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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cooking activities on the taste and perception of 
Korean foods in upper grade school children. The cooking class program was designed as 16 lessons for 
fourth, fifth, and sixth grade school children, and it was implemented as an extracurricular activity. Each les-
son included the origin and meaning of Korean foods and cooking. Thirty four children were recruited for 
participation in cooking class from two elementary schools in Changwon. The control group was recruited 
from a convenient sampling in each school. The pre- and post-implementation surveys were conducted for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cooking class between the educated and control group. Children answered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contained measures of demographic variables, eating culture, 
interest and preference, taste, perception, and knowledge of Korean food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
ences in interest and preference on traditional Korean foods, however, the taste of experimental foods was in-
creased by education (P＜0.05). Results for perception (P＜0.05) and knowledge (P＜0.001) of traditional 
Korean food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by education. However, no changes in taste, perception, and knowl-
edge were observed in the control group. In conclusion, cooking activity is the most favorite activity of chil-
dren, and is an effective method for positively affecting the taste and perception of Korean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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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초등학교 시기는 일생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다(Kim & Lee 
2010). 지적 호기심이 높아지는 초등학교 시기에 영

양교육을 통하여 건강이나 영양에 관한 지식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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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자신의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

성할 수 있다면 아동이 평생 지속할 식행동을 바르

게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식품경험은 일생 동안의 영양 상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식품에 대한 기호 및 식행동을 형성하는 중요

한 요인이 된다(Kim & Kim 2008). 
요리활동은 음식을 만드는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식품의 선택, 구입, 조리, 시식 등 많은 

과정으로 이루어져 아동의 발달 영역과 관련된 다

양한 경험을 제공한다(Yang 2010). Oh(2002)의 연구

에서 요리활동은 높은 수준의 사고를 이끌 수 있는 

관찰, 호기심, 문제 해결능력 등이 요구될 뿐만 아

니라 요리 그 활동 자체가 어린이들에게 보상이 되

고 건강, 언어, 사회, 표현, 탐구 등의 5가지 생활영

역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통합적 활동이라

고 하였다. Noh & Kim(2007)은 요리활동은 조리재

료의 탐색, 음식 만들기, 음식 차리기, 맛보면서 이

야기하기, 정리정돈하기 등 요리하는 전 과정을 통

하여 영양소에 관한 지식, 영양과 건강, 올바른 식

습관 등을 경험하여 바른 식행동 형성에 도움이 된

다고 하였다. 따라서, 매우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

고 탐구심이 발달하는 시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요

리활동을 통한 다양한 영양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

고 실행하는 것은 영양교육의 효과를 높여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아동들은 채소나 우유처럼 섭취가 

권장되는 식품은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패스트푸

드나 컵라면, 탄산음료, 과자류 등은 섭취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Korea Food & Drug Administrat-
ion 2010). 우리 음식은 우리의 지역적 특성과 섭생

에 맞게 발전되어 온 우리 고유의 식문화이며, 최근

에는 서양식에 비하여 포화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

의 섭취가 적어 암이나 혈관질환 발생을 늦춰주는 

건강식으로 인정받고 있다(Park 2001). Lee & 
Kim(2006)은 초등학교 아동들은 한국 음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우리 음식이 맛이나 영양

면에서 우수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스스로 메뉴를 선

택할 경우에는 패스트푸드를 주로 이용한다고 하였

다. 아동은 새롭거나 친숙하지 못한 음식은 잘 받아

들이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

은 자주 먹는 음식을 선호하는 기호성을 만든다고 

한다(Reverdy 등 2008; Mustonen 등 2009). 따라서, 
전통음식에 대한 기호나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아동들에게 우리 음식을 접할 기회를 자

주 만들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양교육은 

교과수업이나 특별활동, 급식시간을 통한 식생활 지

도 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Kim 
등 2010). 초등학교 영양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의 인식관련 연구 결과를 보면, 학부모의 55.8%가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 적당하다고 답하였고, 학생들

은 계발활동을 활용하여 일주일에 1시간씩 영양교

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Kim & Lee 2010). Lee 
등(2005)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의 희

망하는 영양교육 수업형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요리 실습을 희망하는 것으로, Yoon & Kim(2010)은 

조사학생의 53.3%가 조리 위주의 식생활교육을 희

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우리음식 요리활동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우리음식에 관한 지식과 친밀감을 높이고 아울러 

우리음식에 대한 기호도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즉, 아동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요리활동부를 계발활동부로 개설하여 조리재료의 

