 있어 두 

원회에서 양정책 심의의 역할을 명확히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국회의 발의된 ‘국민 양기본법안(가칭)’에서는 외국의 National Nutrition 

Council을 벤치마킹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 양 리심의 원회(가칭)’를 구성하

며, 앙행정기  공무원과 문가를 보건복지부장 이 하도록 하고,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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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은 국민 양 리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국민 양기본계획 수립에 한 심

의를 한 별도의 국가 양심의기구를 두도록 설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

되어 원회 설립이 가시화된다면 기존 법에 근거한 내용과 달리 ‘(가칭)국민

양기본법(가칭)’에 근거하여 「(가칭)국가 양정책심의 원회」에서 양정책 

련 사항의 조정 심의 기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양한 앙 부처의 

계공무원과 소수 문가를 참여시켜 부처간 역할과 조체계를 실효성 있게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양정책과 사업을 건강증진  질병 방 리 

분야와 분리되어 독자 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실

제로 추진을 할 인 라가 공공 보건의료조직에 있다는 에서 사업의 발 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의 3가지 정책조정 기구 모두 우리나라에서 정책조정 과정과 기능이 미흡

한 우리나라의 풍토에서 기존의 여타 정책조정심의 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국민 양 리정책심의 원회(가칭)’가 형식화된 통과기구로 될 가능성이 있다. 

한 보건복지부에 이 정책기구를 두는 경우 타 부처의 참여 동기를 이끌어 내

기 어려워 부처간 정책의 조정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에 하여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정책심의 원회가 가지는 심의시

간의 문성의 제약을 고려하여 문 원회와 소 원회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양정책 조직과 심의․조정기구의 설립 방향  

  에서 문가 의견을 보면 여러 부처와 기 에 분산된 양업무 연계의 필

요성은 매우 크며, 그 조정방향은 다원화된 체재를 유지하면서 의결․심의권한

을 가진 조정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반수 정도로 제기되었

다. 실제로 양업무는 보건복지부, 농림부, 교육인 자원부, 여성가족부 등에 

첩되어 있는 업무가 많다. 양과 식생활교육, 식품 양성분 DB, 식품섭취와 

식생활패턴 조사․연구․모니터링, 식품 생  안 리 역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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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와 교육인 자원부 등이 겹치는 역을 가지고 있어 부처와 기 간의 정

책․역할․기능의 조정 필요성이 크며, 공통된 역의 양업무 역할을 조와 

조정이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이다(그림 5-23).  

    

〔그림 5-23〕부처/기 간 연   복 양 사업 역 

 

  이러한 역들은 부처 간의 긴 한 조정과 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부처

가 의견 조율 없이 독립 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 정책의 복성을 리하

고, 효율  자원의 활용을 하여 부처간의 업무 조와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의 갈등과 업무조정과정은 각 부처의 일 된 정책 수행

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우선 각 부처의 역할 분담과 공통 조 업무를 명확

히 하고, 역할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나라 

양체계에서는 더욱 요할 것이다. 국에서 보건부와 FSA, 그리고 아동‧학

교‧가족부의 양에 한 역할을 명확히 분담․설정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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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양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기 과 각 부처/기 의 정책과 업무를 

심으로 이들 련 부처/기 들의 총 , 연계, 력을 한 조정기 (기구)를 설

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5-24〕와 같다. 「(가칭)

국가 양정책심의 원회」가 양정책의 조정의 심축이 되며 네트워크를 가

지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5-24〕에 시된 재 각 부처/기

의 정책과 사업들은 이러한 네크워크 속에서 복을 지양하고 연계․조정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림 5-24〕부처/기 간 양정책 조정기구의 구성과 사업 연계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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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 양사업  정책 시행 조직의 확충 방안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속하게 진행되고 식이에 기인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에 양문제를 주 하고 여러 련 조직과 기 의 심축이 되는 

조직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양정책과 사업의 심조직이 없어 여러 부처, 여

러 기 에 연계 없이 분산되어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양과 련될 수 있

는 여러 정책들이  유기 으로 연계가 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정책에 책임을 가진 정부부서의 지정과 조정기 의 

설치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성이 높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주로 보

건부처에, 국가에 따라서는 보건부처와 농업부처와 분담하여 양정책과 사업 

조직을 두고 있다. 

  국가 양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따라 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

직과 사업체계가 명확하게 지정되고 확보되어야 한다. 국민의 양정책을 담

하는 주무 부처 담과가 확실하지 않은 이 우리나라 국민 양 리를 하는데 

있어서 주요 장애요인  하나이다. 국민 양을 담당하는 부서로 과거 1970년

에 보건복지부에 국민 양담당 이 신설되었으나, 1980년의 정부기구 축소에서 

국민 양담당 이 폐지된 후 지 까지 양업무를 담당하는 주무조직을 없으

며, 재 보건복지부 건강생활 에 양을 담당하는 1～2명이 있을 뿐이어서 

국민 양 리를 시행할 수 있는 조직이 뒷받침되고 못하고 있다. 

  이외에 문기술  양업무를 담당하는 식약청의 양평가 이 있으나 앙

의 심 인 행정조직으로서의 종합 인 양정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양이 건강증진과 질병 방 리, 아동과 노인복지 부분과 긴 하게 연계되는 

방향으로 강화되는 선진국 사례, 본 연구를 통한 문가 의견(표 5-19, 표 5-20 

참조), 재의 기능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정책의 주무 역할은 보

건복지부에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양을 담

당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고, 명확히 업무를 분장하고, 이 부서에서 인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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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여 국가 양정책의 구심 이 되고, 이 부서에서 여러 부처나 타 부서의 연

계가 필요한 다원 인 양문제를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 청은 양표시  양기 과 규격 리, 소비자 보호, 

식품 해평가 등 재와 같은 문 ․기술  역할을 강화하여 보건복지부와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국의 보건부와 FSA의 역할 분담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양을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국가 양정책 기획  조정 (국가 양정책 수립  련 정책 연계, 조

정 역할)  

  ∙ 양교육  정보 달, 식생활지도 ( 국민 식생활지침, 양섭취기  설

정  보 , 양교육 홍보자료 보 ) 

  ∙ 건강증진  만성질환 리 정책과 사업에서의 양 증진 업무 

  ∙ 국민 양상태 감시  국가지원 양사업 평가  

  ∙ 양행정 (식약청과 업무 조정 분담하여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특수식

품 리  외식산업의 양 리업무, 양사 리 업무)

  ∙ 양 련 법령의 리  시행 업무 

 이들 역할  기술 , 문 인 역할은 식품의약품안 청, 질병 리본부  

련 연구기 과 공통으로 리하거나 임할 수 있으며, 사업을 지역의 지방자

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   양사업 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1. 행 양 련 법령의 특성 

  제2장 3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양과 련된 법규는 국민건

강증진법, 식품 생법, 학교 식법,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과, 이외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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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내용이 언 된 법은 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노인복지법, 모

자보건법, 장애인복지법, 등교육법, 국민기 생활보장법 등 여러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고, 법령의 분야가 다양하여 양정책의 효율성, 일 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들 양에 련된 행법들은 각각 작용하고 있어서 국민 양에 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양 문제들을 해결하기 한 사업들이 체계 으로 일

성 있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국민 양 리를 한 기본 양목표의 수립과 실효성 있는 사

업을 일 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미흡하다. 

  체 으로 우리나라는 양사업을 한 법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나, 이 법

이 실 되기 한 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이 법들은 서로 연결되어 국

민건강을 한 양상태의 향상이라는 같은 목 으로 묶여 있지도 못하다. 

한 법만 제정되어 있지 그것을 실 하기 한 조직이 없어서 그나마 법에 명시

된 사항도 사업으로 발 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정책의 방향이 질병의 치료에서 질병 방과 건강증진으로 바 고, 보건

정책에의 방향 환을 본격 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  장치인 ‘국민건강증진

법’을 통해 건강증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다른 

법과 연결되어 실제로 실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못하다. 재 국민 양과 

련된 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학교 식법, 노인복지

법, 모자보건법 등이 있으나 일 된 국민 양 리의 기본이 없어 각 법이 연

결이 되어 있지 못하다.  

  국가의 보건정책에 어울리는 양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양사업을 

실시하기 한 법과 조직이 제 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각 법들을 서로 연

계되지 못하며, 이 법을 실시할 조직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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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계 보건의료계
식품정책  

산업계
계

N % N % N % N %

매우 효율 이다 - - 1 ( 5.3) - - 1 (1.8)

체로 효율 이다 4 (17.4) 1 ( 5.3) 1 (7.7) 6 (10.9)

보통이다 6 (26.1) 2 (10.5) 1 (7.7) 9 (16.4)

체로 비효율 이다 9 (39.1) 8 (42.1) 4 (30.8) 21 (38.2)

매우 비효율 이다 4 (17.4) 7 (36.8) 6 (46.2) 17 (30.9)

잘 모르겠다 - - - - 1 (7.7) 1 (1.8)

계 23 (100.0) 19 (100.0) 13 (100.0) 55 (100.0)

  2. 양 련 법령의 개선 안  

가. 문가 의견  

   1)  양 조항이 포함된 다원화된 법령체계의 효율성에 한 견해 

  재 양과 련된 다원화된 법령체계(식품 생법, 국민건강증진법, 학교

식법, 노인보건법, 아동복지법, 유아보육법 등)가 국민의 양 리를 해 효

과 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8.2%의 문가가 ‘ 체로 비효율 이다’, 

30.9%의 문가가 ‘매우 비효율 이다’라고 응답하 고, ‘보통이다’ 16.4%, ‘

체로 효율 이다’ 10.9%, ‘매우 효율 이다’ 2% 로 나타났다. 이는 재의 양

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법률체계가 상당히 비효율 이라는 의견이 지배

으로 피력되었다(그림 5-25).

〈표 5-21〉다양화된 양 련 법령체계의 효율성에 한 문가 인식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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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다양화된 양 련 법령체계의 효율성에 한 문가 인식

다원화된 영양관련 법령체계의 효율성

10.9%

16.4%

38.2%

30.9%

1.8%1.8%

매우 효율적이다

대체로 효율적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비효울적이다

매우 비효율적이다

잘 모르겠다

  2) 양 련 법령의 개선 방향에 한 문가 견해  

   문항과 련하여 양과 련된 법령을 개선할 때의 바람직한 방식을 묻

는 질문에는 47.2%가 ‘공통 으로 용될 수 있는 내용을 묶어서 통합법률을 

제정한다’, 43.4%는 ‘ 행 법률은 그 로 두고, 어느 분야에도 기본 으로 용

할 수 있는 기본 법률을 만든다’는 의견을 보 으며, ‘ 행 로 련법에서 유

지하고, 련 내용을 확충한다’는 견해는 5.7%에 불과하 다(그림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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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계 보건의료계
식품정책  

산업계
계

N % N % N % N %

공통 으로 용될 수 있는 
내용을 묶어서 통합법률을 제정

10 (45.5) 9 (47.4) 6 (50.0) 25 (47.2)

행 법률은 그 로 두고, 어느 
분야에도 기본 으로 용할 수 
있는 기본 법률을 만든다

10 (45.5) 7 (36.8) 6 (50.0) 23 (43.4)

행 로 련법에서 유지하고, 
련 내용을 확충

1 ( 4.5) 2 (10.5) - ( - ) 3 ( 5.7)

기타 - - - - - - - -

잘 모르겠다 1 (4.5) 1 (5.3) - - 2 (3.8)

계 22 (100.0) 19 (100.0) 12 (100.0) 53 (100.0)

〈표 5-22〉법령개선시 바람직한 방법에 한 문가 견해 

(단 : 명, %)

〔그림 5-26〕법령개선시 바람직한 방법에 한 문가 견해 

법령개선시 바람직한 방법

47.2%

43.4%

5.7%
3.8%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
을 묶어서 통합법률을 제정한다

현행 법률은 그대로 두고 어느 분
야에도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기본 법률을 만든다
현행대로 관련법에서 유지하고,
관련 내용을 확충한다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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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과 련된 새로운 법령안에 한 견해 

 최근 양과 련된 새로운 법령이 발의를 비 이거나 국회에 상정 에 있

다. 복지부에서는 (가칭)국민 양기본법, 농어업․농어 특별 책 원회에서는 

(가칭)식생활교육기본법), 식품의약품안 청에서는 (가칭)어린이식생활안 특별

법안에 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추진되고 있는 각각의 법령안에 한 문

가의 견해를 조사하 다.

(가칭)국민 양기본법(안)은 양과잉과 부족으로 인한 비만과 양불량문제를 국

가가 체계 으로 리하기 해서 장기 국민 양 리기본계획 수립, 복지부

에 국민 양 리정책심의 원회의 설치, 다양한 국민 양정책과 생애주기별 

양 리사업의 수행, 양 담 한국 양연구원의 설립, 양조사의 실시, 국

민식생활 조사와 모니터링, 양사 역할 제고와 문 양사 도입 등을 내용으

로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이다.

(가칭)식생활교육기본법(안)은 어릴 때부터의 식생활교육 강조와 등 교육과정에 식

생활교육 반 , 식품의 안 성과 식생활, 통식문화의 유지와 계승, 우리 농산물

의 소비 강조 등 일본의 내각부(우리나라 국무총리실에 해당)가 심이 되어 후생

노동성,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이 참여하여 2005년 제정된 ‘식육기본법’을 참고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농어업․농어 특별 책 원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

고 있는 법률안이다. 

(가칭)어린이 식생활안 리 특별법(안)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

교와 주변의 생 이고 안 한 식품의 유통과 매 환경 조성, 단체 식의 리 

향상, 어린이 식습  개선을 통한 비만, 식 독 방과 건강보호를 목 으로 학교

와 주변지역 식품안 보호구역 지정, 식품업자의 안 한 식품 공  책임 부여, 비

만과 질병 방을 한 양표시와 고 규제, 식품의약품안 청에 어린이 식생활 

안 리 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 청이 주축이 되어 

국회에 상정하고 있는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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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과 련된 새로운 법령안에 한 문가 견해 】 

□  3개 법안이 통합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 법안의 내용들은 부분 유용하고 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서로 겹치는 부

분이 많고, 기존 법령들과도 상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3개 법안들의 추진 

과정에서 타 부처의 극 인 조가 필수 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조해야 

할 부처간에 법안이 경쟁 으로 발의되어 주도권을 쥐기 한 경쟁으로 향후 

서로 조체계를 구축하여 시행되어야 할 법안이다.  
∙ 새로운 법령발의 기 이 각각 다르며, 국민들이나 소비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

고 국민이나 산업체에 혼동을 래하며, 유사한 사항이 각각의 법에서 일 성

이 없이 추진될 수 있다.   
∙ 3개 법안이 모두 식생활  양상태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통합하여 

하나의 법으로 제정하여 식생활과 양 련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입법될 필요가 있다.  
∙ 어린이 식생활안 리특별법 + 식생활교육추진법 + 국민 양기본법 → “국민

양  식생활교육기본법”으로 추진할수 있다.  
∙ 지 이라도 각 법령의 입법에 하여 공개토론하고 거시 으로 목 과 방법을 

정리하여 법안을 통합 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  (가칭)국민 양기본법:    
∙ 지지의견: 국민 양기본법은 양정책의 입안  실행을 해 기본 으로 필

요한 법령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포 으로 추구하고 있는 건강증진이라

는 부분과 같은 맥락이기는 하나 양사업을 특징을 고려한 정책과 시행에 

련된 법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의 법안내용과는 다르다. 부처간의 연계가 가능

하도록 국가의 방향성 있는 양정책의 개발과 시행  평가를 한 법 근거

로써 마련되어야 하는 법안이다. 

 양과 련되어 재 국회에 발의되거나 추진 인 새로운 3가지 법령안에 

하여 문가들로부터 각각의 법령안에 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개진되었다. 



국가 양정책 과제와 개선 략 245

∙ 반 의견: 그러나 종합계획 수립 이외의 법  실효성을 확보할 있는 법 내용

이 부족하며, 양사업을 건강증진 사업과 질병 방 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

진하는 데는 건강증진법 등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단독 법령이 비효과 일 가

능성이 있다.  

□  (가칭)식생활교육기본법 :
∙ 지지의견: 일본에서 제정된 식육법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교에서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

이 요한 사안이다.  
∙ 반 의견: 식육법은 일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학교에서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만성질병 방에 일조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미 발의된 법안인 국민 양기본법에 식생활교육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만약 식생활교육기본법(안)의 주 부처가 농림부가 

된다면, 이 사업 시행의 주체와 상이 보건복지부와 충돌될 것으로 상된

다. 따라서 이 법안의 필요성과 그 사업주체에 한 충분한 검토가 다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한 식생활교육기본법 역시 보건교육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수요가 존재하는데, 식생활 역만으로 별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비효율

이다. 건강증진법, 학교보건법, 학교 식법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 일 수 있다. 

□ (가칭)어린이식생활안 특별법안 : 
∙ 지지의견: 식생활이라는 기본 틀은 국민 양기본법과 식생활교육기본법(안)과 

같으나, 식품 생  안 이라는 취지 하에 이를 한 환경조성(식품의 유통

과 매 환경 조성. 단체 식 리)을 기본 목 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한 보다 세부 인 정책과 제도 등을 명시하는 범  안에서 법안이 마련된다

면 다른 법안과 크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 반 의견: 그러나 지나치게 국한 인 이슈만을 다루고 정책 제시 보다는 리 

 규제 주의 법안 성격이 강해 국민들의 올바른 식생활지도에 미치지 못할 



246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과학 인 근거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계에 지나친 규제사항들로 인하여 자칫 식품산업의 부담을 반발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 

  

  그러나 부분의 문가들의 의견은 상기 3가지 법률안이 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소비자가 국민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 제안 부처/기  심으로 각기 발

의되고 있음을 지 한 의견과 통합 인 기본법으로 국민 양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민의 입장, 산업체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유사한 입법이 혼동을 래하며, 

각각의 법에서 발의 부처를 심으로 경쟁 으로 발의하고 있으며, 입법이 될 

경우 양정책이 일 성이 없이 추진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식생활안

리특별법 + 식생활교육추진법 + 국민 양기본법을 묶어 “국민 양  식생활교

육기본법”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3개 법안

의 조정을 통해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고, 이 법에서 양정책 조정기구나 국가 

양목표와 사업이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양 련 법령의 개선 안 제시 : (가칭)국민 양기본법(안)의 검토 

  양 리에 한 인식부족, 정부내 양 리를 한 효율  리체계의 부재 

등으로 인해 그간 양기본법 제정에 한 논의가 한 양학회 등 양 련 

단체를 심으로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그 결과, 2007년 10월 의원입법으로 “국

민 양기본법안”을 발의하 다.40) 

40) 2007년 10월 26일 박 선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국민 양기본법안”을 발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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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국민 양기본법(안) 제안 취지

□ 재 우리사회는 개인소득의 증가와 생활수 의 향상에 따른 과다한 양섭취

로 비만과 성인병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운동부족, 흡연․음주, 불

규칙 인 식습  등으로 국민의 건강수 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 특히 청소년의 경우 상당수가 불규칙 인 식생활습 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4명  1명이 비만에 시달린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소아들마 도 비만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 특히 소득층의 경우 양부족 는 불균형한 양섭취로 인하여 받는 고

통의 정도가 일반인에 비하여 훨씬 더하지만 이들에 한 양 책은 기

생활보장비 지 을 통한 식비 지원과 무의탁 노인․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한 식 지원에 그치고 있다.  

□ 이에 따라 체계 인 국민 양 리를 하여 국민 양 리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연령․계층․질병 등의 기 에 맞춘 양 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양증진을 도모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에서는 제안 이유로 <표 5-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i) 과다한 양섭

취로 인한 비만과 성인병, 특히 청소년들의 불규칙한 식생활, (ii) 비만과 소

득층의 양부족 는 불균형한 양섭취를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국민

양 리 계획, 양 리사업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5-24>와 같이 총7장, 36조와 부칙으로 

구분된다. 주요 내용은 국민 양 리정책, 양 리사업, 국민식생활조사, 양

사 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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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4〉국민 양기본법(안)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 ), 제2조(정의), 제3조(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장 국민 양 리정책
제4조(국민 양 리정책심의 원회), 제5조(국민 양 리기본계획), 
제6조(국민 양 리시행계획) 

제3장 양 리사업 등

제7조( 양교육사업), 제8조(생애주기별 양 리사업), 제9조( 양

취약계층의 양 리사업), 제10조(시설  단체의 양 리사업), 
제11조(질병 방을 한 양 리사업), 제12조(지역사회의 양문

제에 한 조사·연구사업), 제13조( 업자 양교육), 제14조( 업자 

양교육에 한 평가), 제15조(식생활지침 제정  보 ), 제16조

( 고의 지 등), 제17조( 양감시원) 

제4장 국민식생활조사 등
제18조(국민식생활조사), 제19조( 양소 섭취기 의 제정  보 ), 
제20조(통계·정보), 제21조(한국 양연구원) 

제5장 양사

제22조( 양사의 책무), 제23조( 양사의 면허), 제24조( 양사의 결

격사유), 제25조( 양사의 면허취소 등), 제26조( 양사의 업무), 제

27조( 양사회  지부 등), 제28조(설립인가 등), 제29조( 문 양

사의 면허), 제30조( 문 양사의 업무), 제31조(보수교육) 

제6장 보 칙
제32조(유사명칭의 사용 지), 제33조(수수료), 제34조(벌칙 용에

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5조(벌칙), 제36조(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연구원의 설립 비), 제3조(사무  재산의 인

계), 제4조( 양사 면허에 한 경과조치), 제5조(설립비용), 제6조

( 양사 시험 응시자격에 한 경과조치),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2장을 보면, 국민 양 리정책의 수립․추진을 해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민 양 리정책심의 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원은 계 앙행정기

의 공무원과 련 민간인 에서 보건복지부 장 이 한다. 복지부장 은 

이 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 양 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우선, 양정책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라는 에서 소속에는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회의 소속이 보건복지부이고 원회에 계부처의 차  인

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 기본계획의 시행의무가 시․도에만 국한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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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연 기본계획이 제 로 집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갖게 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법안에 련 법률의 범 나 다른 법률과의 계가 빠져있다

는 은 법 자체의 상을 격하시키고 자칫 제정 필요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기본법이라는 명칭은 련된 다른 법률이 있으나 각각 운 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이나 기본방향의 혼선을 방하고 련 부처의 일 된 정

책 추진을 해 운 되는 것이다. 법률의 용범 가 특정분야로 한정되고 

련 법률도 없다면 그냥 개별 법률로 정하면 되지 굳이 기본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 법안에는 ‘식품 생법’의 양사와 ‘국민건강증진

법’의 국민 양조사 규정의 이 에 따른 개정만 언 되어 있을 뿐, ‘학교 식

법’ 등 련 법률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에 해서는 언 이 없다. 