탐색, 음식 만들기, 음식 차리기, 맛보면서 이야기하

기, 정리정돈하기 등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효과를 평가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자 한 대표적 교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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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Cooking topics Objectives Contents

1∼2 Bab and Saengchae ㆍUnderstand the Bab & Namul culture
ㆍBe interested in Namul 

ㆍOrientation: Presentation of cooking class
ㆍThe representative food in hansik
ㆍThe main dish and side dish in hansik
ㆍCook bab and cucumber saengchae 
ㆍExpress and enjoy taste of cucumber saengchae 

3∼4 Gyeongdan and Maejakgwa ㆍKnow the kind of Tteok & Hangwa 
ㆍBe interested in Tteok & Hangwa 

ㆍThe kind of Tteok and meaning
ㆍThe kind of Hangwa and feature 
ㆍCook Gyeongdan and Maejakgwa
ㆍExpress and enjoy taste of Tteok and Hangwa 

5∼6 Omijahwachae and Tteokbokki ㆍUnderstand Gochujang & Hwachae
ㆍBe interested in Omijahwachae

ㆍThe kind Jangnyu and how to make 
ㆍThe nutritional value of Jangnyu
ㆍThe kind or raditional drinks and meaning
ㆍCook Omijahwachae and Tteokbokki
ㆍExpress and enjoy taste of Omijahwachae

7∼8 Aehobakjeon and Sanjeok 
ㆍUnderstand Jeok & Jeon 
ㆍBe interested in  Aehobakjeon &

Sanjeok 

ㆍThe kind of Jeok and Jeon 
ㆍThe difference of Jeok and Jeon 
ㆍCook Aehobakjeon and Sanjeok
ㆍExpress and enjoy taste of Aehobakjeon and Sanjeok 

9∼10 Baekseolgi and Japchae
ㆍUnderstand the meaning of Baekseolgi 

& Japchae
ㆍBe interested in Baekseolgi 

ㆍThe meaning of Seolgitteok and Japchae 
ㆍCook Aehobakjeon and Sanjeok
ㆍExpress and enjoy taste of Baekseolgi

11∼12 Bibimbap
ㆍKnow the orgin & meaning of 

Bibimbap 
ㆍBe interested in Bibimbap

ㆍThe origin and meaning of Bibimbap
ㆍThe vegetables in Bibimbap
ㆍCook Bibimbap
ㆍExpress and enjoy taste of Bibimbap

13∼14 Baechugimchi
ㆍKnow the kind of kimchi & nutritional 

value
ㆍBe interested in Baechugimchi

ㆍThe kind of kimchi and origin 
ㆍThe nutritional value of kimchi
ㆍCook Baechugimchi
ㆍExpress and enjoy taste of Baechugimchi

15∼16 Dasik and Gangjeong ㆍKnow the kind of Dasik & Gangjeong
ㆍBe interested in Dasik & Gangjeong 

ㆍThe difference of Dasik and Gangjeong
ㆍCook Dasik and Gangjeong
ㆍExpress and enjoy taste of Dasik and Gangjeong

Table 1. The selected topics and contents for cooking class.

계 모형으로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
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로 구

성되어 있는 ADDIE 모형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DDIE 모형을 일부 적용하여 연

구 절차를 계획하였다. 
분석단계에서는 학습자 요구분석, 환경분석, 직무 

및 과제 분석이 행해지고 설계단계에서는 목표 설

정, 평가도구의 개발, 교육내용의 계열화, 교수전략 

및 매체 선정이 이루어진다. 개발 단계로 교수자료 

개발과 제작이, 실행단계로 사용 및 설치가 이루어

지며, 마지막 평가단계에서는 총괄평가가 진행된다

(최 2004).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계에서 학습자 요구도 분석

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영양교육관련 논문을 

검색하고 내용을 조사하였다. Oh(2002), Lee 등

(2005), Kim & Kim(2008), Park 등(2008), Jeon(2010)
의 연구를 참고하여 우리 음식에 대한 기호증진을 

위한 교육방법으로 요리 활동을 선택하였으며, Cha 
등(2007)과 Bae(2010)에서 제시한 평가문항을 참고하

여 학습자의 식생활 환경, 지식, 우리음식에 대한 

관심 및 인식, 기호 분석을 위한 평가도구를 구성하

였다. Koo & Park(1998), Lee & Kim(2006), Gang & 
Chyun(2006), Kang & Lee(2008)의 논문을 참고하여 

요리활동 주제와 체험할 음식을 선정하였다. 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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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tems Educated
(N=34)

Control
(N=34) χ

2

Gender
Boy 11 (32.4) 16 (47.1)

0.834
Girl 23 (67.6) 18 (52.9)

Grade

4th 12 (35.3) 12 (35.3)

1.5365th 11 (32.4) 14 (41.2)

6th 11 (32.3)  8 (23.5)

Does the mother work?
Yes 25 (73.5) 16 (47.1)

 4.976*
No  9 (26.5) 18 (52.9)

*P＜0.05 by χ2-test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Variables Educated
(N=34)

Control
(N=34) t-value

Taste2)  3.19±0.851) 3.31±0.72 0.72

Knowledge3) 3.85±2.02 3.79±1.92 0.12
1) Mean±SD
2) The highest scale (5 points) means 'very much like', and this 

value is mean of 9 questions.
3) The scale score is as follows : right answer '1', wrong answer 

'0', total score was '8' of 8 questions

Table 3. The results of homogeneity test for taste and knowl-
edge on Korean foods.

동에게 기호도가 낮은 우리 음식이면서 아동이 쉽

게 요리할 수 있는 음식 위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흥미유발을 위하여 아동이 선호하는 음식을 

일부 선택하여 삽입하였다.
설계 단계에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차시별 교육

주제 선정 및 교육활동을 설계하였다. ‘요리 체험 

활동을 통한 우리 음식에 대한 기호와 인식의 향

상’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수업은 총 16차시로 구

성하였으며, 차시별 수업 설계내용은 Table 1과 같

았다. 
매 차시 수업의 도입단계에서는 당일 체험할 음

식에 대한 영양 정보를 먼저 나눈 다음 요리체험활

동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으며, 대부분의 체험요

리는 익월 학교급식 식단에 반영하여 체험한 음식

을 반복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개발단계에서는 차시별 활동지 및 교수학습과정

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수업자료를 개발하였다. 차

시마다 체험활동 음식에 대한 교육 자료는 사진, 실
물, PPT자료로 준비하였다.

실행단계에서는 계발활동으로 요리활동에 참여할 

아동을 모집하였고, 수업은 한 모둠별 4∼5명으로 

구성하였다. 요리체험활동을 한 후에는 수업활동사

진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홍보하고 아동의 모

든 활동자료는 리플렛으로 만들어 마지막 수업 후 

아동 편으로 가정에 보내 아동의 활동내용을 안내

하였다. 

평가단계에서는 분석단계에서 실시했던 설문 문

항으로 아동의 우리 음식에 대한 인식 및 기호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요리체험활동 기간 종료 

후 아동의 수업참여 태도와 모둠별 협동심, 음식에 

대한 이해도 등을 기록한 통신문을 가정에 배부하

였다. 

2. 연구대상자 및 기간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초등학교 2개교에서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계발활동부 구성 시 요리활

동부를 신청한 아동 34명(A학교 20명, B학교 14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2). 요리활동의 특성상 한 

반의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으며, 수업은 한 모

둠별 4명에서 5명으로 구성하였다. A학교는 과학실

에서 B학교는 학생 식당에서 2011년 4월 30일부터 

2011년 10월 29일까지 여름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

주 토요일에 해당 학교의 영양교사에 의해 각각 실

시되었다. 수업은 요리활동의 특성상 이론과 실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1, 2차시를 묶어서 진행

하는 블록수업제로 운영하였으며 수업시수는 총 16
차시였다. 교육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대조군은 교육

군의 학년 구성과 인원수와 유사하도록 교육이 실

시된 2개교에서 임의추출방식으로 구성하였다(A학

교 18명, B학교 16명). 교육군과 비교육군의 동질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검사 항목 중에서 체험음

식에 대한 지식과 기호도의 평균값을 paired t-test로 

검증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두 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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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tems Educated
(N=34)

Control
(N=34) Total  χ2

With whom do you usually have a meal at home? 

With the family 17 (50.0) 15 (44.1) 32 (47.0)

0.658
With someone of the family 12 (35.3) 15 (44.1) 27 (39.7)

Alone  3 ( 8.8)  2 ( 5.9)  5 ( 7.4)

Others  2 ( 5.9)  2 ( 5.9)  4 ( 5.9)

Who does prepare meals at home?