  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시한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

다. 속한 사회의 변화, 로벌화 등으로 세 별로 큰 양수   식생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식생활조사에 포함될 수 있는 국민건강 양조사는 

재 3년마다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지속 인 조사체계로 바 고 있다. 5년은 국

민들의 빠른 식생활 변화를 반 하기에 무 긴 시간이다. 한, 과학  기본계

획의 수립을 해서는 3년마다 공표하는 국민건강 양조사와 연계할 필요가 있

다. 한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지역보건법에 근거)은 매 4년마다 시행

되고 있어 일선에서 양업무를 실시하는데 있어 양업무가 효율 으로 연계

되기 해서는 4년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이는 시․도의 보건과 복지 계획

의 주기를 고려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업무부담을 여 실효성 있는 일

선 사업이 집행되기 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양 리를 해 지침의 제정, 교육, 리, 조사․연구, 감

시․감독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출연 연구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분석해보면, <표 5-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업의 목 과 사업

방식이 다소 혼재되어 있다. 제11조에서 제시한 질병 방은 모든 사업의 목

이며, 제7조  제13～14조에서 명시한 교육은 다수 사업의 추진방식이다. 조

사․연구 사업도 국민식생활조사와 지역사회 조사로 이원화되어 있고,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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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도 식생활지침과 양소 섭취기 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표 5-25〉국민 양기본법(안)의 양 리사업 등의 종류

구분 사업명

제3장

양 리사업 등

교육
양교육사업(제7조)
업자교육(제13조  제14조)

리사업

생애주기별 양 리사업(제8조)
양취약계층 양 리사업(제9조)

시설  단체의 양 리사업(제10조)
질병 방을 한 양 리사업(제11조)

조사․연구 지역사회 양문제 조사․연구사업(제12조)

기 ․지침 식생활지침 제정 보 (제15조)

감시․감독
고의 지 등(제16조)
양감시원(제17조)

제4장

국민식생활조사 등

조사․연구
국민식생활조사(제18조)
통계․정보(제20조)

기 ․지침 양소 섭취기 의 제정  보 (제19조)

사단법인 한국 양연구원(제21조)

 

  법에 명시된 사항을 좀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조사․연구  기 ․지침 련 조문을 한 장으로 통합하는 등 유사한 

성격의 조문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한 일의 진행순서 로 조사․연구, 기

․지침 설정, 교육, 감시․감독의 순으로 련 조문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리사업은 앞서 언 한 조항에 따라 일반국민의 양 리를 실시하고, 취약

하거나 특별한 리가 필요한 특정집단에 한하여 좀더 세 하게 리한다는 차

원의 뜻을 담도록 법안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게 하게 되면, 질병 방을 

한 리사업 조항은 폐지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수행하던 국민건강 양조사

의 명칭을 국민식생활조사로 바꾸고 이 법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그런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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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국민건강 양조사는 식품섭취와 식생활조사는 물론 

건강상태까지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다. 당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명시되었던 

‘건강상태’에 해서는 언 이 없다. 따라서, 이 법안이 확정 시행되는 경우, 

재 시행되는 국민건강 양조사  건강 련 부분에 한 조사를 어떻게 할 것

인지, 국민건강 양조사에서 양조사부분을 국민 양기본법에 근거하여 이

할 것인지가 불확실하다. 

  한국 양연구원의 설립에 하여는 양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문 인 지

원역할도 여러 기 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미흡한 상황에서 그동안 양학계를 

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 은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기  등의 설립·운   육성에 한 법률』에 의

해서만 설립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양연구원의 설립은 실정법

과 배치될 소지가 높다. 

 제3조 (연구기 의 설립제한)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 (이하 "연
구기 "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 의 설립에 하

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재 양 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   근거법률은 다음과 같다.

명칭 근거 법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  등의 설립·운   육성에 한 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한국식품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등의 설립·운   육성에 한 법률

  양연구 사업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정 인 측면도 있으나,  상황에

서 양연구를 해 별도로 연구기 을 설립해야 하는지에 해서는 다음과 같

은 측면에서 좀더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련 출연기 의 련 부서를 한국 양연구원에서 어떻게 조정하여 복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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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지에 한 검토와 함께 기존의 정부출연기 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20년에 국립 양연구소를 설립하 고, 2001년 정부조직개 에 따라 

국립건강‧ 양연구소로 개칭하고, 2002년 양에 한 단독법령인 양개선법

을 폐지하고 ‘건강증진법’으로 제정하 으며, 종래의 ‘국민 양조사’도 국민의 

건강증진을 종합 으로 추진하는 ｢일본건강21｣를 추진하고, 건강증진법에 근거

하여 생활습 병과 연계한 건강과 양조사로 ‘국민건강‧ 양조사’로 환되었

됨을 볼 때 양과 만성질환(생활습 병)  건강증진이 포 으로 연계되도

록 변화하고 있다. 양연구기 을 별도로 두고 있는 국가에서도 양과 건강

증진을 연계하는 경향은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체 인 

추세이다.  

  제5장에서는 양 리의 추  역할을 담당하는 양사에 한 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 식품 생법의 규정이 상당부분 보완되었다. 우선 양사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양사회 설립  운 에 한 법  근거가 제시되었

다. 한, 문 양사제도가 도입되는데, 이것은 기존 양사의 문 인 역할

을 확 하는 것으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에는 규제와 련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그 정도는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강하다. 이들 규정은 한국 양연구원의 설립과 함

께 식품 업자  양사 고용 의무화, 양사 보수교육 의무화로 인해 국민에 

한 세   규제가 가 된다는 측면도 있어 국민 양을 개선한다는 이 법안의 

취지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제13조에 따라 식품 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 매업 

 보존업과 식품 객업 련 업자는 정기 으로 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선 식품첨가물 제조업, 운반․ 매업은 소비자가 하는 식품의 양과 직

인 계가 없다는 에서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향후 시

행되는 경우 식품 생법상 생교육과의 연계도 매우 요하다. 소 업자의 

경우, 교육 자체가 그날 수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들에게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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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 양을 분리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31조에 따라 양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하고 문 양사의 경

우에는 이와는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게 되면 문 양사의 경

우에는 1년에 2차례 교육을 받게 된다. 면허제를 시행하는 문 인력에 해 

이 정도로 교육을 의무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약사의 경우

에도 복지부 장 이 명한 경우에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인력의 문성 

확보 차원에서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학 등에서 문교

육을 거치고 별도의 시험을 거쳤다는 을 감안할 때 그 기간은 5～10년 정도

가 실 으로 할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들을 검토하여 국민 양기본법안에 한 새로운 제안을 제안 법안

과 비교하여 〔부록 1〕에 제시하 다.  

제5  올바른 식생활 보장방안 

  1. 식사지침의 개선  양교육에서의 효과  활용방안 

  양은 사람이 식사나 음료를 통해서 섭취되는 모든 음식물을 체내에서 이용

하여 건강한 삶을 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의 식생활은 식품을 재

료로 하여 음식을 만들며 여러 음식들을 조합하여 식사를 구성한다. 식품은 

양소와 함께 많은 성분들을 갖고 있으며 이를 조합하여 식생활을 할 때, 각 

양소와 성분의 생리  작용과 함께 양소간, 는 양소와 다른 성분 간의 

상호작용으로 건강에 미치는 향이 달라질 수 있다. 사람의 생리작용과 사

는 유 형질  오랫동안의 식생활에 따라 양소 소모량이나 사가 달라지므

로 개인의 이러한 특성 한 식생활과 건강에 큰 향을 미친다. 

  식품은 양소의 원이 되며 양학에서는 오랫동안 양소의 필요량, 양

소 섭취에 따른 건강문제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나 최근에는 통 으로 

양소의 범 에 들지 않은 여러 가지 식품의 성분들이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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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밝 지고 있어 식생활과 건강에 한 심을 더욱 증 시키고 있다. 이러

한 식생활 방안을 일반인들에게 제시하기 하여 양학자들은 모든 학문  지

식과 자료를 이용하여 식생활지도(dietary guidance)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식사

와 건강에 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식생활에 한 

지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 양학의 주요한 심사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한 정책에서도 요시 되고 있다. 

  식생활지도안은 크게 3가지로 나  수 있다. 

  ∙ 양소수 의 기 (nutrient-based standard)

  ∙식품수 의 기 (food-based guidance)

  ∙ 식사지침(dietary guidelines) 

  식사지침(dietary guidelines)은 이러한 식생활지도안의 하나로 건강에 좋은 식

생활을 하기 하여 상 집단(target group)에 속하는 사람들이 식생활에서 실천

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식사지침의 의미와 개선  활용방안을 논의하

기 해서는 식생활지도에 한 체 인 고찰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 양소 기 (nutrient-based standard) 권장

  양소 수 의 기 은 건강에 좋은 양소 섭취량을 제시하는 것으로 다른 

모든 식사지도 방법에 요한 기본이 된다. 식생활 지도에서 요한 것은 건강

에 좋은 식생활을 제시하는 것이며 양소를 히 섭취하는 것은 식생활에서 

가장 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양소 섭취와 건강의 문제는 에는 양

섭취 부족에 한 우려가 주요 문제 으나 식생활과 양소 섭취 방법의 변화 

 만성질병이 주요 건강문제가 되면서 양소의 한 섭취와 함께 만성질병 

험을 감소시키는 것 등 심사가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변

화와 함께 양소 섭취에 한 기 도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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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권장량(Recommended Dietary Allowances; RDA)

  양소수 의 기 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것은 양권장량이다. 양

소는 체내에서 필수  기능을 하지만 스스로 충분히 만들 수 없어 외부로부터 

공 받아야 하는 물질을 말한다. 19세기~20세기에 걸쳐 양소를 발견하고 각 

양소가 체내에서 하는 기능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음식이 갖는 과학  의

미에 놀라는 한편 어떤 양소를 얼마나 섭취해야 할 것인가에 심을 갖게 되

었다. 1941년 미국의 국방성은 자국 군인들에게 어떤 식사를 공 해야 할 것인

가를 정하기 해 양학자들로 원회를 구성하 으며 이 원회에서는 당시

까지 알려진 인체의 양소 필여량에 한 연구 자료들을 기 으로 1943년 

양권장량(Recommended Dietary Allowances; RDA)을 제정하 다. 

  이와 같이 제한된 목 으로 시작된 RDA 는 곧 모든 국민을 상으로 제정 

범 가 확 되었으며 국제 으로도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1962년 FAO 한국

지부에서 한국 양학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한국인 양권장량(Recommended 

Dietary Allowances for Koreans; KRDA)을 제정하 다. 다른 식사지도안과 마찬

가지로 RDA 한 새로운 연구자료  식생활 변화를 반 하여 약 5년을 주기

로 개정되었다. KRDA 역시 제정된 이후 FAO 한국지부와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을 통해 주기 으로 개정되었고 1995년부터 한국

양학회에서 개정을 하여 2005년 제 7개정 을 발간하기에 이르 다. 

  양권장량은 상 인구에서 양소 섭취와 련된 건강문제가 생길 험이 

은 섭취량을 제시함을 목 으로 하 다. 따라서 권장량을 정하는 원칙은 

상 인구집단의 양소필요량에 한 분포를 기 으로 책정되었다. 양소 필요

량이란 건강을 유지하기 해 필요한 섭취량으로 부분의 경우 매일 매일의 

생활을 통하여 인체에서 소모되는 양을 기 으로 하 다. 권장량을 정하는 방

법은 양소 섭취 수 과  건강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섭취로 인한 건강문

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양으로 정하 다. 에 지의 경우, 필요한 양보다 으면 

에 지 부족의 우려가 있고 필요한 양보다 많이 섭취하면 지방 축 으로 인한 

비만의 우려가 있어 과, 부족이 모두 문제가 된다. 따라서 에 지 권장량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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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필요량 분포에서 평균값으로 정하 다. 에 지를 제외한 양소들은 부족할 

경우 결핍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나 많이 섭취하는 것은 해롭

지 않다고 생각되어 권장량은 인구의 부분의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포 곡선에서 평균에서 표 편차의 2배를 더한 값으로 정하 다. 이 경우, 권

장량이 자신의 필요량보다 작아 결핍의 우려가 있는 인구의 비율은 2.5% 정도

가 된다 (그림 5-27 참조).

〔그림 5-27〕 양권장량 설정 원리

       

   (a) 에 지 권장량                        (b) 단백질과 미량 양소

  2) 한국인 양섭취기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KDRIs)

  양권장량은 오랫동안 기본 인 식생활지도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나 식생활

과 건강문제의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 제한 이 지 되어 왔다. 양권장량은 

양결핍의 방을 목 으로 제정되었으나 최근의 식생활과 건강에 한 심

은 만성질병을 방할 수 있는 식사로 바 고 있어 일반인들의 건강과 식생활

에 한 심을 반 할 수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보충제의 남용 등으로 양

소 과잉섭취의 우려가 있게 되었다. 한 양소의 기능에 한 과학  지식의 

발 에 따라 양소 필요량을 소모량에 기 하기보다 양소의 생리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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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endpoint)를 기 으로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제한 에 따라 

보다 다양한 기 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미국/캐나다에서 양섭취기

(Dietary Reference Intakes; DRIs)으로 보다 확 된 양소수 의 기 을 1997년

부터 2004년까지 제정하여 제시하 으며, 양권장량에 한 비슷한 제한 을 

느껴온 다른 나라들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양권장량 개정을 해온 우리나라에

서도 2005년도 개정을 하면서 양권장량 개정보다 확 된 개념으로의 한국인

양섭취기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KDRIs)을 2005년 제정하 다. 

  새로이 제정된 한국인 양섭취기 은 양소에 따라 단백질과 미량 양소는 

평균필요량(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EAR) 권장섭취량(Recommended 

Intake; RI), 충분섭취량(Adequate Intake; AI), 상한섭취량(Tolerable Upper Intake 

Levle; UL)의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 지는 필요추정량(Estimated Energy 

Requirement; EER), 3  양소의 경우 정에 지비율범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 AMDR)로 제시하고 있다. 

양소 1-2세 3-19세 20세 이상

탄수화물 50-70% 55-70% 55-70%

단백질 7-20% 7-20% 7-20%

지방 20-35% 15-30% 15-25%

  n-6 불포화지방산 4-8% 4-8% 4-8%

  n-3 불포화지방산 0.5-1.0% 0.5-1.0% 0.5-1.0%

〈표 5-26〉한국인 양섭취기 의 다량 양소 에 지 정비율(AMDR) 범

 자료: 한국 양학회, 한국인 양섭취기 원회, 2005

  양소 섭취량에 따른 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상한섭취량의 개

념은〔그림 5-28〕와 같다. 단백질과 미량 양소들은 상 인구에서 양소의 

필요량에 한 자료가 충분하면 평균필요량과 권장섭취량을 가지며 이러한 자

료가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충분섭취량(AI)를 갖는다. 한 과다섭취에 따른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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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효과에 한 자료가 있으면 상합섭취량이 설정된다. 에 지는 개인에 따라 

연령, 성별, 신장, 체   신체활동에 따라 에 지필요 추정량을 계산할 수 있

으며 한 에 지를 구성하는 3  양소의 비율을 정범 에서 섭취하도록 

제정되어 있다. 단백질의 경우, 권장섭취량과 에 지 정비율범 가 함께 제정

되어 있다.

〔그림 5-28〕단백질과 미량 양소 섭취기       

  한국인 양권장량 7개정 은 에 지, 단백질, 9종의 비타민, 4종의 무기질 등 

총 15종류의 양소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한국인 양섭취기 은 에 지, 단백

질, 13종의 비타민, 14종의 무기질과 함께 수분, 식이섬유, 9종의 필수 아미노

산, 3  양소의 에 지 정비율 범  등 반 인 양소에 하여 제정되어 

있다. 한 각 양소에 따라 1~3개의 값을 가져 종 에 사용되었던 양권장

량에 비하여 범 와 내용이 범 하다. 한국인 양섭취기 에 제정된 양소

별 내용은 <표 5-27>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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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
양섭취기

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상한섭취량

다량 양소

에 지 ○

탄수화물 ○

지방 ○

n-6 불포화지방산 ○

n-3 불포화지방산 ○

단백질 ○ ○

아미노산(9종) ○ ○

식이섬유 ○

수분 ○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 ○ ○ ○

비타민 D ○ ○

비타민 E ○ ○

비타민 K ○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C ○ ○ ○

티아민 ○ ○

리보 라빈 ○ ○

니아신 ○ ○ ○

비타민 B6 ○ ○ ○

엽산 ○ ○ ○

비타민 B12 ○ ○

토텐산 ○

비오틴 ○

다량 무기질
칼슘 ○ ○ ○

인 ○ ○ ○

나트륨 ○

염소 ○

칼륨 ○

마그네슘 ○ ○ ○

미량 무기질

철 ○ ○ ○

아연 ○ ○ ○

구리 ○ ○ ○

불소 ○ ○

망간 ○ ○

요오드 ○ ○ ○

셀 늄 ○ ○ ○

몰리 덴 ○

〈표 5-27〉 양소별 한국인 양섭취기  설정 황41), 성인기

자료: 한국 양학회, 한국인 식사섭취기 , 2005  

41) 아기는 모든 양소에서 충분섭취량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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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섭취기 의 활용 방법

  양섭취기 은 식사평가(dietary assessment)와 식사계획(diet planning)에 다양

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개인과 집단에서 용하기 한 방법으로 나 어 활용

되어야 할 것이다. 양섭취기 이 제정된 후 아직까지 다양한 장에서 식사

계획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표 안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   

가) 식사 평가를 한 활용

  개인의 식사 평가에 한국인 양섭취기 을 용할 경우, 각 양소의 일상섭

취량이 해당 양소의 권장섭취량이나 충분섭취량 수  는 그 이상이면 부족

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권장섭취량이 제정된 양소의 경우, 

일상섭취량이 권장섭취량보다 낮다면 그 정도에 따라 부족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으며 평균필요량 수 이면 부족할 확률은 50%이다. 충분섭취량이 설정된 

양소의 경우, 일상섭취량이 충분섭취량보다 낮을 때 부족하다고 정하거나 부

족할 확률을 계산할 수 없다. 상한섭취량이 제정된 양소의 경우, 일상섭취량

이 상한섭취량을 과한다면 과잉으로 인한 유해 향의 험이 있다고 평가하

며 과량이 높을수록 험도는 증가한다. 집단을 상을 평가할 때, 인구집단

의 일상섭취량의 분포를 이용하며 섭취량이 평균필요량보다 낮은 비율을 부족

한 인구의 비율로 추정한다. 충분섭취량을 가진 양소의 경우, 집단의 섭취량 

분포에서 앙값이 충분섭취량 수 이면 그 집단에서 부족한 인구의 비율이 낮

은 것으로 평가하며 앙값이 충분섭취량보다 낮을 때, 부족한 인구 비율을 평

가할 수 없다. 상한섭취량이 제정된 양소의 경우, 상 인구  일상섭취량이 

상한섭취량 이상인 인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과잉섭취에 의한 유해 향의 우려

가 높다(표 5-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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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8〉식사 평가에서의 양섭취기 의 활용

개인 집단

평균

필요량

일상섭취량이 부 할 확률을 조사하는데 

사용함.
일상섭취량이 평균필요량 이하이면 섭취량

이 부족할 확률이 50%이상이며, 평균필요

량보다 낮아질수록 부족할 확률이 높아짐

집단 내에서 부 한 섭취자의 비율을 

추정하는데 사용함

일상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이하인 사

람의 비율에서 섭취량이 부족한 사람의 

비율을 추정함

권장

섭취량

일상섭취량이 권장섭취량 이상이면 부족하

게 섭취할 확률은 낮음

집단의 양섭취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

용하지 않음

충분

섭취량

일상섭취량이 충분섭취량 이상이면 섭취량

이 부족할 확률이 낮음

일상섭취량의 앙값이 이 수 이면 섭

취량이 부족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것을 

의미함

상한

섭취량

과잉섭취 가능성 조사에 사용함

일상섭취량이 상한섭취량보다 높으면 과잉

섭취로 인한 건강장애증상이 일어날 수 있음

섭취량이 상한섭취량보다 높을수록 건강장

애의 험도는 높아짐

양과잉으로 인한 건강장애 험도를 

추정하는데 사용함

집단 내에서 상한섭취량 이상을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은 과잉섭취에 따른 건강장애

의 험을 가진 사람의 비율과 일치함

자료: 한국 양학회, 한국인 양섭취기 , 2005

  나) 식사 계획을 한 활용

  한국인 양섭취기 을 개인의 식사 계획에 활용할 경우, 권장섭취량이 제정된 

양소의 경우에는 일상섭취량이 그 수 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목표를 정하여 

충분섭취량이 제정된 양소는 일상섭취량이 그 수 에 가깝게 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상한섭취량이 제정된 양소의 경우, 일상섭취량이 그보다 낮도록 식사

를 계획해야 한다. 한국인 양섭취기 을 집단의 식사 계획을 해 활용하는 경

우, 해당 집단에서 평소섭취량이 평균필요량보다 낮은 사람의 비율이 최소화되

도록 하며, 충분섭취량이 제정된 양소는 해당 집단의 양소 섭취량의 앙값

이 충분섭취량과 비슷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한섭취량이 제정된 양

소의 경우, 집단에서 평소섭취량이 상한섭취량 이상이 되는 비율이 최소화되도

록 식사를 계획한다. 식사계획을 한 양섭취기 의 활용은 <표 5-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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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9〉식사 계획을 한 양섭취기 의 활용

개인 집단

평균필요량 개인의 양섭취목표로 사용하지 않음 평소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사람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권장섭취량 평소 섭취량이 평균필요량이하인 사람

은 권장섭취량을 목표로 함

집단의 식사계획 목표로 사용하지 않음

충분섭취량 평소 섭취량을 충분섭취량에 가깝게 하

는 것을 목표로 함

집단에서 섭취량의 앙값이 충분섭취량

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상한섭취량 평소 섭취량을 상한섭취량 미만으로 함 평소 섭취량이 상한섭취량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최소화하도록 함

자료: 한국 양학회, 한국인 양섭취기 , 2005

나. 식품 기  가이드 (Food-based guides)

  양소 수 의 기 은 양소 섭취와 인체 사  건강의 계에 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제정되어 건강을 한 식생활 내용의 기본이 되지만 일반인들

이 이해하고 실생활에 용하기 어려운 이 있다. 양소는 식품에 포함된 화

학물질들로 에 보이지 않고 일반인들로서는 얼만큼 섭취하는지 평가하기 어

렵다. 이러한 을 보완하여 식품을 기 으로 어떻게 식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지를 식품을 활용하여 제안한 식품기  지도안은 일반인들이 식생활에 용하

기 쉬워 식생활지도와 양교육에 리 활용되어 왔다. 식품기  지도안은 식

품들을 주요 식품군으로 분류하고 각 식품군에서 히 섭취하는 방법을 제시

해 다. 한국 양학회에서는 식품기  지도안으로 식사구성안을 제정하여 한국

인 양섭취기 의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다(한국 양학회, 2005). 