Mother 23 (67.6) 24 (70.6) 47 (69.1)

 9.542*Grandmother  3 ( 8.8)  6 (17.7)  9 (13.2)

Others  8 (23.6)  4 (11.7) 12 (17.7)

I always eat traditional Korean meals at home

Always 16 (47.1) 15 (44.1) 31 (45.6)

5.447
Often  0 ( 0.0)  0 ( 0.0)  0 ( 0.0)

Sometimes 10 (29.4) 17 (50.0) 27 (39.7)

Never  8 (23.5)  2 ( 5.9) 10 (14.7)

I talk about the food with parents during meal time

Always  1 ( 2.9)  2 ( 5.9)  3 ( 4.4)

0.480
Often  0 ( 0.0)  0 ( 0.0)  0 ( 0.0)

Sometimes 26 (76.5) 24 (70.6) 50 (73.5)

Never  7 (20.6)  8 (23.5) 15 (22.1)

Cooking experience

Much 13 (38.2) 19 (55.9) 32 (47.0)

3.004
little 13 (38.2)  9 (26.4) 22 (32.4)

Once  7 (20.7)  4 (11.8) 11 (16.2)

None  1 ( 2.9)  2 ( 5.9)  3 ( 4.4)

*P＜0.05 by χ2-test

Table 4. Eating culture of subject's family. 
N (%)

동일하다고 보았다(Table 3).

3. 평가도구 및 방법 

본 연구의 효과 평가를 위해 선행 연구를 참고하

여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Cha 등 2007; Bae 2010). 
설문지는 총 33문항으로 일반사항 4문항, 가족 식생

활 환경 5문항, 우리음식에 대한 관심 및 선호도 5
문항, 우리 음식에 대한 인식 2문항, 우리 음식 기

호도 9문항, 요리활동 체험 음식에 대한 지식 8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우리 음식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는 5점 척도로 

항목을 구성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높게 평가하였다. 
선호도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α

값은 0.740이었다. 우리음식에 대한 기호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업시간에 다루게 될 체험음식의 재료 중

에서 9가지를 선택하여 제시하고 교육 전ㆍ후 변화

를 비교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

였으며 ‘매우 싫어한다’ 1점에서 ‘매우 좋아한다’는 

5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기호도

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기호도 문항의 신뢰도를 분

석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0.902였다. 
우리음식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내용의 7가

지 항목을 제시하고 아동이 맞다고 인식하는 항목

을 전부 고르도록 하였으며, 선택한 항목에 대해 1
점을 부여하여 우리음식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하였

다. 7가지 문항은 Cha 등(2007)의 연구를 참고하였

다. 인식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0.745이었다. 아동들이 생각하는 우리 음식을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Bae(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6가지 문항을 제시하

고 하나만 고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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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ducated (N=34) Control (N=34)

Before After △
1) Before After △

The degree of interest3) 3.35±1.042) 3.71±0.97 0.35±1.01 3.29±0.97 3.56±0.99 0.26±0.79

The degree of preference4) 3.97±0.87 4.14±0.93 0.18±0.71 4.09±0.71 4.02±0.72 －0.06±0.54
1) Differences of education effect between after and before each group 
2) Mean±SD, Scale score: 1 (Not at all)∼5 (Very much)
3) The highest scale (5 points) means 'very much interested', and this value is mean of 5 questions
4) The highest scale (5 points) means 'very much like', and this value is mean of 5 question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education

Table 5. Changes in interest and preference on Korean foods.

요리활동 체험음식에 대한 지식은 ‘맞다’, ‘틀리

다’로 답하도록 하여 정답일 경우 1점, 오답일 경우 

0점, 총 8점 만점으로 지식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교육군과 비교육군 모두 동일한 문항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교육 전과 후에 

연구자에 의해 설명을 듣고 아동이 직접 작성하도

록 하였다. 

4. 통계처리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8.0을 사용하여 통

계처리하였다. 각 조사항목에 따라 빈도와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우리 음식에 

대한 관심 및 선호도, 인식, 체험 음식에 대한 기

호도 및 지식은 paired t-test로 교육 전과 후의 차

이를 분석하였고, 우리 음식에 대한 관심 동기 및 

선호 이유는 Chi-square test로 영양교육과의 관련

성을 분석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식생활 환경 

교육군과 비교육군 아동의 가족 식생활 환경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았다. 집에서 식사할 때 

‘가족 모두 함께 먹는다’라고 답한 아동이 32명
(47.0%),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은 ‘어머니’가 

47명(69.1%)으로 가장 많았다. 집에서 우리상차림으

로 식사하는지에 대하여 31명(45.6%)이 ‘항상 그렇

다’라고 답했으며 ‘가끔 그렇다’가 27명(39.7%), ‘전
혀 그렇지 않다’가 10명(14.7%)이었다. 가족과 식사

할 때 부모님과 음식에 대해 대화를 하는가에 대해 

‘가끔 한다’가 50명(73.5%), ‘전혀 하지 않는다’가 15
명(22.1%)이었으며 ‘항상 한다’는 3명(4.4%)으로 나

타났다. 요리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많다’가 32명
(47.0%), ‘조금 있다’ 22명(32.4%), ‘한 번 정도’ 11명
(16.2%), ‘해 본적 없다’가 3명(4.4%)이었다. 교육군

과 비교육군의 가족식생활환경은 ‘집에서 식사를 준

비하는 사람’(P＜0.05) 이외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다. 

2. 우리음식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 

우리음식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Table 6에 제시하였다. 교육군과 비교육군 

모두 사후 평가에서 우리 음식에 대한 관심이나 선

호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우리 음식에 대해 관심

을 가지게 된 동기를 물었을 때 교육군은 ‘학교 수

업에서 배워서’ 11명(55.0%), 비교육군은 6명(35.3%)
이 ‘TV시청을 통해서’로 답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우리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

해 교육군 14명(56.0%), 비교육군 16명(57.1%)이 ‘맛
이 좋아서’라고 응답하였다. 우리 음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육군은 ‘맛이 없어서’ 4명
(50.0%), 비교육군은 ‘자주 먹어보지 않아서’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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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ducated (N=34) Control (N=34)

Before After △
1) Before After △

Cucumber 3.79±1.122) 3.88±1.00 0.09±0.93 3.56±1.21 3.47±1.18 －0.09±0.57

Squash 3.41±1.32 3.56±1.05 0.14±1.01 3.06±1.25 3.06±1.04   0.00±0.73

Saesongibeoseot 3.24±1.43 3.65±1.20* 0.41±0.95 3.06±1.17 3.18±1.16   0.11±0.68

Red beans 3.29±1.11 3.44±1.05 0.14±1.23 3.59±1.13 3.59±1.15   0.00±0.69

Bellflower 2.68±1.22 2.76±1.07 0.09±1.11 2.59±1.07 2.68±1.09   0.09±0.83

Black bean 2.97±1.29 3.09±0.93 0.11±1.09 3.24±1.10 3.12±1.06 －0.11±1.09

Cheongpomuk 2.75±1.32 3.09±1.02 0.52±1.48 3.44±1.33 3.38±0.98 －0.05±1.09

Spinach 3.41±1.25 3.71±1.03 0.29±1.24 3.85±0.95 3.79±0.97 －0.05±0.77

Leek 3.34±1.06 3.81±0.89* 0.36±1.22✝ 3.38±1.07 3.38±0.98   0.00±0.75

Total 3.18±0.85 3.42±0.64* 0.24±0.63✝ 3.30±0.72 3.29±0.76 －0.02±0.43
1) Differences of education effect between after and before each group 
2) Mean±SD, the highest scale (5 points) means 'very much like', and this value is mean of 5 questions
*P＜0.05 by paired t-test between after and before each group✝P＜0.05 by paired t-test between educated group and control group

Table 7. Changes in taste of foods.

Variables Items
Before

χ
2 After

χ
2

Educated Control Educated Control

Motivation of interest

Learned in classes  3 (21.4) 0 ( 0.0)

10.041

11 (55.0) 0 ( 0.0)

24.867***

Eat school lunch frequently  3 (21.4) 0 ( 0.0)  5 (25.0) 0 ( 0.0)

Always eat at home  2 (14.3) 3 (25.0)  1 ( 5.0) 4 (23.6)

Heard from parents  2 (14.3) 4 (33.4)  0 ( 0.0) 3 (17.6)

Read the book  4 (28.6) 2 (16.7)  1 ( 5.0) 3 (17.6)

Watching TV  0 ( 0.0) 1 ( 8.3)  1 ( 5.0) 6 (35.3)

Others  0 ( 0.0) 2 (16.6)  1 ( 5.0) 1 ( 5.9)

Reasons for preference 

Nutritive value  8 (32.0) 4 (14.3)

 3.231

 9 (36.0) 5 (17.9)

4.788
Good taste 12 (48.0) 19 (67.9) 14 (56.0) 16 (57.1)

Easy to eat  1 ( 4.0) 2 ( 7.1)  0 ( 0.0) 3 (10.7)

Frequent eating  4 (16.0) 3 (10.7)  2 ( 8.0) 4 (14.3)

Reasons for dislike

Not good taste  3 (37.5) 1 (20.0)

 2.588

 4 (50.0) 2 (33.3)

1.556Not frequently eat  3 (37.5) 4 (80.0)  3 (37.5) 4 (66.7)

Others  2 (25.0) 0 ( 0.0)  1 (12.5) 0 ( 0.0)

***P＜0.001 by χ2-test

Table 6. Changes in reasons for interest and preference on Korean foods. 
N (%)

(66.7%)으로 나타났다. 