  1) 식사구성안의 목표

  식사구성안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구성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

념  목표와 양목표를 설정하 다. 양 인 목표는 양섭취기 을, 질 인 목

표는 한국인의 식생활지침을 이용하여 거기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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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개념  목표는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 식사구성안은 반 인 건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식사구성안은 최근의 연구결과가 반 되어야 한다.

  ∙ 식사구성안은 체 식생활을 주 상으로 하 다.

  ∙ 식사구성안은 상이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

  ∙ 식사구성안은 양섭취목표를 실생활에서 실용 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 식사구성안은 사용자의 미각이나 생활습 에 따라 변화나 체가 용이해

야 한다. 

  식사구성안은 한국인 양섭취기 과 “한국인의 식생활지침”에 부합하여 필요

한 양소를 히 섭취하고 만성질병의 험요인을 제하는 것을 목표로 

양목표구체 인 기 을 〈표 5-30〉와 같이 정하 다.

양목표 식품 
구성성분 목표의 기

한 섭취 에 지 100% 평균필요량 

단백질 100% 권장섭취량, 총에 지의 15% 정도 공  

비타민 100% 권장섭취량 는 충분섭취량, 상한섭취량 미만

무기질 100% 권장섭취량 는 충분섭취량, 상한섭취량 미만

식이섬유 100% 충분섭취량

섭취의 제 지방 총에 지의 20~25% 정도 공

소 5g 이하

설탕 되도록 게

〈표 5-30〉 식사구성안의 양목표

 자료: 한국 양학회, 한국인 양섭취기 , 2005

  2) 식품군 분류와 식품구성탑 

  식품들은 식품 양가표에서의 분류체계, 한국인의 표 인 식사패턴, 주요 

양소 함량, 국민건강․ 양조사에서 나타난 총 양소 섭취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식품군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이 까지 과일과 채소가 함께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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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있었으나 (1) 2001년도 국민건강․ 양조사(보건복지부, 2002)에서 과일류의 

섭취가 많이 증가하 으며, (2) 과일과 채소는 열량 함량의 차이가 크고, (3) 우

리 식생활에서 과일과 채소의 용도가 다른 것을 고려하여 과일군과 채소군을 

분리하 다. 따라서 이 까지 식품군이 5가지 으나 2005년도에 새로이 개정된 

것은 아래와 같이 6가지 식품군으로 분류하 다.

  (1) 곡류  분류

  (2) 고기, 생선, 계란, 콩류

  (3) 채소류

  (4) 과일류

  (5) 우유  유제품

  (6) 유지, 견과  당류

  식품구성탑은 식사구성안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

으로 각국마다 문화 인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 고유

의 탑 모양으로 표 한 것이다. 탑의 각 층은 주요 식품군을 나타내며 각 층의 

크기와 치는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요성과 양을 표 한다. 가장 크기가 큰 

맨 아래층은 우리 식생활에서 가장 요하고 양 으로 많은 곡류와 분류를 

표 하며, 차례로 로 올라가면서 주요 식품군을 차례로 표 하도록 표 식

품의 그림을 넣었다. 가장 윗 층에는 유지, 견과  당류는 섭취량을 가능한 한 

게 하도록 가장 작은 층으로 나타내었다. 식품구성탑은〔그림 5-29〕에 제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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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우리나라의 식품구성탑

                

다. 식생활 목표(Dietary Goals)와 식생활 지침(Dietary Guidelines)

  1) 제정 목

  식생활 목표와 식생활 지침은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하여 필요한 식생활의 

변화 내용을 기 로 제정되는 것이다. 이를 제정하기 해서는 건강과 식생활

에 한 연구자료와 실제 국민 건강문제  식생활에 한 자료가 필요하다. 

국민 건강의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 악하고 련 식생활 내용과 비교하여 식

생활  건강증진을 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문  토 로 제정된 것이 식생활 

목표이고 이를 일반인들이 식생활에서 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정된 것이 

식생활 지침이다. 

  2) 합의(Consensus)와 근거 심 (evidence-based) 제정

  식생활 목표나 지침은 모두 식생활과 건강에 한 연구  실제 자료를 근거

로 제정된다. 이 의 방법은 이 분야의 문가들이 모여서 자료를 검토하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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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모아 합의(Consensus)하여 제정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세계 으로 

(evidence-based) 으로 제정하는 방향으로 환되고 있다. 합의에 의한 것은 검

토하는 자료가 제한될 수 있으며 결정이 문가들의 견해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단 이 있다. 근거 심 방법에서는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research question)을 

설정하고 이에 한 문헌을 부 검색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내용과 결과를 

평가하여 근거의 강도(strenth of evidence)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2005년 미국의 식생활지침은 근거 심 방법을 도입하여 9개 역에서 주요 

지침을 포함하여 총 43개의 지침을 제정하 다. 제정된 주요 역과 역별 주

지침은 다음과 같다(Dietary Guidance for Americans Advisory Committee, 2005).

〈표 5-31〉미국 2005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의 역과 주요 

지침

Topic Area Recommendation
Adequate nutrients 
within calorie needs

 Consume a variety of foods within and among the basic food groups 
while staying within energy needs

Weight management  Control calorie intake to manage body weight
Physical activity  Be physically active everyday
Food groups to 
encourage

 Increase daily inake of fruits and vegetables, whole grains, and nonfat 
or low-fat milk and milk products

Fats  Choose fats wisely for good health
Carbohydrates  Choose carbohydrates wisely for good health
Sodium / potassium  Choose and prepare foods with little salt
Alcoholic beverages  If you drink alcoholic beverages, do so in moderation
Food safety  Keep food safe to eat

자료: Nutrition in Public Health, 328쪽

  3) 식생활목표  

  식생활 목표는 미국에서 1977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1) 지방

을 총 열량의 30%로 섭취하고 포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 다불포화지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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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기 1/3씩 섭취하도록 하고, (2) 탄수화물을 에 지의 58%로 하며 48%는 

복합탄수화물과 자연당으로 섭취하고 나머지 10%는 정제된 당으로 섭취하도록 

목표를 정하 다. 이는 당시 미국인들의 식사가 지방 42%(포화지방산 16%), 탄

수화물 46% 던 것에 비하여 매우 큰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 한국인 식생활 지침 제정 사업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의 식생활 목표를 제정하 으며 그 내용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

다. 우리나라의 식생활 목표는 미국에 비하여 미량 양소 정섭취, 체 , 알코

올, 식습  등 기의 미국 식생활 목표보다 매우 범 함을 알 수 있다.

  4) 식생활 지침

  식생활 지침은 이 까지 일반인들에게 식생활 지도(diet guidance) 도구로 사

용되어 왔던 양권장량과 기 식품군의 제한 을 극복하기 하여 1980년 미

국에서 처음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국민을 하여 제정

하 으며 한 건강과 식생활 문제의 변화를 반 하여 주기 으로 개정되어 왔

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여러 학자들의 제안이 있었으며 공신력 있는 단

체로서는 1989년 한국 양학회에서 처음 제정하 다. 그 이후 1991년 보건복지

부에서 국가 으로 제정하 으며 2002년~2003년 일반  지침과 연령별 지침을 

제정하 다. 

  식생활 지침은 국민 보건 증진을 한 정책의 가장 요한 도구일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해가 쉽도록 제정되어 양교육 도구로서도 요하다. 식생

활 지침은 식생활의 변화, 건강문제의 변화  련 연구 자료의 발표 등을 고

려하여 5년을 주기로 개정한다.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 제정한 한국인을 한 

식생활 지침은 다음과 같다. 



268

권장사항 권장사항－최근 개정안 안1)

〈식생활 목표〉

1. 에 지와 단백질은 권장량에 알맞게 

섭취한다. 
2.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 라빈의 섭취를 

늘린다. 
3. 지방의 섭취는 총에 지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소 은 1일 10g 이하로 섭취한다. 
5. 알코올의 섭취를 인다.  
6. 건강체  (18.5 ≤ BMI＜ 25 )을 

유지한다.  
7. 바른 식사 습 을 유지한다.  
8. 통 식생활을 발 시킨다.  
9. 식품을 생 으로 리한다.  
10. 음식의 낭비를 인다.  

〈식생활 목표〉

1. 건 한 식생활을 유지한다.
2. 에 지섭취는 신체활동량과 균형을 이룬다.
3. 건강체 을 유지한다.
4. 지방 섭취량은 총에 지 섭취량의 

15-25%가 되도록 한다.
5. 칼슘, 티아민, 리보 라빈, 비타민 A, 

비타민 C, 철을 충분히 섭취한다.
6. 소  섭취를 반 이하로 인다.
7. 알코올 섭취를 인다.
8. 식생활을 생 으로 리한다.
9. 통식생활을 즐긴다.
10. 음식의 낭비를 인다.

〈식생활 지침〉

1. 곡류, 채소ㆍ과일류, 어육류,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자. 
2.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 
3. 건강 체 을 해 활동량을 늘리고, 

알맞게 섭취하자. 
4. 식사는 즐겁게 하고, 아침을 꼭 먹자. 
5. 술을 마실 때는 그 양을 제한하자. 
6. 음식은 생 으로, 필요한 만큼 비하자. 
7.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식생활을 

즐기자. 

〈식생활 지침〉

1. 깨끗한 음식을 알맞게 먹자.
2.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체 을 유지하자.
3. 각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먹자.
4.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
5. 지방이 많은 고기나 튀긴 음식을 게 

먹자.
6. 술을 마실 때는 그 양을 제한하자.

〈표 5-32〉한국인을 한 식생활 목표와 식생활지침  

  주: 1) 식생활지침 개정 연구사업에서 제시된 안으로 확정된 지침이 아님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의 연령층별 식생활지침의 개발  보 , 2002.  

      백희 , 한국 성인을 한 식생활지침(안) in 서울 학교‧보건복지부, 한국성인을 한 식

생활지침 개정을 한 공청회 자료집,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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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령별 식사지침

  보건복지부에서 식생활 목표 달성을 한 식생활 실천지침을 각 연령별 상

에 따라 따로 정하고 있다. 한 제정 후 5년마다 개정을 하게 되어 있어 2007

년도 지침을 재 비 에 있으며 2007년도말까지 성인 상의 식사지침을 

개정하고 있다. 새로이 제정되는 식사지침은 최근의 연구자료들을 검토하고 특

히 2005년도 제정된 한국인 양섭취기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을 사용하여 2001 국민건강 양조사와 2005년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분석

하여 한국인의 식생활문제에 한 최근의 학문  평가방법을 용하여 보다 과

학 이고 실제 식생활에 가까운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질병 방을 한 식사지침

  식생활 목표와 식생활 지침은 건강증진을 한 일반  지침으로 그 목  

하나는 만성질병의 방이다. 그러나 만성질병은 각기 주요 험요인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질병별로 방을 한 식생활지침을 제정하고 있다. 

가) 심 질환

  심 질환 방을 하여 미국심장 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는 

“식사와 생활습  권고사항 (Diet and Lifestyle Recommendations)”을 제정하 으

며 권고사항이 부분 식생활  양과 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심장

회에서는 한 고 압 방을 해서는 DASH(Dietary Approach to Stop 

Hypertension)을 제안하고 있으며 포화지방을 낮추고 칼슘과 포타슘을 낮게 섭

취하도록 곡류, 채소류, 과일류를 많이 섭취하고, 육류는 지방부 를 쓰며 

우유와 유제품은 지방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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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심장병 회의 2006 Diet and Lifestyle Recommendations 》 

• Use up at least as many calories as you take in.   

• Eat a variety of nutritious foods from all the food groups.     

• Eat less of the nutrient-poor foods. 

   - Choose lean meats and poultry without skin and prepare them without 
added saturated and trans fat. 

   - Select fat-free, 1 percent fat, and low-fat dairy products. 
   - Cut back on foods containing partially hydrogenated vegetable oils to 

reduce trans fat in your diet. 
   - Cut back on foods high in dietary cholesterol. Aim to eat less than 300 

milligrams of cholesterol each day. 
   - Cut back on beverages and foods with added sugars. 
   - Choose and prepare foods with little or no salt. Aim to eat less than 

2,300 milligrams of sodium per day. 
   - If you drink alcohol, drink in moderation. That means one drink per day 

if you’re a woman and two drinks  per day if you’re a man. 
   - Follow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recommendations when you eat 

out, and keep an eye on your portion  sizes. 
• Also, don’t smoke tobacco — and stay away from tobacco smoke. 

자료: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2006

나) 암

  암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병이 격히 늘고 있으며 사망원인의 1 를 유지

하고 있다. 암은 발생 부 별로 발병 요인이 다르나 많은 종류의 암에서 식사

요인이 주요 험인자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발생해 온 암

은 염분섭취, 격히 증가하는 장암은 지방, 칼슘, 비타민 D 등 여러 가지 

양소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세계암연구재단 (World Cancer 

Research Fund)과 미국암연구회(American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에서는 공

동으로 Second Expert Report, Food, Nutrition, Physical Activity and the 

Prevention of Cancer: a Global Perspective 를 발간하여 암과 식생활에 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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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암 방을 해서 필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제안하 다.

《 미국 암 연구회의 Recommendations for Cancer Prevention 》 

 1. Be as lean as possible without becoming underweight. 

 2. Be physically active for at least 30 minutes every day. 

 3. Avoid sugary drinks. Limit consumption of energy-dense foods (particularly 

processed foods high in  added sugar, or low in fiber, or high in fat). 

 4. Eat more of a variety of vegetables, fruits, whole grains and legumes such 

as beans. 

 5. Limit consumption of red meats (such as beef, pork and lamb) and avoid 

processed meats. 

 6. If consumed at all, limit alcoholic drinks to 2 for men and 1 for women 

a day. 

 7. Limit consumption of salty foods and foods processed with salt (sodium). 

 8. Don't use supplements to protect against cancer. 

Special Population Recommendations

 9. It is best for mothers to breastfeed exclusively for up to 6 months and 

then add other liquids and oods. 

10. After treatment, cancer survivors should follow the recommendations for 

cancer prevention. 

자료: http://www.aicr.org/site/PageServer?pagename=dc_home_guides

  이러한 질병 방을 한 지침들은 일반 으로 건강인을 한 식생활지침의 

원칙을 따르나 해당 질병에 을 맞춰 각 질병 험요인을 갖고 있거나 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철 히 지키기에 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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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양교육에서의 효과  활용방안

  고령사회를 맞아 만성질병 방과 리가 국민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 이 나

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개인들도 건강한 식생활에 한 심 

한 증 되는 시 에서 국민들이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 도

구와 실제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식생활 지침은 이러한 목 에 합하여 세

계 여러 국가에서 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각 식생활기 들의 제정 원리와 과

학  근거를 볼 때 다음의 순서를 생각할 수 있다.

  1) 양소수 의 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인 양섭취기 )을 먼  제정 

  2) 이 기 을 사용하여 식생활을 평가, 식생활 목표와 식생활 지침을 제정

  3) 식생활지침을 국민들의 실제 용하도록 식사구성안, 기타 교육도구 제정

  선진국에서 양소섭취기 , 식사지침은 문가 합의보다는 과학  증거를 

심으로 설정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식생활과 양섭취  양

이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과학 인 근거(evidence-based) 자료가 부족하여 

식생활에 활용하는 지침의 제정이 어렵다. 한 아직까지 기본 인 내용만을 

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실제 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다양한 교육이 부족하

며 교육에 사용할 실제  도구도 부족하다. 앞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평생에 걸친 건강 리가 질병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  사회  비용을 이는 

데 식사지침과 권장사항은 더욱 요해질 것이므로 다양한 식사지도안을 개발

하고 보 할 필요가 있다. 

  크게 양소수 의 기 (nutrient-based standard), 식품수 의 기 (food-based 

guidance), 식사지침 으로 크게 나 어 식생활지도안의 한 활용을 한 방

안과 개선 은 다음과 같다.

  양섭취기 (DRIs): 인체의 양소 필요량에 한 양학의 과학  지식을 

활용하여 제정하며 식생활지도안의 가장 기본 인 내용으로 식품 섭취 기 이

나 식사지침은 모두 양소의 공 이 양섭취기 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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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재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 과 개선방안은 (1) 우리나라에서 수

행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양소필요량에 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주로 외국

의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격과 식생활 내용을 고려하여 제정되었

으므로 실제 기본 인 연구자료를 확 할 필요가 실하며, (2) 기 이 제정되

더라도 섭취량을 계산하지 못해서 활용하는 양소가 많으므로 식품의 양소 

 주요 성분 함량을 정비해야 하며, (3) 확 된 내용을 실제 양교육, 식, 

식사 평가나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인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식사구성안과 식품구성탑: 식품수 의 식생활지도안은 양섭취기 을 토

로 이를 실제 식생활에서 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섭취량으로 제시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되므로 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섭취기 과 식사구성안을 함께 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식사구성안

의 제한 과 개선방안은 (1) 식사구성안의 식품 분류에서 서로 양학 으로 

상치되는 식품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 우유  유제품의 아이스크

림, 유지  당류의 견과류 등) 이를 고려하여 권장할 식품과 제한할 식품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2) 각 연령층에 합한 교육 자료가 부족하며, (3) 

다양한 식사패턴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한 연구와 자료가 보

완되어 식사섭취기 과 식사구성안  식품구성탑의 일 성있고, 하게 연

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식사지침: 식사지침은 식생활과 건강에 한 자료를 분석하여 어떠한 식사가 

상 집단에게 좋은가 그 실천할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 식생활목표와 식생활지침을 제정하고 각 연령층에 한 지침과 세부지침 

한 따로 제정하고 있다. 식사지침은 재의 식생활 내용과 국민 건강에 요한 

내용을 분석하여 제정하며 재 우리나라 식사지침의 제한 과 개선방안은 (1) 

식생활과 건강에 한 체계 인 정확한 자료가 없어 이를 연결하여 합한 식

생활 개선 방안을 찾기 어려우며, (2) 제정된 지침을 활용하고 히 이용하기 

한 연구와 사업이 없으며, (3) 각 지침의 내용을 상 집단에 어떻게 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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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에 한 체계 인 시도가 없으며, (4) 식생활 지침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5) 식생활지침 실천 정도가 건강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한 보고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각 식생활지도안을 정확히 제정할 수 있도록 기본 자료(식사

섭취 패턴, 식품 양 성분 DB, 식품별 음식별 1회 섭취분량 등)에 한 근거자

료를 확충하고, 일반 에게 달되는 켜뮤니 이션 측면을 보다 고려하여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 건강증진을 한 각종 정책에 식생활지도안과 

지침이 극 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양교육과 양정보 달 개선방안

  고령화 사회에 비하여 향후 만성질병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양

에 한 올바른 정보를 주기 한 안 마련이 시 하다. 양에 한 인식의 

환을 통해 국민의 식생활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올바른 양정보 제공과 다

방면의 양교육의 강화가 요한 략 과제이다.  

  가정에서 식사를 주로 섭취하던 시 에 비하여 생활양식의 변화와 식품산업 

 외식산업의 발달은 가공식품과 외식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서 

식품 소비자들이 식품에 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식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요하게 되었다. 여기서 소비자에 한 정보제공( 양교육)와 공

자 측면( 양표시, 고규제)의 고려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의 한 

식품 선택과 구매를 해서는 양표시와 매체의 식품 고, 식품 양 정보

와 교육을 통해 소비자에 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표시 제도, 식품 고, 양교육․홍보 측면에서 국민들이 

올바른 양정보의 보장을 한 략을 문제 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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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표시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양표시제의 역할 

  양표시제도(nutrition labeling), 보다 폭 넓게 식품표시제도(food labeling)는 

정부가 식품의 생산자나 매자에 하여 식품에 한 각종 정보, 즉, 제품의 

가격, 품질  성분, 성능  효력, 제조일자  유효기간, 양가치 등에 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경쟁

상품과 비교하여 합리 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가공식품의 양표시제도는 크게 3가지 즉, 양정보표시( 양소량의 명시, 

권장량과 비교한 양표시), 양소 함량 강조표시, 건강 련 강조표시로 구분

되며, 가공식품의 양표시제도는 소지자에 한 올바른 정보 제공, 소비자 보

호수단으로 식품선택에 활용하여 건강을 도모하는데 매우 요한 수단 에 하

나이다. 산업체 측면에서는 건 한 식품의 생산을 유도하기 한 수단일 뿐 아

니라 식품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양표시제도는 식품에 포함된 양소와 건강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치

는 요소들에 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자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합한 식품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수 

있다. 가정 내에서의 식사 비 이 어들고 수많은 가공식품을 선택해야 하는 

복잡한 사회에서 소비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제품에 한 정보와 양지식

이 필요해지며 이러한 지식이 식생활에 활용되기 하여는 보다 많은 식품에 

양표시제도가 보편화 되어야만 실제로 그들이 습득한 양지식과 정보를 최

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양교육과 양표시제도는 상호 

한 련을 가지고 있다(그림 5-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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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식품선택에 있어서 양정보의 용과정 

  

   자료: Olson J, Sims LS. Assessing nutrition knowledge from an information processing perspective. 

J. Nutr. Ed. 1980, 12(3):157-161

  이와 같이 양표시는 소비자교육의 요한 형태로서 소비자에게 양에 

한 인식을 높여주며, 쉽게 제품간의 양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식품선택 

행 에 향을 미쳐 식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lseon, 

1980)

  소비자가 건강을 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곧 제조업자에게 소비자의 요구

에 따라 건 한 식품의 생산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를 들면 

칼로리 식품, 염식품, 지방식품 등의 제품의 차별화를 시도하도록 함으로

써 건강지향 인 식품생산은 국민의 건 한 식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  

  2) 양표시제의 법  근거 

  양성분의 표시는 세계 인 추세로 국민의 건강과 ‘알 리’를 보호하는 입

장에서 선진국가에서는 용 상 식품을 더욱 확 하고 있다. 미국은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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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임의 양표시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90년의 양표시  교육법을 제정

하 고, 1994년 5월부터 모든 가공포장식품에 양성분을 의무표시하도록 입법

화하 다. 

  우리나라는 1994년 처음 양표시 제도를 도입하여 1995년부터 식품표시 등

의 기 을 근거로 시행 에 있으며, 차 양표시 의무 상 품목을 확  시행

하여 왔다. 양표시제의 법  근거는 식품 생법 제10조의2(식품의 양표시 

 교육․홍보)에서 규정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 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식품의 양표시에 하여 필요한 ‘식품등의 표시기 ’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42)

재 특수 양식품과 건강보조식품, 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양강

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에는 반드시 양성분 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

며, 그 외의 식품은 임의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양표시 상 식품은 재 특수용도식품, 과자류  식빵, 이크류, 빵, 도

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콜릿류  류, 면류, 토르트식품, 음료류 등

으로 확 되었다(식품의약품안 청, 2005). 한 표시 상 양성분도 차 확

되어 재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양성분의 함량을 표기해야 하며, 2007년 12월부터는 당류, 포화지방, 트

랜스지방, 콜 스테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 다(식품의약품안 청, 2005).

  3) 양표시제 이행  활용 황  

  시 포장 가공식품의 양성분표시율은 양표시가 도입된 후 기에는 양

표시율이 조하 지만, 최근 꾸 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식품의약품안 청 

조사에 따르면 양표시 의무 상인 식품의 양표시 이행율은 93%, 양표시 

의무 상이 아닌 식품의 양표시 이행율은 66%로 체 으로는 조사 상 제

42) ‘식품등의 표시기 ’은 1996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 제95－67호로 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

의 개정은 양성분표시 항목 등을 강화한 2007년 10월 식품의약품안 청고시 2007－69호로 

개정되었다



278

품의 79%가 양성분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강조표시율은 

양표시가 된 제품  21%에 달해, 산업체가 양강조표시도 마 의 한 수

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표시 모양, 양성분 순서, 표

기사항 등의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표시기 량도 100g, 100ml 혹은 1

회 분량, 1 지 등으로 제품군마다, 업체마다 상이하며43), 소비자가 읽기 어

려운 서술형의 형태로 표시된 것도 많은 실정이다(권 일 등, 2007). 

   
〈표 5-33〉가공식품 사거나 고를 때 양표시를 읽는 지 여부

(단 : %)

구분 읽는다 읽지 않는다 양표시가 뭔지 모른다

국 21.3 62.6 16.1
지역별

  도시 22.4 63.6 14.0
  소도시 22.5 63.0 14.5
  읍 · 면지역 15.7 58.9 25.4
거주별

  아 트 23.4 62.5 14.1
  일반주택 20.0 62.6 17.4
연령층별

   5~12세 11.2 51.7 37.1
  13~19세 18.2 72.2 9.6
  20~29세 24.1 69.3 6.6
  30~49세 29.4 62.9 7.7
  50~64세 16.9 62.1 21.0
  65세 이상 6.0 51.1 42.9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43) 재로서는 식품의 1회분량이 별도로 정해 있지 않으므로 식품산업체가 1회분량을 표시하고

자 할 때에는 자사제품에 한 1회분량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1회 분량 표시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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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4〉식품 선택에 한 양표시내용의 향 여부
(단 : %)

구분 향을 다 향을 주지 않는다

국 72.8 27.2
지역별

  도시 72.4 27.6
  소도시 73.4 26.6
  읍 · 면지역 72.6 27.4
거주별

  아 트 74.8 25.2
  일반주택 71.2 28.8
연령층별

   5~12세 40.9 59.1
  13~19세 65.0 35.0
  20~29세 68.6 31.4
  30~49세 78.7 21.3
  50~64세 73.8 26.2
  65세 이상 71.5 28.5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소비자가 양표시에 해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는 반면에 양표시에 한 

이해와 신뢰, 이용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체 국민 에 양표시를 읽는 비율이 21.3%로 조사되었다(표 

5-33). 양표시를 읽는 사람 에서 양표시가 식품선택에 향을 다는 경

우는 72.8% 다. 

  4) 양표시제 개선과제  

  양표시에 표시되는 정보는 정혜열 등(2004)이 제시한 바와 같이 양권장

량에 기 하여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올바른 정보이어야 하고, 식품 제조업

체로 하여  소비자가 양  건강을 추구하는 것을 돕도록 장려되어야 하며 

국제 으로 력될 수 있도록 Codex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양표시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려 활용을 높이기 해서는 올바른 식품 

양표시 제도의 리  정착을 해 우선 식품 구입 시 양표시정보의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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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지도, 신뢰도, 만족도, 필요도 등에 한 정확한 평가가 먼  이루어져야 

하며, 양표시에 한 인식과 활용을 높이기 한 소비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양사 등 련자와 소비자단체, 산업체, 학교 등 교육기  상의 교육

과 홍보를 통해 일반 소비자의 인식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양

교육을 극 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의 의식수 을 높여야 할 것이며,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 에 한 여론 조성을 구하여 양표시제도

가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비자의 알권리 명분차원에서 양표시 확  바람직하나, 근거에 기

한 정확한 정책목표가 없다 보니 추진이 부진하다. 식생활지침과 같이 권장 

성격의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어도 되지만, 양표시 등의 경우 규제이므

로 충분한 근거가 없으면 식품산업체를 설득하여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공식품의 양표시제도가 생산자 측면에 미치는 부담을 측하고, 소비자의 

의식수 , 정부의 양교육 달정책의 미비 등 실 인 여건을 고려하여 확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식품성분자료 목록이 꾸 히 증가하여 2006년 농 진흥청 산하 

농 자원개발연구소의 식품성분표에 총 2,505개만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식품

성분표에는 국내 식품  77% 정도를 포함하고 있고, 실제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료식품이 많이 락되어 있다. 양표시제도를 시행에 따라 식품 양 

성분 DB의 통합 리시스템화와 샘   분석방법의 정도 리, 기술지원  분

석기 에 한 정보 리와 인증제도 등이 체계 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식품 양표시제도의 진 인 실시와 함께 정비되어야 할 지원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재 실시되고 있는 국민건강 양조사 외에 식품소비행태조사가 

필요하다. 구체 으로 양표시 필요성에 한 인식이 높은데 활용도가 낮은데 

한 장애요인을 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최근 건강과 련된 

양소로서 2005년 한국인 양섭취기 에서 제시된 나트륨, 식이섬유은 포함

되어 있으나 그 외에 포화지방, 콜 스테롤, 트랜스지방 등 최근 표시가 추가된 

양성분의 1일 권장기  한도도 설정되어야 한다. 1일 권량장의 설정기 에 



국가 양정책 과제와 개선 략 281

있어서도 각 식품별로 주 섭취 상군으로 할 것인지 보통 성인남자로 할 것인

지 등 상자 기 에 한 검토, 1회 섭취분량에 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식이가 만성질환의 발생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소비자의 건강  양 련 인식도에 한 평가 등 다각 인 근방식으로 

양표시의 효용도를 측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양표시

제도 도입단계에서 심 계질환 등 질병감소로 인한 편익을 고려한 바와 같이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양표시제가 소비자에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에서 소비자가 건강에 

이롭다는 양표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로그(health logos: 국의 신호등제

도, 네덜란드의 Choice 등)가 양성분 표시의 보충  표시로 개발되어 이용되

고 있으며, 표시방법의 국제  hamonization을 추구하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에

서도 양표시에 한 소비자 인지를 평가하여 보충  표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표  양 련 정책임에도 양정책과 연계 없이 

운  이다. 선진국은 기능성 표시를 통해 국민 식생활개선이 첫번째 목표이

고, 기타 기능성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두번째인데 반하여 우리는 첫번째 목표

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양성분 표시제도를 포함하여 건강기능

식품 정책을 식생활 개선정책과 연계하여 운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식품 양 고 규제 개선방안 

  가공식품과 외식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서 건강을 한 올바른 

식품선택을 하도록 하는 데는 개개인의 노력으로 근하는 것과 함께 식품산

업, 규제, 고, 식품가격 등의 환경 , 사회경제  환경  요인의 향을 고려

하는 근이 요하게 고려되는 추세이다. 유럽에서는 양정책 수단을 선택하

는데 있어서 고 규제가 가장 효과 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업 심



282

의 근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에 한 식품 고 권고

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식품 양 고의 역할 

  고는 재 산업사회의 산물이며 량매체인 매스커뮤니 이션을 통해 소비

자에게 자사제품에 한 친숙도를 높이고,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극 인 구

매를 자극하여 매를 증 시키기 한 의도 인 상업  커뮤니 이션이다. 

  최근 식품가공  외식산업의 발달과 함께 매체를 통한 양 정보의 홍

수 속에서 사람들이 식품을 선택하는 기 에 한 혼돈을 겪고 있으며, 특히 

매체의 식품 고는 소비자의 식품선택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다. 과장

되거나 허  는 오도된 고는 그릇된 양지식을 달하여 소비자의 식행동

에 향을 미치고 건강에 해칠 수도 있다.  

  TV 시청을 많이 하는 어린이에서 에 지 소비가 많은 운동을 감소시켜 에

지 소비를 이고, 어린이 시간 에 집 으로 방송되는 열량이 많은 식품

고가 구매 충동을 높여서 비만과 충치발생에 큰 원인이 된다는 여러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특히 감수성이 민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TV 고내

용을 비 없이 수용하기 때문에 향력은 더욱 크다(김경희와 강 지, 1997; 고

혜란 등, 2006). 

  2) 법  근거 

  우리나라에서 식품 고에 한 법규는 식품 생법(법 제11조, 시행규칙 제6

조)과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에서 일반 식품과 건강기증식품의 표시와 함께 

고를 규제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44) 

44) 식품 생법에서는 일반 식품의 표시․ 고에 해서 제11조에 따라, 과 를 하지 못하

도록 하고,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의 표시․ 고는 지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6조에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고, 제조방법에 하여 연구 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양학등의 분야에서 공

인된 사항 외의 표시· 고를 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용성 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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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기·포

장에 인체의 구조  기능에 한 식품 양학 ·생리학  기능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고를 해서

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26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고는 사

에 심의를 받아야 하며, 재 한국건강기능식품 회에 탁하여 심의를 하고 

있다. 회는 식약청이 제정한 ｢건강기능식품표시  고심의기 (2004.12.29)｣

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 고심의 원회 자체세부운 규정(2004. 2. 

20)｣을 마련하여 심의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한 표시․ 고  허 ․과

 표시․ 고는 지되고 있다45). 

   아직까지 벌률로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2007년 12월 국회 상임 를 통과한 

「어린이식생활안 리 특별법(안)」에서는 제10조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의 

고 제한과 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脂肪), 당(糖), 나트륨 등 양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 비만이나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에 하여 그 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고를 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

는 규정을 포함하여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46) 

허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수용도식품에만 이러한 표시가 허용되었으나, “허 표시·과

고로 보지 않는 표시  고의 범 를 실에 맞게 합리 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

유로 2006년 12월  모든 식품에 허용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45)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 질병의 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

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고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

는 명칭의 표시· 고, 표시․ 고에 한 사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다른 내용을 표

시· 고한 경우이다.

46) 국회에 상정 에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 리 특별법(안)에서는 식품산업체의 항이 상

되기는 하지만 다음의 식품 고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10조( 고의 제한․ 지 등) 

①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 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인터넷을 이

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

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식품의약품안 청장은 지방(脂肪), 당

(糖), 나트륨 등 양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 비만이나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하여 그 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고를 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가 제한되는 매체, 제한시간 그 밖에 제한  지와 련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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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품 고의 황 

  소득수 의 증가와 웰빙을 삶의 주제에 소비자들의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4년 고비를 기 으로 일반식품 고가 컴퓨터 정보 통신, 서비스에 이어 

3 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과 음료  기호식품을 합하면 총 고비의 14%를 

하고 있다. 매체를 통한 식품 고는 소비자의 식행동에 커다란 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총 식품 고비에서 텔 비  고비가 차지하는 비 은 

약 80%를 차지해 식품 고는 텔 비  심으로 마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황학익, 2005). 일주일 간의 텔 비  고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식품 

련 고가 체 고의 약 25%를 차지함을 보여주고 있어, TV를 통한 식품

고가 매우 범 하게 우리의 생활에 여하여 식품선택에 향을 미치게 함

을 볼 수 있다(이귀옥, 2005). 

  고는 단기 으로 소비자가 고된 식품에 호감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래

하며, 장기 으로는 가족에서 소비되는 식품과 어린이들이 요청하는 식품범주

의 목록과 고 목록 간에 상 계를 가지는 효과를 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어린이들은 새로운 식품에 한 정보를 고로부터 얻고 있으며, 그 

가운데 약 60%는 고된 식품의 구매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

고가 어린이들의 식품선택에 지 한 향을 미치는 있음을 보여주었다(김경희

와 강 지, 1997).

  우리나라는 식품 고에서 감각 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건강  양

련 주장은 아직 소극 인 수 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 련법의 강력한 규제가 그 원인이기도 한다.   

  4) 식품 고 개선과제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이 TV 식품 고에 해서 바른 수용태도를 형성할 수 

요한 세부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식품의약품안 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고를 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상이 되는 당, 지방, 나트륨 등 양

성분의 기 치 는 식품 유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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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양지식과 식습 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이 필요하며, 아울러 선진국

에서와 같이 TV 식품 고에 한 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최근 유럽국가에서의 아동비만의 증가는 식품산업의 발달과 식품 고에 기인

하는 바가 크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EC 에서는 2007년 양백서를 채택하

고, 환경  근 정책의 일환으로 소비자 보호, 어린이 식품 고 규제를 주요 

추진 략 과제로 채택하여 비만 방을 한 환경  정책  근을 구하고 

있다(WHO, 2007). 

  랑스는 식품  음료 고에 한 새로운 정책이 실시 이다. 모든 가공식

품과 지방 추가, 가당 는 가염 식음료에 한 TV 고와 다른 형태의 마

은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Education에서 승인한 식사교육원칙에 한 

health warning을 따라야 하며, 그 지 않을 경우 고주는 연간 고비의 1.5%

을 양정보와 교육 캠페인 기 에 세 으로 납부해야  함을 제안하 다. TV 

식품 고가 이러한 건강 메시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 공 보건법을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TV 식품 고와 비만 사이의 연 성을 과학 으로 증명하는 

합의가 부족하여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않았다. 

  핀란드는 최근 National Consumer Agency는 어린이를 표 으로 하는 식품 마

에 한 지침을 발표하 다. 

  미국에서는 2006년 어린이와 청소년에 한 식품 고, 마  권장사항을 

Institute of Medicine of National Academies에서 발표하 는데 식품 고와 마

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이와 미치는 향을 명확히 규정하고 권장안을 제시

하 다. 즉, 식음료 고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사와 건강에 향을 주며, 식

사균형에서 벗어나게 하여 건강에 험을 래하는 요인이 되며, 식음료 회사

나 식당이나 고업자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사를 지지하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소홀하다는 을 지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사 선택을 

해서 여러 련 부문이 지속 으로 참여하여 식음료 생산  홍보, 마  

표 , 부모/양육자/가족, 학교 환경, 공공정책, 연구부문에서 10가지 권장사항을 

통합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을 제시하 다(IO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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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에서는 어린이들이 교묘한 상술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건강한 식품선택이 

어려워지는 것을 해소하고자 보건부(DH)가 심이 되어 FSA, 문화‧방송‧스포

츠부, 교육기술부, 무역산업부, 환경‧식품‧농 부, 통신 원회 등과 공동으로 어

린이 식품의 고시간  내용의 규제를 포함하는 ｢어린이 식품 고․

(Food advertising and promotion to children) 지침｣을 정하 다.47)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은 어린이비만을 방하기 한 책으로 식품 고규

제에 한 선진국가의 모델, 특히 다분야 인 근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기 법  근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린이 식생활안

리 특별법(안)」이 제정되면 식품 고는 상당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식

품산업계를 설득하기 해서는 식품과 건강 험의 련성에 한 연구와 미국

의  Institute of Medicine에서와 같은 검토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건 한 

건강정보의 제공을 한 식품 고 권장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합법 인 식품 고와 고문의 선택에서 과학 인 검증을 거친 내용

이 제공되도록 지속 인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며, 정부  문가단체, 매스컴 

제작진 간의 의사소통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양교육․홍보의 개선과제  

  1) 매체의 양정보 황과 개선과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서 나타난 10세 이상 인구의 1일 평균 매체 이용 

시간은 4시간 4분이나 되며, 미디어 별로는 TV(2시간 20분)> 인터넷 정보검색

(1시간 9분)> 라디오(1시간 4분)> 잡지(40분)> 신문(36분) 순으로 나타나 매

체 이용시간이 매우 높은 것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4). 이와 같은 매체 

이용시간을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으며 매체

는 국민 양교육 홍보 략의 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7) http://www.dh.gov.uk/en/Publichealth/Healthimprovement/Healthyliving/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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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최근에는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매체에서 건강정보를 취

득하는 경우가 문인으로부터 얻는 경우보다 많아지고 있다. 매체를 통한 

건강과 양정보가 범람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정보 에는 식품 양정보가 차

지하는 비 이 높아 국민의 식생활에 한 인식, 태도, 행동에 향을 주고 있

다. 매체는 국민들에게 정보를 달하는 통로로서의 정 인 면과 함께 

이들 정보의 정확성과 왜곡성 등 부정  향이 두되고 있다(문 경과 장

주, 2005). 

  매체는 방송매체, 인쇄매체, 웹 미디어(웹사이트)로 나  수 있는데 일반 

들의 건강지식원의 분포에서 매체가 차지하는 비 이 높다.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 건강지식원을 분포를 보면 매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2년 

66.3%, 1995년 66.7%, 1998년 85.8%, 2005년에는 79.3%에 이르러 식품 양정보

에 한 매체의 향력이 매우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에서 등학교 이상의 체 상  양교육 수혜 경험자는 9.0%에 

지나지 않으며, ․ ․고교 학생에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나 성인에 

한 양교육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6). 이러한 양교

육 달의 부족은 일반 들이 올바른 양에 한 지식 부족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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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5〉우리국민의 양 정보원 황

(단 : %)

구분 TV/라디오
신문/잡지

/책자
인터넷

단체교육/

개인상담

가족/친지

/이웃
기타

 국 56.1 11.1 12.1 2.3 9.0 9.4
지역별

  도시 56.2 11.5 13.7 2.1 9.3 7.2
  소도시 54.9 12.5 11.7 2.2 9.5 9.2
  읍 · 면지역 58.4 7.0 8.5 3.0 7.3 15.8
거주별

  아 트 51.5 15.5 14.2 2.2 9.1 7.5
  일반주택 59.2 8.2 10.7 2.4 9.0 10.5
연령층별

   5~12세 49.6 3.9 8.9 7.7 14.4 15.5
  13~19세 45.4 7.6 27.1 4.1 8.3 7.5
  20~29세 50.1 9.5 26.4 1.6 6.3 6.1
  30~49세 55.9 18.7 9.9 0.6 8.5 6.4
  50~64세 69.5 6.8 1.3 2.1 8.7 11.6
  65세 이상 63.3 2.9 0.3 3.2 11.6 18.7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방송매체 이외에도 최근의 양 정보원으로 다양한 웹사이트를 통한 양정

보가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건강에 한 심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식

생활에 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교육하는 사이트가 더욱 증가하고 있고, 특

히 어린이들에게 양교육 웹사이트는 효과 인 교육매체로 개발되고 있다. 

  이혜  등(2004)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식생활 련 사이트  

양교육 로그램을 통해 교육 상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로그램을 통해 정

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요해지고 있음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인테넷 양정보

의 내용이나 질에 한 객 인 평가 기 을 개발하여 양질의 웹기반 양교

육 로그램 개발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랑스는 국가 양정책에서는 Public Health law (2004)에 근거하여 국민들에

게 매체 캠페인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양정보를 제공하고, 식사지침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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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활동에 한 건강정보와 메시지를 주요 략으로 다루고 있다. 2005년부터는 

3가지 매체 캠페인을 시작하 는데, 과일과 채소 소비 진, 신체활동 증

가, 단순당(free sugars)이 많은 식품 섭취 감소 내용을 담고 있다. 