3. 체험음식에 대한 기호도

수업시간에 다루게 될 음식을 중심으로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7과 같았다. 교육군에서는 ‘새
송이버섯’과 ‘부추’의 기호도가 증가하였고(P＜ 

0.05), 9가지 식품에 대한 기호 평균이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다(P＜0.05). 비교육군에서는 기호도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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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tems
Educated (N=34) Control (N=34)

Before After △
1) Before After △

Perception on
 the Korean foods

Healthy food 0.68±0.472) 0.79±0.41 0.11±0.59 0.68±0.47 0.64±0.48 －0.02±0.52
Good heritage from ancestors 0.65±0.48 0.62±0.49 －0.02±0.62 0.59±0.50 0.53±0.51 －0.05±0.54
One of the Korean traditional culture 0.50±0.51 0.76±0.43* 0.26±0.66 0.50±0.51 0.35±0.48 －0.14±0.55
Variety of local food 0.35±0.49 0.38±0.49 0.05±0.64✝✝ 0.41±0.50 0.38±0.49 －0.02±0.45
Variety of cuisine 0.35±0.49 0.44±0.50 0.08±0.62 0.56±0.50 0.44±0.50 －0.11±0.47
Variety of seasonal food 0.32±0.48 0.64±0.48** 0.32±0.58✝ 0.44±0.50 0.44±0.50   0.00±0.42
Superiority of nutrition value 0.44±0.50 0.52±0.50 0.08±0.62 0.53±0.51 0.38±0.49 －0.14±0.43

Total 0.47±0.29 0.60±0.30* 0.13±0.35✝ 0.53±0.32 0.45±0.29 －0.07±0.28
1) Differences of education effect between after and before each group 
2) Mean±SD, Scale score: 1 (Choice), 0 (No choice), All items are the right statement on Korean foods
*P＜0.05, **P＜0.01 by paired t-test between after and before each group✝P＜0.05, ✝✝P＜0.01 by paired t-test between educated group and control group

Table 8. Changes in perception on the Korean foods.

4. 우리음식에 대한 인식

우리 음식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교육군

에서는 우리음식에 대해서 ‘전통문화 중 하나이

다’(P＜0.05), ‘계절식품에 따라 음식의 종류가 다

양하다’(P＜0.01) 항목에 대해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Table 8).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유의

적인 변화는 없었으나 교육 후 우리 음식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5). 비교육군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

인 변화가 없었다.

5. 체험 음식에 대한 지식

요리활동시간에 체험 음식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결과를 Table 9에 제시하였다. 교육군은 8가지 지식 

문항 중에서 6가지 문항의 지식 점수가 향상되었으

나(P＜0.01∼P＜0.001), 비교육군에서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에 고온다습한 기후 등의 

영향으로 밥 위주의 식사가 발달하였다’(P＜0.05)의 

문항에서만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나머지 문항에서

는 변화가 없었다. 
교육군의 영양지식 총점은 유의적으로(P＜0.001)

향상되었으나 비교육군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고 찰

아동들은 요리활동을 통해 식품에 친숙해지기도 

하고 전에 먹지 않던 음식일지라도 자신이 만들었

기 때문에 기꺼이 먹어보게 되므로 식품과 영양에 

대한 지식을 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

나이다(Lee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음식

에 대한 인식과 기호를 높이기 위한 영양교육방법

으로 요리체험활동을 선택하였다. 
우리 음식에 대한 관심 동기 조사에서 교육군은 

‘학교수업에서 배워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11
명이 답하여(Table 6) 요리활동이 우리 음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P＜0.001). 비교육군의 경우 ‘TV 시청’을 통해 주로 

우리 음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는

데, Lee & Kim(2006)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우리 전통음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동기