  네델란드의 매체 캠페인에서는 과일과 채소 소비 진 문구 “Are you 

eating fruit (or vegetables) twice a day?”를 식품 포장에 사용하고, 양센터에서 

에 지의 균형(건강한 식생활과 운동)을 한 The Netherlands in balance: 

preventing Obesity Master Plan 2005-2010를 2005년에 발표하고, “Don’t get 

fat”(2003년부터 시작)과 “Balance Day”(2006년 시작) 매체 캠페인을 실시하

고 있다. 노르웨이 National Council for Nutrition에서 5개의 우선순  분야를 지

정하 는데 그  하나가 식품과 식생활  건강에 한 의 지식을 고양시

키기 한 커뮤니 이션의 강조에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TV 로그램과 련한 양교육  양정보 측면에 한 다양

한 연구와 매체 반에 나타난 식품 양정보들을 모니터링하여 그 경향을 

체계 으로 분석하는 IFIC(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의 활동보고서, 

media guide 등이 있다(문 경 등, 2005). 

  우리나라에서도 건강한 정보환경을 만들기 해서 외국에서와 같이 매스컴과  

인터넷을 이용한 올바른 양정보의 극 인 확산을 국가가 략 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으며,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시와 식품 양정보의 황과 문제 을 

악하는 연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우리나라에서는 양 문가와 정부, 식품산업계와 소비자단체, 일반  

간의 커뮤니 이션이 부족하여 한 교육․홍보 내용을 개발하여 달하고, 

식품 양에 한 치 못한 정보를 통제하는 기능이 부족한 것도 개선이 되

어야 할 사안이다.  

  2) 양교육 자료 개발의 개선과제

  우리나라에서 양 교육자료의 문제 을 크게 들어 보면 첫째, 우리나라 식

생활을 기반으로 한 교육자료와 교육도구가 으로 부족하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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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학교, 보건소, 지역사회 등 양교육 장에서 양사를 포함한 양교

육자가 아동, 노인, 성인들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고, 신뢰성 있는 

양교육 자료의 양이 으로 부족하며, 질 으로도 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고, 자료 개발과정도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양사업 종사자들은 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인 교육자료나 효율 인 시청각 교재 등 교육자료 모형이나 도구의 부재로 인

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자료 개발이 체계화, 앙화 되지 않아, 그동안 각종 건강증진 양사업

과 선도 모자보건사업의 양사업 등 많은 지역에서 보건소 자체 으로 개발된 

양교육자료나 시범사업이나 연구사업으로 개발된 양교육 자료가 거의 활용

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각종 시범사업과 건강증진사업, 연

구사업으로 개발된 자료도 제작에 참여한 사업자의 작권 등 문제로 거의 활

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의 실무자들은 자체 으로 단  조직마

다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항상 각자가 새로 개발하여 인쇄하여 이용하는데 따

른 업무부담과 낭비 인 비효율성이 매우 큰 실정이다. 

  국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연차 보고서를 보면 지 까지 앙의 건강증진

기 으로 지원된 양․운동․ 연․ 주 등의 시‧군‧구 건강증진사업 산의 

상당부분이 개별 보건소에서 홍보자료 개발비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2007년 보건소 양사의 업무활동에 한 조사에서도 보건소 근무 양사들이 

양교육 등의 자료개발에  할애하고 있는 시간은 10가지 역의 업무  세번

째로 비 이 큰 것(업무의 10%)으로 나타나 개인별 양상담업무(업무의 25%)

와 집단 양교육서비스(업무의 11%)에 이어 업무부담도 매우 높은 것으로 제

시되었다(김혜련 등, 2007). 이 의 연구에서도 양업무 에서 양교육자료 

개발과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직  민 양교육 시간 다음으로 많았으며, 

양사가 직  개발하는 데 따른 업무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었

다(김혜련 등, 1997). 

  우선 으로 시 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교육자료 개발 리의 앙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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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교육자료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 식생활이 외국과는 다르게 

먹는 음식이 다르므로 우리의 식생활을 기반으로 한 교육자료의 개발에 한 

연구와 개발에 한 지원이 필요하다. 

  보편 이고, 유사한 양자료를 단  조직마다 유사한 양교육자료를 따로 

개발하여 산을 낭비하는 행에서 벗어나 양정보를 보 하는 조직을 앙

에 설립하고 과학  근거를 기반으로 교육공학  효과를 고려하여, 문가가 

제작한 자료와 교육정보를 보 하고, 지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앙 정부 자체나 기존의 련 기 에 정부의 지원으로 개발된 교육자료가 공

동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가칭) 양정책연구센터」내에 ‘ 양교육자료개발센

터’ 혹은 ‘ 양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양 이외에 흡연, 운동, 음주 등 건

강교육 반의 교육자료를 함께 개발하는 ‘보건교육자료개발센터’나 ‘건강증진 

정보  자료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운 하는 방안도 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센터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 DB를 구축하여 공

유하고, 새로운 양교육자료와 정보의 개발과 리  보   외부에서 개발

된 자료의 수집과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하여 개발된 양교육자료의 활용이 효

과 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한다. 

라. 양교육의 확산을 한 인력 훈련 개선과제 

  양사업이 잘되기 해서는 양사업을 수행 할 인력의 교육  훈련이 필

요할 것이고, 보건 양사, 임상 양사, 보건의료인, ․ ․고교 교사  보육

시설과 유치원 교사, 식품산업 종사자, 단체 식과 외식 종사자, 매스컴  정

책결정자 등 련분야의 사람들이 양에 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개인의 식품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양에 한 지식, 기술, 그

리고 자기의 건강을 책임지는 태도를 갖게 하기 한 양교육과 정보제공과 

함께 반 인 양, 건강 그리고 이것이 환경이 미치는 향까지 교육이 되어

야 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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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학교에서의 양교육은 올바른 국민이 되게 하는 가장 요한 기  교

육이다. 보육시설과 유치원, ․ 등학교와 학교에서 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에 의해 1차 으로 양교육이 달되어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  복지 분야에서의 양교육은 양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

도록 모든 보건 련 인력이 훈련되어야 한다. 한 양사  양교육 문가

가 훈련되어 보건의료기 에서 문 인 양교육이, 병원에서는 임상 양사가, 

지역사회에서는 보건 양사가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의사나 간호사 등 환자를 1

차 으로 하는 타 보건의료인도 양교육에 한 훈련을 하여 양 리의 

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환자에게 양 리의 요성을 인식시키고, 잘못된 정보

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필요시 양 문가에게 의뢰하도록 하며, 만성

질환 리와 건강증진사업 등 타 보건사업에서 양이 연계되어 사업을 진행하

도록 해야 한다. 이 은 문가조사에서도 문제 으로 지 된 사안이다(표 5-4, 

표 5-5 참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기 이나 요양시설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

에서 식에서 그치지 않고, 노인에 한 양교육과 상담이 병행되어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 종사자의 양에 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사회복지시설 양사인력의 교육도 필요하다  

  셋째, 식품산업과 외식종사자에 한 양교육은 앞으로 식품산업이 발달할

수록 더욱 요하게 될 것이다.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양에 한 올

바른 정보를 갖는다면, 건강에 좋은 식품을 생산할 것이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식품산업종사자에게 양교육을 하게 해야 하며, 

양사업이 식품산업과 보조를 맞추면서 나가야 할 것이다.

  한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가정에서의 식사는 고 단체 식과 외식의 빈도

는  늘고 있다. 단체 식이나 외식이 국민 식생활에 차지하는 비 이  

늘고 있으므로, 련 종사자들에게 국민 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

할 수 있으면 인식 변화에 향을 주어 양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매스컴은 재 양사업을 어렵게 하는 인식의 문제를 해결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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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향력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련 종사자의 양 련 교육이 실행

될 수 있다면 바람직 할 것이다. 한 양 문가는 매스컴이 에게 리 

빨리 알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매스컴의 특성을 악하여 한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한다. 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계속 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러 분야의 양교육도 요하지만 가장 요한 것은 정책을 결정

하는 정책결정자에 한 교육이 필요 한 것이다. 양정책의 큰 장애요인의 하

나가 정책결정자의 양에 한 인식 부족과 이로 인한 자원배분에서의 낮은 

우선순 로 지 되고 있음을 볼 때, 정책결정자가 양문제의 원인을 제 로 

악한다면 양사업의 계획과 산배정을 쉽게 할 것이고, 보다 용이하게 

양사업이 가능해 질 것이다.

제6  양취약계층 서비스 달체계 개선, 확충방안 

  양상태는 일반 으로 사회경제  불평등이 큰 표 인 부문이다. 우리나

라에서도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의 심층분석을 통해 사회경제 으로 낮은 집단

의 양상태가 열악한 것이 제시되어 왔다(보건복지부, 2002; 질병 리본부, 

2006). 최근 소득의 양극화 상이 심화되어 가면서 소득층과 양취약 인구

계층의 양문제는 양과잉으로 인한 비만문제에 함께 요한 양정책 과

제이다. 선진국가에서도 최근 빈곤층의 증가에 따라 식량이 부족한 계층의 문

제가 증가하고 있어 양문제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1992년의 세계 양선언, 

2000년의 1차 유럽식품 양정책 Action Plan, 2007년의 1차 유럽식품 양정책 

Action Plan에서도 식량의 안정  확보는 요한 역으로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양취약계층에 한 서비스 달의 우선순  과제로는 노인 

양서비스 확충, 아동 양서비스 확충과 재 양 러스사업, 즉 임산부‧ 유

아 보충 양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임산부‧ 유아 보충 양지원사업에 해서

는 시범연구사업과 사업확  과정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므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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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노인에 한 양서비스 개선방안과 아동 에서도 식지원 상이 되

는 소득층 아동에 한 양서비스 개선  확충방안을 모색하 다.   

  1. 노인 양서비스 확충방안 

가. 안 과제 

  노인의 양섭취 부족은 반 으로 부족하며, 특히 남성보다 여성,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보다 혼자 사는 경우, 도시보다 농 , 교육과 경제수 이 낮을수

록, 그리고 고령일수록 심각하다. 한 미각의 변화, 치아 손실, 소화흡수력 

하, 여러 련 질환  이에 따른 약물 복용, 활동량 감소 등도 양섭취를 

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노인의 양결핍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건강 악화가 우려됨에도 

재 노인 양상태 개선을 한 제도나 방안의 마련은 미미한 수 이며, 주로 

결식 노인들을 상으로 하는 식사지원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재 노인에 한 표 인 국가 지원 양사업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일환

으로 지원되는 ‘결식우려노인 식지원사업’이다. 보건소에서는 2006～2007년에

는 일부 지역에서 노인허 건강증진 시범사업이나 노인 상 건강증진사업을 통

해서 노인 양을 한 사업이 산발 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밖에 일부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 상의 고

압과 당뇨사업 등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 양사업은 부분 이벤트

와 행사 심인 경우가 많고 일 성과 지속성, 체계성을 부족하다. 

  그간 제시된 노인 양 련 문제 과 그 원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복지서비스사업은 물론 수용시설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질이 낮다. 

재 우리나라 양지원 사업은 식사를 제공한다는 자체에 의의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개별 노인의 질병이나 양  고려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일률 인 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노인 양에 한 국가의 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방문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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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강 리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양개선 노력이 일부 있으나 양

리 필요성에 한 인식 부족 등으로 실제 추진은 미미한 실정이다. 노인들을 

상으로 하는 양교육 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우선 리

해야 하는 양결핍 노인들이 어느 계층에 속해있고 그들의 주요 문제가 무엇

인지를 담은 기본계획도 없다. 그 다보니 리노인의 계층이나 사업의 우선순

 설정도 어렵다. 

  셋째, 노인들은 물론 노인복지 련 종사자 조차도 노인 양 리의 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노인 양교육․상담을 정기 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 상 노인의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 리에

서 가장 요한 것은 상인 노인들의 심인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넷째, 경로 식시설, 방문보건사업 등 노인 양에 참여하는 양사의  수

가 부족하다. 2007년 방문보건인력 1,931명  양사는 49명에 불과하며, 경로

식당에서도 다른 업무로 인해 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양사

들 부분이 일용직으로 지속 인 근무가 어렵고 복지시설 운 리지침에서도 

양사의 업무에 한 언 이  없을 정도로 복지서비스에서 양업무에 

한 인식이 낮다(김혜련 등, 2007; 김 일, 2007; 김혜련 등, 2001). 

  넷째, 노인 양에 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고 련 양사에 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인 식시설의 운   리에 한 지침이 없으며, 

표 화된 조리방법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식사에 장애를 

래하는 질환은 물론 양결핍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

음에도 질환별 맞춤 식사와 조리법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노인 식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 그 다보니 식단가의 

제한으로 식사의 질에 신경 쓰기 어렵고 복지시설 등에서 양사의 안정 인 

고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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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인 양 리의 개선방향  

  노인 양개선을 해서는 식의 질 제고 노력과 함께 리체계의 구축이 필

요하다. 구체 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검토될 수 있다. 

  첫째, 노인수용시설  무료 식에서의 식사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식지침

을 마련하고, 질환별 맞춤식사  조리법을 개발하여 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사의 의무고용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근본 인 해결책이나 식시설에 

한 규제 증가 논란과 함께 식비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가

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우선 으로 재 수용시설과 무료 식시설에 종사하

는 인력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식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며, 외부의 양사 

인력 활용을 확 하고, 진 으로 양사의 고용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노인들은 만성질환, 치아결손 등의 이유로 일반인보다 좀 더 세 한 식단의 

구성  조리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음식은 서구식 식단에 비해 조리에 많은 

시간이 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일수록 조리를 기피할 우려가 더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보충제는 물론 노인들이 체로 섭취를 꺼리는 가공식품을 이용

을 권장할 필요도 있다. 

  앞서 제4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국, 국 등의 국가에서와 같이 노인

양 리의 기본이 노인시설이나 노인식사지원서비스에 용하는 양가이드라

인과 기 을 설정하여 에 지, 단백질 등 필수 양성분이 식이섭취기 의 일

정 수 에 달하도록 권장하고, 노인들에게 식품선택 방법, 조리방법, 모델식단

을 보 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 양의 요성, 기본 인 리의 틀, 주요 리 상  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일랜드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건강증진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노인 식

품 양정책에서 ⑴ 공 보건 정책에서 양 요소 강화, ⑵ 노인 양증진을 

한 지지 환경 조성, ⑶ 지역사회 활동과 책: 지역사회에서의 식사지원과 양

교육 등 양증진활동, ⑷ 보건서비스: 노인 리 양사 확보 , ⑸ 개인기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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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식품 조리, 건강한 식품선택 능력, ⑹ 노인 양 연구와 모니터링 확충 등을 

담은 앙과 지방정부에서 수행해야 할 노인 양정책 권장방안을 제시한 바 있

다(Ireland Food Safety Authority, 2000).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양 리 강화를 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간 진행된 노인 양사업은 소득계층을 주 상으로 진행된 노인복지정책

과 그 맥을 같이 해 왔다. 기 노령연 , 바우처제도  노인장기요양정책 등 

최근의 노인복지정책은 그 상의 범 를 산층 노인까지 확 된다는 을 감

안할 때 노인 양사업도 산층 상으로 확 를 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들 사업에는 막 한 추가 산이 소요된다는 을 감안할 때 당장 

모든 노인들을 상으로 양 리를 면 실시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려우므

로 소득층 노인, 허약노인을 우선사업 상자로 선정하며, 노인 양서비스를  

효율 으로 달하기 한 략이 필요하다. 

  첫째, 기존 보건정책에서 양 요소를 강화한다.  

   상황에서 노인 양을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지 은 방문보건사업과 

함께 ‘생애 환기 건강진단’이다. 방문보건사업이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주

로 취약계층을 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만 66세 노인들을 상으로 실시하

는 ‘생애 환기 건강진단’은 다수 노인들을 상으로 생활습  상담과 함께 

양 리를 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 ‘생애 환기 건강진단’사업은 리

가 필요한 노인들을 발굴하고 노인들이 양 리의 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

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48) ‘생애 환기 건강진단’사업이 보건소의 노인 건

강증진사업과 질병 리에서의 양사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최근 독거노인 원

스톱지원서비스에서도 독거노인의 양불량이 높음을 고려하여 간단한 양서

비스 요소를 도입하고, 독거노인생활지도사 교육에서 양부문을 도입하며, 필

48) 2007년부터 시행되는 ‘생애 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신체기능이 하되고 낙상, 치매 등 노인

성 질환의 험 증가하는 만 44세와 만 66세의 국민을 상으로 건강보험에서 실시하고 있으

며, 검진과 함께 5가지(흡연, 음주, 운동, 양, 비만) 건강 험요인에 한 생활습  평가  

처방, 상담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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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경우 련 서비스와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5-31〕과 같이 노인 건강증진 양사업은 2007년부터 도입된 맞춤형 

생애 환기 건강검진의 양을 포함한 생활습  개선을 한 상담과 연계하여 

보건소의 노인 건강증진사업과 질병 리의 필수요소로 리할 필요가 크다.  

 〔그림 5-31〕노인 건강증진 양사업 연계 방안 

    

  둘째, 지역사회 양교육 등 양증진활동과 식사지원서비스를 연계한다. 

  방문보건사업과 만성질환(등록) 리사업에서 노인에 한 양 리가 노인 

양 리가 지역사회에서 필수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 재 구 역시의 만

성질환자등록 리사업에서 양 리가 핵심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향후  

타지역으로 확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 기존의 노인복지사업 달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식우려 노인 식

지원을 하는 노인복지(종합) 과도 연계하여 기존의 경로식당 등 집단 식을 

이용하는 노인의 양상태를 개선하기 해서 복지 의 양사나 사회복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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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여 양교육과 식품 생교육을 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 양 련 양 인력의 확보와 이들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노인 양 리를 한 양사의 확보가 진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양섭

취가 취약한 노인들에 한 리는 시 히 추진되어야 한다. 당장 규모 양

사 확보가 어렵다면, 재 방문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1차 으로 이들이 양 리가 필요한 노인을 확인하면 2차로 보건소에 있는 

양사가 나가서 상담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근할 수 있을 것이다. 재 방문보

건사업에 투입된 양사들에 해서도 노인 양에 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생애 환기 건강진단’에 참여하는 병원 

양사들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애 환기 건강진단이 

노인에게 양 리의 요성을 인식시키고, 양 리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매

우 요한 기회라는 에서 이들 양사들의 역할은 매우 요하다. 

  노인복지 담당자들에 한 교육도 요하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 양사

업이 추진되고 노인 양 리에 종사하는 양사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을 1차 으로 하는 노인복지 담당자들의 인식과 장에서의 양취약 노

인의 악과 련 서비스 연계 등 극  역할수행은 노인 양업무가 확 ․정

착되는데 매우 요하기 때문이다. 

  양교육의 요성을 알리고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양상담을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종종 무료로 하는 사업의 경우 그 요

성이 오히려 간과되는 경우도 있다. 고소득층의 경우, 양 리의 요성만 인

식된다면 양상담에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노인의 양수  제고를 한 식품선택, 조리기술 등 개인기술을 개발시

킨다. 

  노인의 독립 인 식품 조리, 건강한 식품선택 능력은 노인의 양을 방

하고 건강수 , 사망, 삶의 질과 직결된다. 노인의 양 리와 식생활지도에서 

일본, 아일랜드와 같이 양노인 로그램과 같이 조리능력과 식품선택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조리교실 운  등을 포함하는 노인 건강증진 양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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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 보건소나 복지기 을 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여야 노인 스스로 

양 리 능력을 높이는 것을 지원하는 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양서비스가 진 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향후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보험비 상승을 억제하기 해서 방서비스를 도입하

고, 그 내용 에 양사에 의한 양 리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 

개호 방서비스에 포함된  ‘ 양 어 매니지먼트’를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노인 양사업에 한 모니터링과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앞으로 진행되는 양 리사업에 한 지속 인 평가와 함께 연구와 모니터

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 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노인 양 리사업을 추

진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의 타당성을 객 으로 입증하는 것이 요하

다. 과거와 달리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는 산담당자를 설득하기 어렵다. 

그간 추진한 사업의 성과와 함께 산투입에 따른 효과를 가능하면 정량 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재가노인 양 리를 한 양평가  식의 연계  

로그램 개발 보 도 필요한 과제이다. 더불어 노인 양상태에 한 조사가 

국민건강 양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거나 별도 노인 양조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2. 아동 양서비스 확충방안 

  우리나라는 최근들어 사회경제  양극화 상으로 빈곤과 가족해체문제로 결

식아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아동의 양불평등 해소를 한 사회안 망 차

원은 물론 인 자본에 한 ‘사회투자’ 개념에서 소득 결식아동에 한 사업

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빈곤의 악순환을 방하기 해 최근 ｢희망스타트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업｣ 등 소득층 아동에 한 복지가 확 되고 있어 

이러한 아동정책과 연계하여 아동 건강에 필수 인 양 부문에 해서도 새로

운 정책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에 한 양서비스는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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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보충 양지원사업 상을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소득층 식지원

아동에 한 양서비스에 한 개선방안을 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 안과제 

  소득가정의 사회경제  특성에 따른 생활환경의 차이와 식생활 리능력은 

장기 으로 어린이의 성장발달과 양  건강상태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다. 조흥식 등(2000)은 소득층 식지원사업(결식아동 식지원사업)의 기본

방향을 일차 으로 아동의 양․신체  발달을 도와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

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나아가 결식  양결핍으로 신체 ․정신  건강에 

장애를 래하고, 성장 후에도 빈곤계층으로 락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방하

는데 두어야 한다고 하 다.   

  기존에 제시되어 온 결식아동들의 문제 을 양상태의 문제와 제도상의 문

제로 나 어 보면 다음과 같다(윤지  등, 2007; 국가인권 원회, 2007, 양일선, 

2005). 

  《 양상 문제》 

  ∙ 식품공  불안정  다양한 식품의 섭취 기회 부족

  ∙ 잦은 아침과 녁 결식(특히, 아침결식)  편식   

  ∙ 가공식품  식사 용 편의식품, 튀김류  인스턴트식품과 염분이 높은 

음식 섭취 과다하며, 비타민, 칼슘, 무기질  등 필수 양소가 함유된 음식

의 섭취가 부족하여 양상 구성 불량  

  ∙ 과일류와 유제품 섭취 부족, 일반 아동에 비하여 고기·생선·계란·콩류의 

섭취 부족

  ∙ 양소로는 열량, 열량, 칼슘, 철분, 티아민, 리보 라빈, 엽산, 나이아신, 

비타민 A, 비타민 C 섭취 부족

  이러한 양소 섭취수 의 차이는 섭취하는 식사의 양 뿐만 아니라 식품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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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련한 질 인 문제와 연 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일반 

아동에 비하여 성장부진(키 성장), 높은 빈 과 체  빈도를 보인다.    

  《 소득층 아동 식지원 제도  사업에 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 

  ∙ 결식아동들의 특수한 양문제에 한 고려가 결핍

  ∙ 식지원 내용과 형태가 다양하며, 지역아동센터의 단체 식의 비 이 1/3

정도로 낮고, 도시락이나 반찬배달, 지정식당 이용(식품권), 물(주부식

재료), 상품권(식재료구입) 등 개인 식지원 형태가 2/3 정도로 비 이 높

아 식지원 형태가 결식아동의 양문제를 고려하기 어려운 단순 구호

 식지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아동보호사업의 일환으로서

의 양 지원 사업 본연의 목  달성과는 거리가 먼 상황임(윤지  등, 

2007). 

  ∙ 결식아동의 식에 양 문가의 여가 매우 낮고, 담당부서의 문성과 

일 성 부족으로 양을 고려한 식단 작성  식 리의 어려움 

  ∙ 련기  간의 연계, 교육인 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간, 학교, 일반음식

과 유기 인 연계 미흡

  ∙ 식지원 상아동 선정기 의 불명확으로 식지원의 오남용 문제와 함

께 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락하는 등 식지원 목표집단 선정 체계 

미흡 

  ∙ 식 리 지침과 표 화된 식 리 부재 

  ∙ 식지원 아동에 한 사례 리와 모니터링을 한 인력과 도구의 부재 

  ∙ 식지원사업이 지방에 이양한 상태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부담으로 지역간 식지원사업 여건의 격차 래    

  ∙ 결식아동 식사업과 다양한 아동복지 지원 로그램과의 통합  근과 

연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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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득층  식지원 아동 양 리 개선방향 

  결식아동과 같은 양 험군의 경우 양불량 등으로 인해 건강에 장애가 올 

경우 신체 ‧정신  발달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 체 , 건강, 수명에도 큰 

향을 미치게 되므로 식지원에 있어 양  험의 방과 리가 필수 으

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결식아동들의 경우, 지원받는 식 이외의 식생활에서

의 양소 결핍의 확률이 높음을 감안하여 아동의 양학  필요에 합한 양

가 있는 음식이 제공되도록 식지원서비스가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 식지원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 인 생  양  품질의 확보가 미흡하여 이에 한 개선이 우

선 으로 요구된다. 

  둘째, 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표 화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식지

원 상아동의 기 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사회경제  기 과 함께 양

학  기 도 필수 으로 포함하여 사각지 에 있는 취약아동의 락이 최소화

되도록 발견체계가 보다 치 하게 개발되어 장에서 용되어야 한다.  

  소득층 아동에 한 건강․ 양 스크리닝(건강, 양, 가족, 경제, 정서  

험요인을 통합 으로 평가하는 도구 개발 용)을 실시하고, 이를 상아동

의 선정기 의 하나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식지원 아동에 한 식형태가 재와 같이 식품권, 주부식 제공 비

이 높은데서 탈피하여 단체 식 지원, 방과후나 방학  학교 식 지원으로 

환되어 아동의 양 , 정서  지지에 합한 형태로 환되어야 한다. 

  넷째, 식지원 정부조직과 민간의 아동복지서비스 주체(사회복지 , 지역아

동센터, 앙동학 방센터, 푸드뱅크, 희망스타트사업)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과 상호 네크워크․ 력을 통한 문  달체계가 따르는 통합  아동복지 형

태로 이루어져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그림 

5-32의 서울시 방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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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아동 식지원을 한 기 간 네트워크 구축 체계(서울시 안)   

              자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 , 아동 식지원 종합개선 책(안), 2007

  다섯째, 식지원 아동에 한 모니터링, 식사업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

과 평가를 통해 아동 식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여섯째, 결식아동의 양  험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양 문가의 지원체

제가 필요하며, 이를 한 양사 인력의 확보와 아동 식 지원의 여러 단계에

서 양사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보건복지부, 여성복지부, 교육인 자원부, 청소년 원회 등의 아동

식 련정책의 복과 일 성 부족이 정비되어 정확한 역할 분담과 조정이 필

요하며, 양 정책 부서(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의 양 담당 )와의 연계

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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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양 모니터링, 조사, 연구, 평가체계 확충방안 

  양 모니터링, 조사, 연구와 평가체계는 국민의 양상태의 악과 함께 

양사업과 정책, 양교육과 정보 달을 한 사업의 계획과 수립, 사업의 집행, 

사업효과의 악을 하여 과학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 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에서 근거 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필수 으

로 요청되고 있다. (1) 정책 결정자의 인식을 높여 사업의 채택과 지속성을 확

보하는데 필요하다. (2) 양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데도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시 하거나 용한 양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는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해 사회 인 합의가 부족한 것도 정확한 근거 자료가 부

족한데서 연유한다. (3)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양표시와 고 규제 등 

산업계의 역할이 핵심인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해

서는 식품산업계를 설득하고 정책을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과학  

근거에 기반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는 양조사, 식품성분 DB, 평가와 모니터링을 심으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양조사 개선방향 

  국민 체의 양상태를 조사하는 ｢국민 양조사｣는 1969년 이후 매년 시행

되어 오다가 1998년부터 건강면 조사와 건강검진조사를 통합한 국민건강 양

조사｣로 획기 으로 개선되어 매 3년마다 실시하여, 2001년, 2005년에 시행되었

으며, 2007년부터 상시 조사로 그동안 크게 발 되어 왔다. 

  본 연구의 문가조사와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국민건강 양조사｣의 개선방

향과 추가로 필요한 양조사 분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국민건강 양조사의 개선방향 

  양취약문제의 요성이 높은 ｢어린이 양조사｣, ｢노인 양조사｣ 등 생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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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별로 주요 상의 양소별 균형 있는 섭취량에 한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의 산출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어린이와 노인에 한 별도의 조사

를 하는 방법과 함께 기존의 ｢국민건강 양조사｣에서 어린이와 노인의 표본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연령층에 해서는 oversampling을 하는 표본설계를 통해 

추가조사 없이 이들의 양상태를 악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개

선을 통해 생애주기별 양섭취기 량 설정도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좀더 신

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 결과 뿐 아니라, 시도나 시군구 단 에서 지역단 의 건강증진사

업의 계획․수행․평가와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지역의 양사업 목표 수립을 

해서 양상태 조사에 한 수요가 매우 크다. 이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국

민건강 양조사의 양부분 조사항목  핵심지표를 일부 선택하여 역시나 

기 자치단체 별로 조사를 하되 조사표  표본설계, 통계분석 등에 해서는 

기술  지원을 하여 국 조사결과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재의 식이조사 기간은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한 1일 조사이다. 집단의 

1일 섭취를 조사하는 것은 일상섭취량 조사결과에 비하여 분포가 넓어 양 극단

이 과장되므로 섭취량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

된 한국인 양섭취기 (DRIs)를 이용한 인구집단의 양평가활용에서 표 오차

의 범 설정 등이 불가능하므로 어도 2일 이상의 섭취량 조사로 변경하여 보

다 정확한 일상 인 식이섭취량 자료의 산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건강

양조사의 응답자의 수용도와 조사비용 등을 고려할 때 2일 이상을 24시간 회

상조사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일부 표본(sub-sample)에 해서 2일의 회상

조사를 병행하거나 유럽 등의 국가에서 양조사를 2～7일의 Dietary record 방

법으로 조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일부 표본에 Dietary record  조사를 추가하

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재의 식품섭취빈도조사(Food Frequency Questionnaire)의 항목을 개선

하여 양과 만성질환과의 연 성 악 등 국민건강에 요한 문제를 목표로 

한 항목과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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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가 인 양조사의 필요성   

  ｢국민의 식생활 행태에 한 조사｣, ｢식품소비조사｣, ｢유아 식 실태조사｣ 등

이 추가로 필요하다. ｢아동 양조사｣, ｢노인 양조사｣와 같이 국민 양조사에 

추가하여 선택(optional) 조사로 하는 방법과, 별도의 추가조사로 시행하는 방안

을 검토할 수 있다. 노인에 한 식생활행태조사는 재 실시되고 있는 ｢ 국 

노인생활실태  복지욕구조사｣에 항목을 포함하여 노인 반의 생활실태, 건

강  복지상태와 연계하여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식품 양성분 DB의 개선방안 

  식품성분표, 는 식품 양성분표는 식품의 양학  측면에서 매우 요한 

기 자료가 된다. 식품섭취조사에서 양소 함량의 평가, 단체 식의 식단 작

성, 식생활개선을 한 양교육, 식품산업체의 양소 함량  양성분 표시

를 비롯하여 식품 양 수 계획의 수립, 양정책 수립, 식품 수출입  질병의 

발생과 식생활과의 련성을 규명하는 역학연구에서 핵심 인 기 자료가 된

다. 문가조사와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식품성분 DB｣의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총진흥청 산하 농 자원개발연구소에서 1970년 을 

발간한 이래 식품성분표의 보완‧개정 작업을 주 하고 있으며, 2006년에 제7차 

개정 이 발표되어 원료 농수산 식품 심으로 2,505종 식품에 해 20가지 

양소(일반 양성분,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49)의 함량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보건사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 청, 한국식품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민

간 식품분석기 에서도 가공식품과 건강보조식품, 수입식품, 패스트푸드 등의 

양성분과 식품 해 평가를 한 특수성분에 한 분석이 과거나 재 이루어

지고 있다. 

49) 수분, 단백질, 지방, 회분, 식이섬유(총, 수용성, 불용성), 비타민A, 카로티노이드(α-카로틴, β-

카로틴, γ-카로틴),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나이아신, 칼슘, 인, 철, 나트륨, 칼륨, 아연, 

마그네슘, 토코페롤, 아미노산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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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과 음식형태의 다양화, 식품교역의 증가와 식생활의 세계화로 국민이 섭

취하는 식품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 섭취하는 모든 식품에 한 성분 

분석 자료를 제공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가공식품, 다양한 형태의 식품, 우리나 

음식에 한 성분, 기능성 성분에 한 분석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외국 자료의 인용비율이 아직까지 높다. 한 포화지방산 등 건강과 련된 성

분이 아직까지 일부 식품에 제한 으로 제시되어 있거나 콜 스테롤과 같이 식

품성분표에 수록되지 않은 성분도 많은 등 식품성분 DB 체계가 후진 이다. 

  단일 기 이나 시설에도 식품과 모든 성분을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식품

성분 DB를 구축하는 데는 식품분석을 하는 여러 기 과 다양한 분야의 조와 

통합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러 기 에서 수행하는 식품분석의 품질 리

를 해서 시료와 분석방법의 표 화와 로토콜 개발, 분석기  정도 리와 

인증제도와 분석기 에 기술 지원을 통하여 양소 분석 결과에 한 객 인 

신뢰성을 확보하고 생산․수집된 자료들이 공유되어야 하며, DB에 한 근

도가 용이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NDBS(National Nutrient Databank System), 

캐나다의 CNF(Canadian Nutrient File)과 같이 종합 인 ‘국가 식품 양 DB 리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체계 이고 효율 인 식품 양성분 DB와 공개시스템 운

 시스템을 갖추고 심이 되는 기 과 여러 연계기 의 긴 한 동과 상호 

정보교환 체계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며, 통합 인 DB자료에 한 근

이 용이하게 정비되어야 한다. 식품 양DB의 개선이 획기 으로 이루어져야 

이를 기 으로 한 양섭취상태 평가와 모니터링, 양표시, 양섭취기  설정 

등의 수 이 향상될 수 있다.  

  3. 양 연구 확충 

 식생활이 외국과 달라 우리나라 고유의 기 연구가 필요하나 부족하다. 이는 

근거에 심한 과학 인 양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

며, 정책 선택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향을 미치는 양  요인이 무엇이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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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심각한지에 한 기 자료가 부족하다. 

  근거에 기반한 양정책을 수립하기 해서는 문가 조사  기존 선행연구

에서 제시된 다음 분야에 한 우선 인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 양과 만성질병과의 련성 연구 

  ∙ 식생활 조사방법에 한 연구 부족 

  ∙ 우리나라 식생활을 기반으로 한 양상태 지표에 한 연구

  ∙ 노인, 유아 등 생애주기별 양진단 도구의 개발 

  ∙ 우리나라에서 섭취빈도가 높은 식품과 음식에 한 1회 분량에 한 기

자료 부족 

  ∙ 식생활 지식, 태도 , 행태에 한 연구 

  ∙ 식품소비의 경제  측면과 소득층 식품구매의 장애요인 등 

  ∙ 양 교육 방법  효과에 한 연구

  ∙ 양교육 자료  도구 개발에 한 연구 

  ∙ 민 양홍보 략 개발에 한 연구 

  ∙ 문인력( 양사  보건의료인력)에 한 양 교육‧훈련과정 개발 연구 

  더불어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결과가 정책수립에 잘 활용되지 못하는 것도 문

제이다. 연구자와 정부, 식품산업계와 일반  간의 커뮤니 이션이 부족한 것

도 그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연구와 정책의 연결 부족을 해결하기 해서 

양정책의 심이 되는 조직을 확보하는 것도 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4. 모니터링과 평가의 강화 

가. 미국 국가 양모니터링 체계의 구성 사례 

  미국의 경우는 모니터링 사업이 많은 부처가 연결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

다. 1990년에 제정된 “The National Nutrition Monitoring and Related Act of 

1990(Pub. l. 101-445)"에 의해 법  근거를 확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매 10년마

다 체 인 계획(10-year comprehensive plan)을 세우고, 그 정보를 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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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일환의 하나로 국민의 양상태에 한 보고서를 의회

에 제출하고 있다. 미국에서 국가 양모니터링체계(NNMS)의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 양교육: 식품섭취기 , 식사지침, 학교와 소득층에 한 양교육 

로그램 운 (NET, EFNET 등), 양표시 

  ∙ 양지원: 학교, 소득층에 한 각종 양지원 로그램 

  ∙ 식품안   품질 리 

  ∙ 양 연구  모니터링 

  미국의 NNMS는 복잡하고 서로 연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미국민의 건강에 향을 미치는 식생활과 양상태와 여기에 

련된 모든 요인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자료들은 다음의 5가지 분야, 즉, (1) Nutrition and related health 

measurements, (2) Food and nutrient consumption, (3)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assessments, (4) Food composition and nutrient data bases, (5) Food 

supply determination로 구분되어 정리된다. 이 게 5가지 분야로 모아진 자료는 

인구집단의 식생활, 양상태, 건강상태의 평가에 사용된다. 식품의 공 에서부

터 국민의 양과 건강에 이르는 각 단계의 자료로 정리되어 정책과 사업에 이

용된다. NNMS를 수행하는 기구는 Interagency Board for Nutrition Monitoring 

and Related Research(IBNMRR)이 있고 법에서 명시한 National Nutrition 

Monitoring Advisory Council(NNMAC)이 있어서 과학 이고 기술 인 지도를 하

고 있다. 이 기 은 USDA와 DHHS의 CD-Chair 두명과 9명의 투표권이 있는 

문가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5-33).50) 

50) 문가의 구성은 보건분야, Nutrition Monitoring 연구분야, 식품생산과 분배분야로 이루어지

며, 5명은 통령이 4명은 국회가 임명한다. IBNMRR은 Working Group이 있으며 그 구성은 

정부의 여러 부처  연구소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 게 여된 여러 조직이 연계를 가지고 

사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미국의 모니터링체계는 련 여러 부문과의 표 인 연계 모델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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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미국의 국가 양모니터링  연구 조정체계

      【 미국 National Nutrition Monitoring 체계의 구성 】 

․ Bureau of the Census, DOC
․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CDC, DHHS
․ 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s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CDC, DHHS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DHHS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DHHS
․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DHHHS
․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DHHS 
․ Indian Health Service, DHHS
․ Food and Nutrition Service, USDA
․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USDA
․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USDA
․ Human Nutrition Information Services, USDA
․ Cooperative State Research Service, USDA
․ Economic Research Service, USDA
․ Extension Service, USDA
․ Department of Education
․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s, NOAA, DOC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Bureau of Labor Statistics, DOL
․ Department of Defense
․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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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니터링체계 개발에 일선 양사업 통계의 활용  

  우리나라에서도 양사업이 잘되기 해서는 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지

역의 보건소까지, 어떤 형태든 연계를 시켜주는 조직이나 기구가 존재해야 하

며, 일본의 식육기본법에서 같이 바람직한 식생활 교육과 모니터링을 해 참

여해야 하는 련 기 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에서 핵심 사업은 미국의 WIC 사업을 근간

으로 한 CDC의 유아 양감시체계(PedNSS)와 임산부 양감시체계(PNSS)처

럼 사업통계가 양감시체계로 구축되어 사업에 한 평가와 동시에 사업 상

의 양상태를 악하는 체계를 〔그림 5-34〕의 사례와 같이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34〕 양사업과 양모니터링 체계의 연계 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가건강목표(Health Plan 2010)

영양부문및질병예방부문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등과연게)

국가건강목표(Health Plan 2010)
영양부문및질병예방부문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등과연게)

시·도시·도

광역단위영양사업수행목표
(시도건강지표조사등과연계) 

광역단위영양사업수행목표
(시도건강지표조사등과연계) 

시·군·구(보건소)시·군·구(보건소)
지역단위영양사업목표
주요사업평가지표선택DB화

(시군구자체사업보고, 조사지표와연계)

지역단위영양사업목표
주요사업평가지표선택DB화

(시군구자체사업보고, 조사지표와연계)

국가및
지역단위

영양모니터링
체계

<예시>
영유아
(PedNSS)1)
임산부
(PNSS)2)
노인영양
감시체계

국가및
지역단위

영양모니터링
체계

<예시>
영유아
(PedNSS)1)
임산부
(PNSS)2)
노인영양
감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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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니터링, 연구와 정책의 연계

  양사업은 다른 건강증진 보건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본 인 과정은 진단 →

계획 → 수행 → 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양사업이 잘 수행되기 해서는 진

단과정에서 정확한 진단이 행해진 후 사업이 계획되어야만 제 로 이루어진다.  

  양문제의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진단을 정확히 하기 어렵다. 모든 양사

업은 과학 인 자료에 근거하여 진단을 통해서만 계획이 잘 될 수 있고, 계획

이 잘 되어 있어야 사업의 수행이 잘될 것이고, 평가도 될 수 있다. 이  과정

에서 수행방법이나 평가방법 등은 상 인구집단에 합한 방법과 지표가 필요

하므로 이를 뒷받침 해  수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양연구 분야와 양정책 분야, 그리고 국민의 식생활에 한 모니터링은 

정삼각형의 세 변과 같아서 상호 의존 이며 보완 인 계에 있다. 생의 주기

에 따른 양소의 필요량, 만성퇴행성질환의 원인, 방, 리에 있어서의 양

의 역할, 식품소비의 경제  양상, 식행동에 한 사람들의 지식  태도, 식품

의 양소 함량, 인체 내 이용도, 양소간의 상호작용, 양 모니터링 연구 등 

인체 양에 한 모든 연구는 결국 정책결정을 하여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

며 이들 과학 인 자료를 바탕으로 양정보와 교육 로그램, 식량생산과 마

, 식품안 과 표시제도, 강화제도, 식생활 지침, 국가 건강증진 목표, 군  

식, 식품보조 등의 사회복지제도 등 양사업이 수립될 수 있다. 한 수립된 

양사업은 국민 식생활과 양상태의 개선을 하여 수행되며, 수행된 결과의 

효과 정을 하여 다시 모니터링하거나 새로이 필요한 정책이나 연구 분야를 

확인하기 하여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 아래 두 그림에서 미국의 를 

보여 주고 있다. 처음 그림은 원칙을 보여주고, 두번째는 심장질환 련 사업을 

한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었나 보여 주고 있다.

  이런 계는 국가 단 , 지방자치 단 , 지역사회 단  모두에서 필요하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연구, 모니터링, 이와 연 된 양정책이 세워지고, 이에 

따른 사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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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5〕 양정책 수립과 양연구  모니터링 체계의 계도

〔그림 5-36〕심장질환 험요인과 교육 로그램 수립면에서 본 양정책과 

연구 모니터링의 계도

        자료 : 문 경, 미국 Nuttion Monitoring 소개, 한국 양학회지 29(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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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국가 양정책 과제의 장단기 추진계획 

 제5장의 1～7 까지 제시한 국가 양정책 과제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반

과 연 됨은 물론 정책수단을 마련하는데 법률, 교육, 농림수산 분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여러 부처의 력 아래 포 인 근을 필요로 한다.  

  〔그림 5-1〕에서 제시한 국가 양의 목표와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에 한 합의를 도출하여 확정하고, 구체 인 추진과제와 정책수단 로드-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내용을 심으로 구체 인 추진계획을 

시하여 보면 <표 5-36>과 같다. 