로 ‘매스컴을 통해’가 가장 많았다고 한 결과와 유

사하였다. 교육군의 아동들이 수업을 통해 우리 음

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 결과로 볼 때, 요

리활동 교육이 학생들이 우리음식에 친숙해지게 하

는 좋은 교육방법으로 여겨지며, 교육적 효과를 높

일 수 있도록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음식을 선호하는 이유를 교육군과 비교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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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ducated (N=34) Control (N=34)

Before After t-value Before After t-value

Korea has clear four seasons, and the rice-based meal is developed by 
 high temperatures and humidity during summer 0.59±0.501) 0.88±0.32 3.27** 0.56±0.50 0.74±0.44 2.65*

Kyungdan is a steamed rice cake 0.26±0.44 0.82±0.38 5.80*** 0.24±0.43 0.15±0.35 1.13

Maejakgwa is a Korean traditional sweets, which made of wheat powder 
 and is fried 0.44±0.50 0.85±0.35 4.31*** 0.29±0.46 0.44±0.50 1.40

Dasik, which is made of flour and honey, is a handmade cookie 0.68±0.47 0.62±0.49 0.70 0.59±0.50 0.65±0.48 0.70

Omija tastes sour, sweet, salty, bitter and spicy 0.44±0.50 0.91±0.28 4.87*** 0.65±0.48 0.71±0.46 1.00

Torantang, Nureumjeok and Huayangjeok are foods for chueok 0.09±0.28 0.44±0.50 3.78** 0.09±0.28 0.15±0.35 1.43

To cook Japchae, fry each vegetables seperately and then mix 0.62±0.49 0.94±0.23 3.52** 0.76±0.43 0.62±0.49 1.71

According to traditional seasonal customs, eat Patjuk in Dongii 0.82±0.38 0.94±0.23 1.43 0.74±0.44 0.79±0.41 0.81

Total2) 3.85±2.02 6.12±1.82 5.44*** 3.79±1.92 4.23±1.63 1.50
1) Mean±SD, the scale score is as follows: right answer '1', wrong answer '0'
2) The total score was '8' of 8 questions
*P＜0.05, **P＜0.01, ***P＜0.001 by paired t-test

Table 9. Changes in knowledge on Korean foods.

아동 모두 ‘맛 때문에’ 좋아하며, 싫어하는 이유로 

교육군은 ‘맛 때문에’, 비교육군은 ‘경험하지 못해

서’를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아동들에게 음식을 먹

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대부분 ‘맛이 없어 보여

서’라는 응답이 많았고(Loewen & Pliner 2000), ‘맛있

다’라고 하는 것은 ‘단맛이 있다’라는 것과 유사하

다고 한다(Cho 2010). 아동은 새롭거나 친숙하지 못

한 식품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는데(Reverdy 등 2008; Mustonen 등 2009), 식품과 

맛에 대한 기호와 식품의 선택은 개인의 경험과 주

변 환경으로부터 학습되어진 행동이라고 할 수 있

다(Birch 1999). 따라서 아동들은 맛과 경험에 의해 

식품을 선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아

동들의 음식 선호 기준은 맛과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육군의 경우 요리활동시간에 다

루어본 식품에 대한 기호는 항목에 따라 차이는 있

으나 전체적으로 증가한 결과(P＜0.05)를 보였고

(Table 7), 비교육군은 차이를 보이지 않아 아동들이 

우리 음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

서는 자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경험했던 식품 중에서

도 새송이버섯과 부추만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다

른 식품들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유의적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 이는 주로 아동들이 기피하는 콩, 묵 

등의 식품을 선택하여 교육안을 만들었는데 기호도

를 변화시키기에는 교육기간이 짧았고 교육내용 또

한 부족했던 것으로 반복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음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교육군은 

우리 음식에 대해 ‘전통문화 중 하나이다’(P＜0.05), 
‘계절식품에 따라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다’(P＜0.01)
에서 유의적인 변화를 보였다(Table 8). Lee & Kim 
(2006)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한국의 전

통음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로 조사대상자의 

42%가 한국 전통음식을 각 지방의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이라고 응답하여 향토음식을 한국 전통음식으

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의 자연 및 사회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해온 

음식이라고 답하여 초등학생들의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

리 음식 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음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문항을 제시하였는

데 교육 전과 후에 유의적인 변화가 모든 문항에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교육 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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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을 유의적으로 바꾸기에는 교육기간이 불충

분했거나 교육기간 중 방학이 있어서 교육에 대한 

흥미가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되었던 점 등의 교육

여건이 장애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Cha 
등(2007)의 연구에서도 전통식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가 모든 문항에서 확연히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교