  앞에서 논의된 양 법령의 제정과 국가 양정책 조정기 의 확보를 해 

앙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사업에 한 주도  역할을 통해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

반 인력확보와 재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올바른 식생활을 보장하기 해 국민에게 올바른 양정보 달을 효과 으

로 확산하기 해서는 식품의약품안 청, 교육부서  학교, 보건의료계와의 연

 력, 미디어와의 조로 공동추진이 필요하며, 련 인력의 참여와 훈련도 

따라야 할 것이다. 양취약계층의 양서비스 질  향상과 확충을 해서는 

복지사업체계  모자보건사업과의 연계가 이루어져 수요자 심으로 근해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 조사, 연구의 확충을 해서는 기존의 국민건강 양조사

를 발 시키는 것과 함께 추가 인 조사(노인, 아동 상 조사, 식생활행태조사 

등), 식품성분 DB 체계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재 추진되고 있는 양과 련된 많은 정책과 사업이 제각기 추진

되고 있는 을 획기 으로 개선하여 양 정책과 사업이 계획, 실행되는 과정

에서 만성질환 리사업, 건강증진사업, 학교 식개선 종합 책, 어린이먹거리안

책, 생애 환기검진사업과 유아검진사업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람

과 유기 으로 연계되어 효율 으로 일 성 있는 상자(서비스 수요자) 심

의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조율과 력 연계를 하는 것이 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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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세부 사업 정책수단
추진일정 

‘08 ‘09 ‘10 ‘11 ‘12 ‘13 ‘14 ‘15

국가 양 리
체계 정립, 
조정 력체계 
구축 

∙ 양 련 법 제정  
련 법령 정비  ∙법령 제정  

개정
∙ 련 조직  

기능 확보
∙ 련 사업과 

연계 력 강화  

∙ 양정책 주  정부조직 
확충   

∙ 양정책 조정기구 확보  

∙시도  시군구의 
양조직  인력 확보 

올바른 
식생활 보장
강화 

∙식생활지침의 국민 
교육,  확산 

∙국가
 양과제의 선정 
∙올바른 

양정보, 
양교육의 
달 확 강화 

∙ 련 규정  
모니터링 확보 

∙효과  
양도구의 

개발 보  확
∙만성질환 

리와 
연계하여 추진 

∙ 양표시제도의 활용도 
제고 (가공식품확 , 
외식에 도입 등)

∙식품 고 규제 강화

∙ 양교육자료 개발의 
개선과 자료보  확산   

∙학교, 지역사회, 사업장 
등 세 을 통한 

양교육 확    

∙ 유아검진의 양 리 
도입

∙보건의료인, 교사에 
한 양교육 역할 

확 를 한 련 인력 
교육 훈련기회 확   

양취약 계층 
서비스 달
체계 개선, 
확충

∙노인 양서비스 확충  

∙ 식의 생 , 

양  질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와 연계

∙ 양지원체계  

양 문

  인력 활용 증

∙복지사업체계와 

연계 력하여 

추진 

∙아동 양서비스 확충  

∙임산부․ 유아 
보충 양사업 개선 

모니터링, 
연구, 조사, 
확충  

∙국가 양모니터링체계 
확충

∙ 양조사 개선 
 확충

∙ 양평가체계 
구축

∙식품성분 
DB체계구축

∙조사결과 활용 
증    

∙국민건강 양조사 개선  

∙추가 양조사 실시

∙식품성분 DB 개선  

l

〈표 5-36〉국가 양과제의 추진 계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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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건강증진과 만성질병을 물론 의료비 부담과 국민의 삶의 질과 

련성이 높은 국민의 양과 식생활을 해 아직까지 국가 인 양시책이 미흡

한 실에서 첫째, 우리나라의 양정책 개의 필요성과 여건, 양 리체계와 

법제도 황, 생애주기별 양문제와  응체계의 문제 을 포 으로 악

하 으며, 둘째, 외국에서의 련 정책경험이 어떠한 시사 을 제공하고 있는가

를 일부 선진국을 벤치마킹하여 고찰하 고, 이를 종합하여 향후 추진되어야 

할 국가 양정책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추진과제를 구체 으로 제기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양정책의 목표와 비젼을 잠정 으로 설정하 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부담을 감소시키는 비젼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추진을 하여 첫째, 양에 기인한 비만과 만성질환 감소, 둘째, 취약

계층의 양수  향상의 두가지 목표를 설정하 다. 이러한 목표 하에 추

진 과제로는 크게 4가지로 제시하 다. 첫째, 국가 양 리체계의 정립과 조정

력체계의 구축, 둘째, 국민 체( )에 한 올바른 식생활을 보장하기 

해서 올바른 양정보의 보편  근을 한 교육, 정보의 효과  제공, 셋째, 

양취약계층에 한 양서비스 달체계의 개선과 확충하여 양안 망을 확

보하기 한 사업 추진, 넷째, 정부 사업의 효과와 문제를 악하고, 국민의 

양상태의 추이를 악하기 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의 확충이 그것이다.   

  향후 우리 식생활 특성, 건강과 양문제를 고려하여 이러한 략  과제를 

표과제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 유럽과 호주, 캐나다에서는 ‘5 a day', 

‘야채와 과일 섭취’, ‘모유수유증진’ 등을 국가 양 략 과제로 선정하여 집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잠정 으로 ‘모유수유 증진’, ‘비만과 만성질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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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소 , 지방섭취의 감소), ’취약계층 양집단 양수  개선을 한 

사업 확충‘으로 시하 다. 정책당국과 문가그룹의 합의도출 과정을 통해 

표사업을 선정해서 집 할 수 있도록 핵심과제를 선택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 양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가 정해지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사업체계가 명확하게 지정되고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양정책을 담

하는 주무 부처 담과가 확실하지 않은 이 우리나라 국민 양 리를 하는데 

있어서 주요 장애요인  하나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양을 담당할 수 있

는 부서를 지정하고, 명확히 업무를 분장하고, 여러 부처, 여러 기 에 연계 없

이 산재되어 있는 시책과 사업의 유기 인 연계와 조정을 한 조정․ 력 기

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일본이 양정책에서 견지하고 있는 공통 은 양정책 방향의 

명확한 설정, 과학 인 근거에 바탕을 둔 목표설정과 모니터링  평가체계의 

확보, 양정책의 추진과 조체계를 확보하기 한 양정책 조정기구나 기  

마련, 련 부처의 역할분담의 명확한 설정을 들 수 있다. 한, 건강증진사업, 

비만  만성질병 방사업과 연계하여 질병부담을 완화시키기 한 사업에서 

양을 필수사업으로 포함하여 개되며, 특히 신체활동과 함께 건강증진사업

의 주요 분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뚜렷한 동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사회에서 양이 주요 원인이 되는 비만과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국민의

료비 부담의 증이 우려되고 있어 국민의 올바른 양 리를 한 정책과 

략이 도입하는데서 이러한 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식생활의 반 인 사항을 총 하기 해서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

다. 재 발의과정에 있는 국민 양기본법(안), 입법과정에 있는 어린이식생활

안 리특별법(안)  법안을 비 인 식생활교육기본법(안)에 해서는 국

민의 입장에서 볼 때, 3개 법안이 목표와 내용의 복이 많으므로 (가칭)국민

양기본법(안)에서 이를 종합하여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에

서 양정책 조정기구나 국가 양목표와 사업이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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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으로 여러 선진국에서 경험을 통해서 국가 양정책 개발에서 부딪히는 

장애요인으로는 정책결정에 미치는 향력의 부족, 양문제 원인의 다원성과 

그에 따른 해결책의 복잡성, 정책결정자 사이에 양에 낮은 인지도 내지는 낮

은 우선순 , 여러 부처간 력 부족,  신뢰할 만한 정책근거가 되는 양 연구

자료의 부족 등이 공통 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에서 성공 인 

양정책을 개발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정치  의지, 양부문 인 자원의 효과

 활용, 근거에 기반한 양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한 신뢰할 만한 연구

와 모리터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국가 으로 양정책을 채택하고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할 것

이며, 건강증진․질병 리․식품정책에서 양 요소를 핵심사항으로 포함하여

야 한다. 한 양정책과 사업에 책임을 가지고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심 부서의 지정과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법 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양 로그램 계획의 추진을 한 재정  수단의 확보 등 이

행 능력, 끝으로 정책의 책임성과 경과를 평가하기 한 모니터링 기 의 확보

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최근 보건의료 정책 여건도 변하여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 리사업, 건강

검진사업들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면서 양을 포 하는 생활양식 근을 강

조하는 틀로 환되는 시 에 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 속에서 효율 이고 포

인 국가 양 리 기반구축과 실행 략의 설정이 이러한 사업들과 잘 연계

되도록 국가 양 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체계  추진을 한 로드맵

의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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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법안 수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 )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 반에 한 과

학 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체계 인 국가

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양  건

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 ) 이 법은 식생활과 양 리에 한 국민

의 권리․의무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주체의 자발 인 참여와 력을 통

한 국민 양 리의 기본 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양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

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국민 개개인이 생애에 걸쳐 하고 

안정된 식생활과 균형 잡힌 양상태를 유지함으로

써 국민의 건강수 과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1. “ 양 리”는 한 양의 공 과 올바른 식

생활습 을 통하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 양 리사업”은 양 리를 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양교육

    나. 생애주기별 양 리

    다. 양취약계층의 양 리

    라. 시설  단체의 양 리

    마. 질병 방을 한 양 리

    바. 지역사회의 양문제에 한 조사·연구

    사. 그 밖에 양 리사업에 하여 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1. “국민 양”이라 함은 국민의 건강 증진  보호

를 해 식품  양분야에서 사회의 체계화된 노

력을 말한다. 

  2. “ 양인”이라 함은 양사, 양교사 등 양 

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면허 등을 취

득하거나 양 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 양사”라 함은 법 제27조제1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면허를 받고 양 리  양교육에 종사하

는 자를 말한다. 

  4. “ 문 양사”라 함은 양사로서 법 제27조제2

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면허를 받고 문 양지도 

 상담, 양사에 한 자문  교육 등을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3. “ 양 련법령”이라 함은 국민건강증진법, 식품

생법,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

법, 지역보건법, 학교 식법, 학교보건법, 유아보

육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국민 양과 련

된 법령  양과 련된 규정을 말한다. 

【 부록 1: 국민영양기본법 검토】 

국민 양기본법안 발의 법안과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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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계) 국민 양 리에 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의 목 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국가 등의 의무

제5조(국민의 권리) 국민은 이 법 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양에 하

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지

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양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양 리를 

하여 필요한 양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양

책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양 책을 

집행하는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6조(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지방

자치단체는 국민의 한 양섭취를 하여 필

요한 법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

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도  장치를 마련

함에 있어 이해 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 인 역할분담을 통해 민간의 극 인 참여

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7조( 양인의 책임) 양인은 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양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제8조(국민 양정책과 건강증진정책  식품정책과의 

연계)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양정책과 

련되는 식품정책, 건강증진정책, 사회복지정책 

간에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 양 리정책

제4조(국민 양 리정책심의 원회) ① 국민의 양

에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 양 리정책심의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 양 리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국민 양 리기본계획의 수립·조
정에 한 사항

  3. 그 밖에 국민 양 리에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회는 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보건복지부장 이 되며 원은 계 

앙행정기 의 공무원과 국민 양정책에 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에서 보건복지부장

이 임명 는 한다.

제3장 국민 양정책의 수립  시행

제13조(국민 양심의 원회) ①국민 양에 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 양심

의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 양 리 기본계획

  2. 주요 국민 양 련 제도의 개선

  3. 2 이상의 앙행정기 과 련되는 주요 국민

양정책

  4. 국민 양과 련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역

할

  5. 기타 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원회의 구성 등) ① 원회는 원장·부 원

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원으로 구성한

다.
 ② 원장은 보건복지부장 이 되며, 계 앙행정기

의 공무원과 국민 양에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에서 보건복지부 장 이 임명 는 한다. 



부록 33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원회

의 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

다.

 ③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원은 그 직 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제15조( 원장의 직무) ① 원장은 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제16조( 원회의 회의) ① 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 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원회의 회의는 재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공무

원   계 문가 등을 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문 원회 등) ① 원회의 회의를 효율 으로 

운 하기 하여 원회에 실무 원회를 두고, 원

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문 으로 검토하기 하여 

분야별로 분과 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원회·실무 원회  분

과 원회의 구성·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8조( 계 행정기 의 조) ① 원회는 계 행정

기 에 하여 보건의료에 한 자료의 제출과 

원회의 업무에 하여 필요한 조를 요청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계 행정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 양 리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 은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의하고 원회의 심

의를 거쳐 국민 양 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 양 리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리 방안

  4. 양 리사업에 한 계획

  5. 식생활조사  양감시체계의 리방안

  6. 그 밖에 양 리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 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계 앙행정기 의 장  특

별시장· 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국민 양 리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

은 계 앙행정기 의 장과의 의와 제13조의 규

정에 의한 국민 양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

양 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민 양 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 양 리의 기본목표  그 추진방향

  2. 주요 국민 양 리사업계획  그 추진방법

  3. 자원의 조달  리방안

  4. 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국민

양 취약계층에 한 국민 양 리사업계획

  5. 국민건강 양조사 등 양감시․ 리체계의 리

방안 

  6. 기타 국민 양 리를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

제6조(국민 양 리시행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 제10조(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시행) ① 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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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 양 리시행계획(이하 “시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

행계획  추진실 을 보건복지부장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 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

행계획  추진실 에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기 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앙행정기 의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 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 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양시책에 반 하

여야 한다.
제11조(계획 수립․시행의 조) ①보건복지부장 , 

계 앙행정기 의 장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 공공기 ·
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조를 요

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조하여야 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비용의 보조) 국가는 산의 범 안에서 국민

양 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 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양 리사업 등 제4장 국민 양 리

제7조( 양교육사업)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

민의 건강을 하여 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양교육에 필요한 로그램  자료를 개발하여 

보 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리 문기 ·단체에 

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탁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양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문기 ·단체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사를 배치하여

야 한다.
  ⑤ 양교육의 상·방법·내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참조>

제8조(생애주기별 양 리사업) 국가  지방자치

단체는 연령 단계별 양 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생애주기별 양 리사업을 실

시하여야 한다.
  1. 유아기  아동기

  2. 청소년기

  3. 임신기  수유기

  4. 성년기

  5. 노인기

제21조(국가등의 생애주기별 양 리) 국가등은 국민

이 다음 각호의 생애 주기별로 한 양을 섭취

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유아기  아동기

  2. 가임기와 임신․수유기 여성

  3. 청소년

  4. 성인기 성인병(고 압, 당뇨병) 방

  5. 노년기

제9조( 양취약계층의 양 리사업) 국가  지방 제22조(국가등의 취약계층 양 리) ① 국가등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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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는 양취약계층의 양 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 리사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소득층 유아  임신부를 한 양 리사

업

  2. 소득층 노인을 한 양 리사업

  3. 결식아동을 한 양 리사업

  4. 노숙자를 한 양 리사업

  5.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한 양 리사업

  6. 그 밖에 양취약계층의 양 리에 필요한 사

업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음 각호의 집단이 한 양섭취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식품공  등의 달체계

를 구축․운 하여야 한다. 
  1. 소득층 임산부․산모․수유부

  2. 아  유아

  3. 소득층 독거노인

  4. 결식아동

  5. 노숙자

  6.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거주자

  7. 기타 통령령에서 정하는 집단

 ② 국가등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집단이 취약한 양

섭취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단하는 

경우에는 식품을 직  공 하거나 식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식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집단

의 소득기 , 양학  험상태, 식품권의 종류 등

에 해서는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설  단체의 양 리사업) 국가  지방

자치단체는 시설  단체의 양 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유치원  학교의 양 리사업

  2. 산업체의 양 리사업

  3. 병원의 양 리사업

  4. 사회복지시설의 양 리사업

  5. 군 ·교도소  보호소의 양 리사업

  6. 그 밖에 시설  단체의 양 리에 필요한 사

업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질병 방을 한 양 리사업) 국가  지

방자치단체는 질병 방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활습 질병의 방을 한 양 리사업

  2. 퇴행성질병의 방을 한 양 리사업

  3. 비만 방을 한 양 리사업

  4. 그 밖에 질병 방을 한 양 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지역사회의 양문제에 한 조사·연구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양문제에 

한 조사·연구사업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식품  양소 섭취조사사업

  2. 식생활 습  조사사업

  3. 양상태 조사

  4. 기타 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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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업자 양교육) 「식품 생법」제21조제1
항제1호  제3호의 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양교육을 정기 으로 받아야 

한다.
제14조( 업자 양교육에 한 평가) 보건복지부장

은 정기 으로 업자 양교육의 성과에 하

여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의 방법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사업자의 양 리)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0조에의 규정에 의한 국

민의 양 리를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식품 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 식

소를 설치․운 하는 자

  2. 식품 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

품 객업을 하는 자  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3. 그 밖에 시설  단체 등에서 식품을 제공하는 

자로서 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② 국가등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자가 한 

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

다.
제24조( 양교육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 과 계

앙행정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들이 올바

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 은 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양교육을 평가하고 이

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25조( 양정보의 제공) ① 국가는 국민들이 식품에 

한 양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달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   식품의약품안 청장은 계법령에 

따라 식품에 한 올바른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식생활지침 제정  보 ) 보건복지부장 은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하여 양소섭

취기 과 질병별·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식

생활지침을 제정하여 보 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개정·보 하여야 한다.

제20조(국민식생활조사  식생활지침 등의 제정  

보 ) ①보건복지부장 은 국민의 식품섭취․식생활 

등에 한 국민식생활조사를 정기 으로 실시하여

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 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식생

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소섭취권장기 을 정하

고 학계․산업계  련 기 등에 체계 으로 보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 장 은 제2항에서 정한 양소섭취권

장기   질병별․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식

생활지침을 제정하고 보 하여야 한다. 
 ④ 국민식생활조사의 시기와 방법, 양소섭취권장기

  식생활지침의 개정 주기, 그 밖에 국민식생활

조사․ 양소섭취권장기 ․식생활지침 운 에 필요

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고의 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 은 잘못

된 양정보를 제공하는 고를 한 자에 하여 

그 내용의 변경 는 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이 고내용의 

변경 는 고의 지를 명할 수 있는 고는 

제26조( 고․ 매 등의 제한) 계 앙행정기 의 장

은 국민 양 리를 해 하지 않다고 단하는 

경우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에 

한 고를 지시키거나 매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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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학 는 과학 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양정

보의 고

  2. 그 밖에 양에 한 잘못된 정보를 하는 

고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고

  ③ 보건복지부장 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

원회의 심의를 거친 고방송이 제2항제1호 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 원회에 재심의

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내용의 기 , 변경 는 

지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양감시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양정보를 감시하는 양감시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양감시원의 자격· 차·임무  

수당의 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4장 국민식생활조사 등

제18조(국민식생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 은 국민

의 식품섭취·식생활 등에 한 국민식생활조사를 

정기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민식생활조사의 시기와 방법, 그 밖에 국민

식생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0조 참조>

제19조( 양소 섭취기 의 제정  보 ) 보건복지

부장 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양소섭취

권장기 을 제정하고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마다 개정하여 학계·산업계  련 기  등에 체

계 으로 보 하여야 한다.
제20조(통계·정보) 보건복지부장 은 양정책  

양 리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양에 한 통계  정보를 수집· 리하여야 한다.
제21조(한국 양연구원) ① 국민 양과 련된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보건복지부에 

한국 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1. 국민 양 리정책에 한 연구

  2. 양소 사· 양성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한 연구

  3. 질병과 련된 양소 사  기능 연구

  4. 유 자와 련된 양소 사  기능 연구

  5. 국민 양 모니터링

  6. 양취약계층 등에 한 양 리방안 연구

  7. 양교육 이론· 로그램  방법의 개발에 

한 연구

  8. 그 밖에 양 리사업의 효율 인 추진을 하

제19조( 양감시․지원체계의 구축) ①국가  지방자

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국민들의 양섭

취실태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와 련된 연구․지원업무의 수행을 

해 앙에 양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1. 국민 양교육  식생활 정보의 보

   2. 생애주기별 양 리

   3. 양취약계층의 양 리

   4. 생활습 병(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과 련된 

식생활 개선사업

   5. 지역사회의 양문제에 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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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건복지부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

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건복지부장 은 연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

한 경비를 산의 범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연구원에 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

고는 「민법」  재단법인에 한 규정을 용한

다.
  ⑥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

양연구원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

다.

   6. 건강증진법 제16조에 의한 국민 양조사

   6. 기타 양 리사업에 한 사항

 ③ 센터의 운 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정부출연기 등의 설립․운   육성에 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  등에 탁할 수 있

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설립․운 에 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양사

제22조( 양사의 책무) ① 양사는 양 리  

양교육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② 양사는 지속 으로 양지식과 기술을 습득

하여 문능력을 향상시켜 국민 양개선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23조( 양사의 면허) ① 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

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서 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산업 학 

는 문 학에서 식품 양학을 공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 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 는 

문 학에서 식품 양학을 공한 자 는 양

사 양성학교를 졸업한 자  교과  학 취득 

과정이 국내기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외국의 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계 문기 에 

탁할 수 있다.
  ③ 양사 면허와 자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양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

다.
  1. 정신질환자

  2. 마약· 마 는 향정신성의약품 독자

  3. 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5조( 양사의 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 은 

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제5장 양사

제27조( 양사의 면허) ① 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양사자격시험

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 의 면허를 받아야 한

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는 양학

을 공한 자로서 교과목  학 이수등에 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외국에서 양사면허를 받은 자

 3. 외국의 양사양성학교  보건복지부장 이 인정

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② 문 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23조에 따라 

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 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

부장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 장 이 정하는 문 양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 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문 양사 자격이 있는자 

 ③보건복지부장 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리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시험 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계 문기

으로 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2. 염병환자

 3. 마약 기타 약물 독자

 4. 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9조(명칭사용의 지) 조리사 는 양사가 아니

면 조리사 는 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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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

야 한다.
  1. 제24조제1호 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2. 양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 독, 그 

밖에 생에 한 사고 발생에 한 책임

이 있는 경우

  3. 면허를 타인에게 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반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인 기 은 그 

반행 의 유형과 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 은 제1항의 면허취소처분 는 

면허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

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양사의 업무) ① 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단의 작성·검식(檢食)  배식 리

  2. 구매식품의 검수  리

  3. 식시설의 생  리

  4. 집단 식소의 운 일지 작성

  5. 종업원에 한 양지도  생교육

  6. 양  식사 교육과 상담

  7. 식품 양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양과 련한 업무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식품 생법」제2조제9호에 따른 집단 식소

는 양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 식소의 운

자 자신이 양사가 되어 직  양의 지도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역보건법」 제7조의 보건소와 제10조의 

보건지소에는 양사를 두어야 한다.
제27조( 양사회  지부 등) ① 양사는 양사의 

권익옹호와 양에 한 연구, 양사의 윤리 확

립  양시책에 조하기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조직을 두는 양사회

(이하 “ 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앙회가 설립된 때에는 양사

는 앙회의 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집단 식소에 배치된 양사는 당

연히 그 회원이 된다.

다.
제30조(교육) ①보건복지부장 은 양사의 자질 향상

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사 

 문 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의 교육 상자·교육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권한의 임  탁) ① 양사의 면허와 양

사의 자격시험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 은 양사에 한 교육등 업무의 

일부를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 문기

·단체에 탁할 수 있다.
제32조( 양사회) ① 양사는 양사와 한 연구와 

양사윤리의 확립, 양사의 권익증진  자질향상

을 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양

사회(이하 " 양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양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양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④ 양사회에 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 민

법  사단법인에 한 규정을 용한다.
제33조(인가등) ① 양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 에게 제출하고 그 인가를 얻

어야 한다.
 ② 양사회의 정 기재사항은 따로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양사회가 그 정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

건복지부장 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34조( 양사회의 지부등) ① 양사회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 역시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특별시  역시에 한한다)·시·
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양사회가 그 지부 는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시장· 역시장 는 도지사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제35조( 조의무와 탁) ① 양사회는 보건복지부장

으로부터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나 양

사  양사 윤리에 한 조요청을 받았을 때에

는 이에 조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 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사  양사윤리에 업무의 

일부를 양사회에 탁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경비보조) 보건복지부장 은 양사회의 사업

이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양사

회에 하여 양사에 한 교육·조사·연구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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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앙회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시· 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고, 특별시· 역시의 구와 시·군에 분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⑤ 앙회가 그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지부

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앙회에 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사단법인에 한 규정을 용한다.
제28조(설립인가 등) ① 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기인

은 정  등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 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앙회의 정 에 기재할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앙회가 그 정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

건복지부장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에 앙회의 의무, 감독  경비보조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문 양사의 면허) ① 문 양사는 제23

조에 따라 양사면허를 취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 양사 자

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 의 면허를 받

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문 양사 교육과정

을 이수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 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문 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리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험 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계 문기

에 탁할 수 있다.
  ③ 문 양사 면허와 자격시험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문 양사의 업무) 문 양사는 제26조에 

따른 양사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분야의 문업무

  2. 문 양지도  상담

  3. 양사에 한 자문과 교육

  4. 식품 양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연구 등

제31조(보수교육) ① 양사는 식품 생수   자

질 향상을 하여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문 양사는 자질 향상을 하여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양사 보수교육과 별

도의 교육이어야 한다.   

하거나 탁한 때에는 필요한 경비의 부 는 일

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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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2조(유사명칭의 사용 지) ① 양사가 아니면 

양사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다.
  ② 문 양사가 아니면 문 양사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수수료) 제23조 는 제29조에 따라 양사 

 문 양사의 면허를 받는 사람에 한 수수

료 납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
제34조(벌칙 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 는 

제29조에 따라 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문기

의 임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

칙의 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5조(벌칙) ① 제7조 는 제26조를 반하여 

양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② 제16조를 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 

내용변경 는 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를 반하여 양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제21조제6항을 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1조를 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는 시·도지사가 부

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

지부장  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

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  

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할 법원에 그 사실

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할 법원은 

「비송사건 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 을 한

다.

제6장 벌칙 등

제37조(면허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  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양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양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 독 그 밖

의 생에 한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때

  3. 면허를 타인에게 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때

  4. 기타 이 법 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 인 기

은 그 반행 의 유형과 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청문) 식품의약품안 청장, 시·도지사, 시장·군

수 는 구청장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수수료)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양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벌칙) 제29조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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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

세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원의 설립 비) ① 보건복지부장 은 연

구원의 설립에 한 사무를 처리하기 하여 연

구원설립추진 원회(이하 “설립 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 원회는 보건복지부장 이 임명 는 

하는 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원으로 구

성하되, 정부․ 련 단체  학계 등의 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 이 지

명한다.
  ③ 설립 원회는 연구원의 정 을 작성하여 설립

원회의 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보건

복지부장 의 인가를 받아 그 설립 등기를 하여

야 한다.
제3조(사무  재산의 인계) ① 설립 원회는 설립 

등기 후 지체 없이 연구원장에게 그 사무와 재산

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설립 원회  설립 원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 는 해임․해

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양사 면허에 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

시 식품 생법 제37조에 따라 양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양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설립비용) 연구원의 설립비용은 연구원이 부

담한다.
제6조( 양사 시험 응시자격에 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식품 생법 제37조에 따른 양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은 이 법 제23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 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 생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  제39조  “조리사 는 양사”를 각

각 “조리사”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단서  “조리사  양사”

를 각각 “조리사”로 한다.
  제41조제1항  “조리사  양사의 면허와 

양사의 자격시험등에“를 ”조리사 면허에“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조리사  양사“를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법령의 정비) ①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5조·  제19조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국민건강조사) ①보건복지부장 은 국민

의 건강상태·운동주기 등 국민의 건강에 한 조

사(이하 "국민건강조사"라 한다)를 정기 으로 실

시한다.
  ②특별시· 역시  도에는 국민건강조사와 건강에 

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한 공무원을 두어

야 한다.
  ③국민건강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

내는 증표를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국민건강조사의 내용  방법 기타 국민건강조사

와 건강에 한 지도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

령령으로 정한다.
  3. 제2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민 양기본법」에 따른 국민 양 리사업

 ② 식품 생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8장 조리사  양사”를 “제8장 조리사”로 

한다.
  2. 제35조  제37조를 삭제한다. 
  3. 제38조 내지 제41조, 제63조  제73조의 “조리

사 내지 양사”를 “조리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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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로 한다.
  제4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조리사 는 

양사”를 “조리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 양사가 그 직무를 행하거나 조리사가”를 “조
리사가”로 한다.

  제7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국민 양”을 “「국민 양기본법」에 따

른 국민 양”으로 한다.
    3. 식품 생  「국민 양기본법」에 따른 국

민 양에 한 조사․연구사업

  제7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36조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를 받는 자 

  제76조  “제34조 는 제35조”를 “제34조” 로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6조  제19조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

하고, 제2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국민 양기본법」에 따른 국민 양 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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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전문가 조사표 】 

국가 양 리 발  략에 한 문가 조사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 으로서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 식품  양, 복지, 사회정책에 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가 양 리 발  략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국가 양

리 정책개발을 해 양에 련된 행정체계와 사업의 문제  악과 고령사회에 

비한 국가 양 리 략을 도출하기 해서 학계  련기  문가와 견해를 듣고

자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 설문에 한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설문결과는 

오직 연구만을 해 사용될 것입니다. 국민 양 리체계의 개선과 발 을 해서 발

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귀하의 의견을 성의껏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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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현행 영양 관련 행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문 분야는 다음  어디에 속합니까? 

   □① 양학                □②식품학      

   □③의학(임상)             □④의학( 방의학, 가정의학)

   □⑤보건학                □⑥행정책임자, 행정담당자    

   □⑦기타(
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귀하께서는 정부에서 수행하는 양 련 업무에 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강 알고 있다        □③ 모르고 있다

3.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양 련 행정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 청, 농림부, 농 진흥

청, 교육인 자원부, 여성부,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의 여러 부서로 다원화되어 있는 사

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강 알고 있다        □③ 모르고 있다

4. 귀하께서는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양 련 정부사업이 그 이 과 비교하여 얼마나 개선되

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개선되었다      

   □② 체로 개선되었다     

   □③ 비슷한 수 이다

   □④ 체로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⑥ 잘 모르겠다

5. 귀하께서는 정부의 양 련 업무가 효율 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율 으로 수행되고 있다          

   □② 체로 효율 으로 수행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체로 비효율 으로 수행되고 있다

   □⑤ 매우 비효율 으로 수행되고 있다     

   □⑥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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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영양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6. 우리나라의 양 련 행정  리체계의 문제 을 꼽으신다면 귀하는 다음 보기들  무

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다음의 보기들 에서 세 가지를 골라 요한 순서 로 1, 2,  3을 

기입해 주십시오.

    (    ) ① 양행정 조직과 업무가 여러 부처나 부서에 분산, 다원화     

    (    ) ② 련 앙부처, 부서  기 간의 의․조정 미흡과 연계 부족 

    (    ) ③ 양업무에 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낮은 우선순   

    (    ) ④ 장기 국가 양정책 목표  비 의 부재

    (    ) ⑤ 국민의 바른 식생활을 유도하기 한 국가 로그램 수행의 미약

    (    ) ⑥ 앙 행정부처 담당부서에 국가 양정책을 리할 조직, 인력의 부족

    (    ) ⑦ 시‧도  시‧군‧구 지방행정 조직에 양업무를 담당할 조직, 인력의 

             부족  

    (    ) ⑧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 미비 (식품 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   

    (    ) ⑨ 양사업 산의 부족

    (    ) ⑩ 기타(
구체적으로:                                                   )

7. 귀하께서는 행 양 련 행정체계의 총체 인 개선을 하여 다양한 부처와 기 에 분산되

어 있는  양 련 업무 간의 연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체로 필요하다          

   □③ 상 없다

   □④ 체로 필요하지 않다 

   □⑤  필요하지 않다     

   □⑥ 잘 모르겠다

8. 귀하께서는 행 양 련 행정체계의 총체 인 개선을 하여 다양한 부처와 기 에 분산되

어 있는 반 인 양 련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①  체제를 그 로 유지

   □②  체제를 유지한 채 기  간 조․조정의 강화 

   □③ 다원화된 체제를 유지하되 립 이고 의결‧심의권을 가진 조정기구의 설치

   □④ 단일화된 행정기 으로 련 업무를 통합

   □⑤ 기타(
구체적으로:                                                      )

   □⑥ 잘 모르겠다



부록 347

9. 국가의 양 리체계를 개선하기 해서 크게 다음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

견은 다음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 ① 여러 부처(보건복지부, 농림부, 교육인 자원부, 여성부  각종 원회 등)와 산하

기 (식품의약품안 청, 농 진흥청  연구기 )에 분산되어 있는 양업무 기능

을 통합조정하여 양을 담할 새로운 조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의 양업무 련 부처나 산하기 의 기능을 일부 조정 통합하여 양업무 분산

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새로운 조직의 신설에 따른 업무의 이 과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련 부처나 기

 간에 업무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기타(구체적으로:                                                      )

 9-2. 귀하가 와 같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만약 국가 양 리 업무를 연계 조정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 귀하께서는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건복지부를 심으로 연계(통합) 조정 

   □② 식품의약품안 청을 심으로 연계(통합) 조정 

   □③ 농림부를 심으로 연계(통합) 조정 

   □④ 통령 는 국무총리 직속의 별도 (신설)기  심으로 연계(통합) 조정 

   □⑤ 행 시스템을 유지하되 통령 는 총리실 산하에 의결 는 심의기능을 갖는 원

회 설치

   □⑥ 기타(
구체적으로:                                                         )

 10-2. 귀하가 와 같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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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 양과 련한 우리나라의 법령은 식품 생법, 국민건강증진법, 상자에 따라 학교

식법, 노인보건법, 아동복지법, 유아보육법에 부분 으로 규정되어 다원화된 체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다원화된 법령체계가 국민의 양 리를 해서 효율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율 이다           □② 체로 효율 이다         □③ 보통이다

□④ 체로 비효율 이다       □⑤ 매우 비효율 이다         □⑥ 잘 모르겠다

12. 만약 양과 련한 법령을 개선한다고 할 때 귀하께서는 어떠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공통 으로 용될 수 있는 내용을 묶어서 통합법률을 제정한다

    □② 행 법률은 그 로 두고, 어느 분야에도 기본 으로 용할 수 있는 기본 법률을 만

든다

    □③ 행 로 련법에서 유지하고, 련 내용을 확충한다. 

    □④ 기타(
구체적으로:                                                         )

    □⑤ 잘 모르겠다

13. 최근 양과 련된 법령이 새로운 법안이 발의를 비하고 있거나 국회에 상정 에 있습

니다. (가칭)국민 양기본법, (가칭)식생활교육기본법, (가칭)어린이식생활안 특별법안이 

각각 보건복지부, 농림부(농어업․농어 특별 책 원회), 식품의약품안 청 등에서 다음 

내용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가칭)국민 양기본법(안)은 양과잉과 부족으로 인한 비만과 양불량문제를 국가가 체계 으로 리하

기 해서 장기 국민 양 리기본계획 수립, 복지부에 국민 양 리정책심의 원회의 설치, 다양한 국민

양정책과 생애주기별 양 리사업의 수행, 양 담 한국 양연구원의 설립, 양조사의 실시, 국민식생

활 조사와 모니터링, 양사 역할 제고와 문 양사 도입 등을 내용으로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국회

에 상정하고 있는 법률안이다. 

 (가칭)식생활교육기본법(안)은 어릴 때부터의 식생활교육 강조와 등 교육과정에 식생활교육 반 , 식

품의 안 성과 식생활, 통식문화의 유지와 계승, 우리 농산물의 소비 강조 등 일본의 내각부(우리나라 

국무총리실에 해당)이 심이 되어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이 참여하여 2005년 제정된 ‘식육

기본법’을 참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농림부와 농어업․농어 특별 책 원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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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성 정도    

    우리나라의 

    주요 영양 문제           

문제의 심각성에 한 평  

 시) 아동의 양부족  
  시       

“ 3 ”         

 【 생애주기별 인구집단의 영양문제 】   심각성 정도 (1～10 ) 

 2-1. 아동 과체   비만 

 2-2. 성인 과체   비만

 2-3. 10   20  여성의 부 한 다이어트와 

      체  인식, 빈 문제 

 2-4. 아동  청소년의 아침 결식 

 2-5. 소득 노인의 양불량  

 【 식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 】    심각성 정도 (1～10 ) 

 2-6. 양과 식이섭취에 기인한 만성질환 증가 

 2-7. 소 의 과다 섭취 

 2-8. 식생활의 서구화 

 (가칭)어린이 식생활안 리 특별법(안)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주변의 생

이고 안 한 식품의 유통과 매 환경 조성, 단체 식의 리 향상, 어린이 식습  개선을 통한 비만, 

식 독 방과 건강보호를 목 으로 학교와 주변지역 식품안 보호구역 지정, 식품업자의 안 한 식품 

공  책임 부여, 비만과 질병 방을 한 양 양표시와 고 규제, 식품의약품안 청에 어린이 식생활 

안 리 원회를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 청이 주축이 되어 국회에 상정하고 있

는 법률안이다. 
  

  13-1. 에서 제시된 3가지 법안에 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법안의 필요성, 법안 내용에 한 의견, 기존의 국민건강증진법, 학교 식법, 식품 생법 

등  다른 법령과의 계, 해당 부처나 기  심으로 발의된 법안에 한 의견 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리나라의 주요 영양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14. 귀하께서는 다음의 양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1～10  

범  내에서  각각에 해서 평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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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성 정도    

    우리나라의 

    주요 영양 문제           

문제의 심각성에 한 평  

 2-9. 가공식품 소비의 증가 

 2-10. 외식(매식), 단체 식의 증가 

 2-11. 건강기능식품, 양강화식품의 소비 증가  

 【 기타 영양문제 】   심각성 정도 (1～10 ) 

 2-12. 매스컴, 인터넷 등에서 잘못된 양정보의 확산과 식품 고 

규제 등의 통제 부족   

 2-13. 기타 주요 양문제 

     (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4. 기타 주요 양문제 

     (
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심각성/사업필요성 정도  

   우선순위 영양과제                       

해당 사업 심각성  
개선필요성에 한 평  

문제의 심각성
(1～10 )

사업개선의 
필요성과 우선순

(1～10 )
【 대국민 및 환자에 대한 영양교육, 정보 제공 확대 】              심각성          필요성

15-1. 재 개발되어 있는 식생활지침의 활용과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기 한 교육, 정보 달․확산의 미흡 

15-2. 앙에서 양교육․홍보자료의 개발과 보  미흡

15-3. 양교육을 한 식품, 음식구성  1회 섭취분량(serving 

size, portion size) 도구 개발 미흡 

15-4. 매스컴이나 인터넷의 잘못된 양정보 를 조정, 

규제하기 한 조치나 기구의 미비  

15-5. TV 등 매스컴의 과자, 패스트푸드, 음료 등에 한  

식품 고에 한 규제 미흡 

15-6. 가공식품 양표시제도의 확  미흡 

15-7. 양표시에 한 소비자 인식과 활용 미흡 

15-8. 외식산업(음식  등)의 건강식단 참여  외식 양표시제 

도입 미비

우리나라의 주요 영양과제에 대하여 심각성과 우선적인 개선 필요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15. 귀하께서는 의 양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다음 과제들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라고 보십

니까? 한 이들 사업의 개선에 한 필요성과 우선순 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1～

10  범  내에서 심각성과 개선 필요성에 해서 각각 평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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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성/사업필요성 정도  

   우선순위 영양과제                       

해당 사업 심각성  
개선필요성에 한 평  

문제의 심각성
(1～10 )

사업개선의 
필요성과 우선순

(1～10 )

15-9. 보건의료 문인(의사,간호사 등)이나 학교교사를 통하여 
소비자(환자)나 학생에게 양교육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정보를 달하고 확산하는 체계의 미흡 

 【 인구집단별 양 리 강화 】                                  심각성            필요성

15-10. 모유수유 증진을 한 사업  정책 시행 부족 

15-11. 소득층 임산부․ 유아에 한 양지원  

로그램(WIC 사업)의 미흡  

15-12. 결식아동에 한 양지원 양 , 질  개선 미흡 

15-13. 노인 양 개선 로그램 개발과 시행의 미흡 

15-14. 학교를 통한 청소년 양교육 강화  바른 식습 을 한 

환경 조성 미흡 

      (패스트푸드, 청량음료 매 규제 등 )

15-15. 여 생  여고생의 부 한 양 리와 다이어트에 

응한 로그램 미비       

15-16. 만성질환 리에서 양 부분에 한 고려 부족   

15-17. 취약계층에 한 양지원 양 , 질  개선 미흡   

 【 기반 구축 】                                                  심각성           필요성

15-18. 식품 양성분 DB 생산  리체계 미비   

15-19. 국가 양정책의 체계  시행을 한 실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미흡

15-20. 앙에 국가 양 리와 정책 수행을 조정․총  하는 주무 

행정조직(부서)미비, 문인력 배치 부족  

15-21. 시‧도  시‧군‧구에 

      양업무 기능  조직, 인력 미흡     

15-22. 여러 부처,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양업무의 조정과 

조를 한 조직이나 기구(기 )의 부재  

15-23. 장단기 국가 양정책개발 개발과 

      실행계획 수립 미흡  

15-24. 양 련 법령의 미비  여러 법령에 분산

15-25. 양 문 인력의 역량강화를 한 교육훈련 강화와 

양성체계의 미비

15-26. 학교, 보육시설, 사업장, 노인복지시설의 양 식 기 의 

미비 는 부재 

15-27. 건강과 안 한 식품의 공 을 유도하기 한 

식품산업체와의 트 쉽과 정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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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성/사업필요성 정도  

   우선순위 영양과제                       

해당 사업 심각성  
개선필요성에 한 평  

문제의 심각성
(1～10 )

사업개선의 
필요성과 우선순

(1～10 )

15-28. 국민건강 양조사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양조사, 식습 , 
식생활소비  행태에 한 조사  모니터링체계 부족   

15-29. 시장 개방  세계화에 따른 식품교류 증 , 식생활변화에 
한 비 부족    

15-30.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31.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재 추진 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과 사업(질병 리, 노인보건, 암 방 리 등

의 사업)에서 양이 연계되거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재 추진 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식품안   식품 생 정책과 사업에서 양이 연계되거

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재의 국민건강 양조사는 국민의 양섭취 황과 양문제를 악할 수 있는 조사내용을 포

함하고 있는 요한 자료원입니다. 이 조사가 보다 국가 양계획의 수립과 국민 양개선에 활용

되기 해서는 어떠한 이 개선․발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사 상  표본설계, 조사방

법  내용 등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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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민건강 양조사 이외에 국민의 양 리를 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높거나 시 히 확보되

어야 할  기 자료, DB  모니터링 체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끝으로, 국민의 양 리 개선과 련하여 귀하의 의견과 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어 주십

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응답자의 특성 

2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   □② 30   □③ 40  □④ 50  □⑤ 60  

이상    

2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②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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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 조사 참여자 】

(※ 문분야별 가나다 순)

분야     성명           소속 분야     성명             소속

양

학계

곽동경 교수

김경주 과장

김복희 교수

김 옥 교수

문 경 교수

박동연 교수

박혜경 장

박혜련 교수

손숙미 교수

오세  교수

윤지  교수

윤진숙 교수

이경신 박사

이정원 교수

이행신 박사

임경숙 교수

장남수 교수

장 주 박사

정상진 교수

정해랑 박사

정혜경 교수

최 선 교수

최혜미 교수

홍순명 교수

연세 학교 식품 양학과

고 구로병원 양

조선 학교 식품 양학과

동덕여자 학교 식품 양학과

단국 학교 식품 양학과

동국 학교 가정교육과

식품의약품안 청 양평가

명지 학교 식품 양학과

가톨릭 학교 식품 양학과

경희 학교 식품 양학과

서울 학교 식품 양학과

계명 학교 식품 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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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단

수원 학교 식품 양학과

이화여자 학교 식품 양학과

서울특별시 건강생활

국민 학교 식품 양학과

양과 미래

호서 학교 식품 양학과

구 학교 식품 양학과

 서울 학교 

울산 학교 식품 양학과

의학계/

보건계

강재헌 교수

김연아 사무

김 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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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학교 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육인 자원부 학교체육보건 식과

도 구청 보건행정과

분당재생병원 소화기내과

동국 학교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경북 학교 보건 학원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분당구보건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

서울 학교 보건 학원

강동구보건소 보건 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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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성 박사

김건희 교수

김종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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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진 박사

신동화 교수

오원택 표

이상윤 소장

이종경 박사

이 근 박사

이진희 센터장

한재갑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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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학교 식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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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CJ제일제당(주) 식품연구소

상(주) 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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