육대상자들의 인식도를 크게 바꾸어 놓기에는 그 

기간이 불충분하였음을 들고 있다. 우리 음식문화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반복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육군과 비교육군의 

교육 전ㆍ후 차이로 본 유의성 검증에서는 ‘지역에 

따라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다’(P＜0.01)와 ‘계절식품

에 따라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다’(P＜0.05)와 전체 

평균(P＜0.05)에서 교육군의 점수가 향상되었다. 
체험 음식에 대한 지식 조사는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는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Table 3)가 없었으

나 교육 후에는 교육군에서 8문항 중 6문항(P＜0.01
∼P＜0.001)과 평균점수가 유의적인 증가(P＜0.001)
를 보여, 교육이 우리음식에 대한 지식을 유의적으

로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Table 9). Cha 등(2007)
의 연구에서도 전통 식문화에 대한 인식 평가에서 

교육 실시 후 교육군의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 증

가하였으며 전통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지식 향

상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비교육군의 경우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교과수업이나 학교 

교육과정 외에서 습득한 다양한 식생활 지식이 있

을 수 있었겠으나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 Lee 등

(2008)은 식습관이 영양지식, 식이에 대한 자기효능

감, 식생활태도의 정의 상관성을 보여 영양지식의 

개선은 식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식생활태

도를 개선하여 일반 식습관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

였다. 따라서 영양지식이나 인식의 상승은 식태도와 

식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지속적이고 반복적

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계발활동시간에 요리체험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학교에서의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도

록 수업 후 활동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부모가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16차시 수업의 활

동내역을 리플릿으로 만들어 각 가정에 안내하는 

등 가정과의 연계에 노력하였으나 가정과의 연계 

효과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한계점

이 있다. 또한 요리체험활동으로 아동의 인식 및 지

식, 기호도 일부 항목에서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으

나, 행동이나 태도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최소 50
시간이 필요하다는 보고(Kim 2009)가 있는데, 짧은 

교육기간으로 인해 식행동 변화에 대한 평가를 진

행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이기도 

하다. 
요리활동은 아동들에게 즐겁고 흥미로운 교육활

동임에 틀림없다(Oh 2002; Lee 등 2005; Noh & Kim 
2007; Kim & Kim 2008; Park 등 2008). 평소 잘 몰

랐던 우리음식을 접해보고 식재료를 직접 만져보며, 
모둠별로 협동을 통하여 요리를 완성해나가는 과정

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요리활동 수업의 아주 큰 매

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Park 등(2008)의 연구에서 

제언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요리체험

활동을 통한 영양교육은 아동에게 우리 음식에 대

한 지식 및 기호, 인식의 향상 등 유익한 결과를 창

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다. 앞으로 충분한 

교육기간과 내용으로 진행하면서 가정과 연계한 교

육방법을 모색한다면 아동의 바람직한 식행동 변화

를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계발활동시간을 활용한 요리체험

활동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우리음식에 대한 

기호 및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1. 우리음식에 대한 관심 및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유의적인 변화는 없었다. 우리음식에 대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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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아동 중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로 교육군은 

학교수업에서 배워서라는 응답이 교육 전의 21.4%
에서 교육 후 55.0%로 증가되었고, 비교육군은 

35.3%의 아동들이 TV 시청을 통해서 관심을 가

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2. ‘맛’과 ‘경험’을 교육군과 비교육군 아동 모두 우

리음식을 선호하거나 싫어하는 이유로 들었으며 

군간의 차이가 없었다. 교육군의 체험한 음식에 

대한 기호도는 비교육군에 비하여 향상되었다(P
＜0.05). 

3. 우리음식에 대한 인식도에서 교육군은 교육 후 

우리 음식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는 정도가 증가

하였으며(P＜0.05), 비교육군은 모든 문항에서 변

화가 없었다. 
4. 우리 음식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결과, 교육군에

서는 교육 후에 지식점수가 유의적으로 향상되었

으나(P＜0.001). 비교육군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아동에게 흥미롭고 효과적인 영양교육으로 영양

지식을 향상시키고 편식음식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기호도를 증진하여 식생활태도를 개선할 수 있다면 

아동이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도록 돕

는 가장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대로 보면, 요리체험활동은 그 자체로도 아동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좋은 교육방법이므로 우리음식

을 소재로 요리활동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면 우리

음식 먹기를 기피하는 아동들에게 인식 전환의 계

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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