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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dietary education on improving preferences to Korean traditional 
foods in upper grades schoolchildren. The education group consisted of 184 children (4th=65, 5th=50, 6th=69), while the 
control group consisted of 135 children (4th=40, 5th=55, 6th=40). Each group was selected from a different school in 
Changwon. In the education group, 12 lessons were implemented using educational materials based on sensory education. 
For the evaluation, pre- and post-surveys were performed in each group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s. Variables 
in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self-efficacy, subjective norms, cognitive attitude, food neophobia scale, eating frequency, 
preference, intake experience, and nutrition knowledge. After education, the knowledge score improved significantly in both 
groups. However, self-efficacy (p<0.01), subjective norms (p<0.01), cognitive attitude (p<0.001) and food neophobia scale 
(p<0.001) changed significantly in only the education group. The intake frequency of Korean traditional foods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 in either group. However, the preferences and intake experience of the foods, which were offered in 
class and school meals, changed significant in only the education group. In conclusion, dietary education based on sensory 
education may be useful for developing a positive eating attitude for Korean traditional foods i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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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전통음식은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먹어온 음

식으로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고유한 식생활 

문화로 발전되어온 음식이다(Gang 등 2006). 우리 전통음식

은 주로 곡류와 채소류를 중심으로 서양 음식보다 지방 함량

은 적고, 식이섬유는 많으며, 식물성 구황식품의 개발이 채식

위주의 식생활로 이어져 와서 동물성지방의 과잉 섭취를 막

아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균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음식의 재료가 지닌 고유의 특성을 잘 살려서 만들어지므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도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Cha 등 2007). 
2006년 외국관광객 실태조사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로 1위가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어서’(49.2%)
를 들고 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

오르는 것’에 대한 질문에 ‘한국 음식(김치, 불고기 등)’을 가

장 많이 응답할 정도로 최근 우리 전통음식은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영양적 가치도 재인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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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Lee JY 2009; Kim 등 2013).
그러나, 우리 전통음식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맛과 재료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채소와 곡식 

위주로 구성된 우리 전통음식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서양음식

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전통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Ro & Park 2001; Yang 등 2006). 또
한 초등학교 아동들은 우리 음식의 우수성이나 영양적 가치

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제 식생활에서는 우리 

전통음식보다는 서양식이나 패스트푸드를 더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Lee MY 2002; Gang 등 2006). 서양식 패스트푸

드의 섭취 증가는 영양불균형의 문제와 더불어 성인병을 유

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Lee MY 2002). 이러한 영

양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1세기 건강식품으로 대

두되고 있는 우리 전통음식의 섭취를 늘리는 것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Park KY 
2001). 

Chang & Lee(1995)는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은 아동들의 식

품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아동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우리 음식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과 학교에

서의 교육 및 학교급식을 통해 우리 전통음식을 자주 접하도

록 한다면 아동들의 전통음식에 대한 선호도와 올바른 이해

를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신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의 발달 및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우리 전통음식

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전통음식에 대

한 올바른 이해와 긍지를 갖도록 한다면 미래의 우리 식문화 

계승 및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에도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다(Cheong HS 1995).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식품선호 및 감각 

정서적 요인, 대인관련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

며, 식품선호 및 감각 정서적 요인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경

향도 있지만, 식품에 대한 경험으로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진

다. 식품에 대한 선호는 식품에 대한 경험의 결과가 긍정적일 

때 높아지고, 그 식품에 대한 섭취 증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Contento IR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 전통음식 섭취 증진에 기여

하기 위해서 전통음식 선호 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

고, 교육이 전통음식의 선호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

고자 하였다. 영양교육의 방법으로써 아동의 식품 경험에 대

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각교육(Woo & Lee 2011)에 기

반하여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전통음식에 대한 선호도 및 식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의 변화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전통음식 선호 

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의 설계 시 중요하게 거론되어져야 할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대상자 현황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은 경상남도 창원

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2개교의 4, 5, 6학년 아동을 대상

으로 하였다. 교육군은 연구자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4, 5, 
6학년(4학년 65명, 5학년 50명, 6학년 69명) 아동 184명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대조군은 같은 지역의 인근 초등학교의 4, 
5, 6학년(4학년 40명, 5학년 55명, 6학년 40명) 아동 135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학년별 구성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p<0.05). 성별로는 교육군의 경우, 남학생 79명(42.9%), 여학

생 105명(57.1%)이었고, 대조군은 남학생 74명(54.8%), 여학

생 61명(45.2%)이었으며, 성별 구성에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아동의 가정 식생활환경 분석을 위해 교육에 참여한 아동

의 보호자 184명을 대상으로 각 가정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아동편으로 회수되어진 설

문지 중에서 성실하게 응답한 143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

다. 교육 및 설문조사는 2013년 3월부터 2013년 6월 기간 중

에 실시되었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ADDIE) 교수설계모형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으며, 
연구의 설계도는 Fig. 1과 같다. ADDIE 교수설계모형의 기본

과정은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 (Development), 실
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 단계로 나누어진다(Sung 
등 201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

Variables Educated Control χ2

Sex

Boys  79( 42.9)  74( 54.8)

4.403*Girls 105( 57.1)  61( 45.2)

Total 184(100.0) 135(100.0)

Grade

4th  65( 35.3)  40( 29.6)

6.534*
5th  50( 27.2)  55( 40.7)

6th  69( 37.5)  40( 29.6)

Total 184(100.0) 135(100.0)

*p<0.05 by χ2-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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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nalysis

․Learner analysis : Dietary environment, perception, interest related to traditional foods (self- 
administered survey)

   - Subject : Education, control group and guardians of education group
․Analysis of education contents

Step 2. Design ․Set up of the goal, planning the teaching-lesson plan, designing the evaluation tool

Step 3. Development ․Making the teaching-lesson plan 
․Making the PPT, work sheet, hand-out etc

Step 4. Implementation
․12 lessons (2013.3.11~2013.6.7)
․Grade : 4th, 5th, 6th 
․Connected activities : Bulletin board, home letter, serving as lunch menu

Step 5. Evaluation

․Effect evaluation 
  - Subject : Education, control group
  - Method : Self administered survey, pre and post test
․Education satisfaction
  - Subject : Education group, guardians of education group 
  - Method : Self administered survey, post test 

Fig. 1. Study procedure based on ADDIE model. 

1) 분석단계
학습자의 전통음식에 대한 태도 및 교육 요구도 등을 분석

하여 수업설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 실시 전에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아동용 설문 항목은 Lee & Kim(2006)의 연구

를 참고하여 전통음식의 정의,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 여부, 
전통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및 전통음식을 좋아하는 

정도에 대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정의 식생활 교육 환

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교육군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

통음식교육에 관련된 6문항으로써 식생활교육의 경험, 전통

음식 등 정보를 얻는 경로, 전통식생활교육에 참여할 의향, 
전통식생활교육으로써 관심있는 주제, 자녀의 전통식생활교

육 필요성 및 자녀에서 전통식생활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구

성하여 조사하였다.  

2) 설계단계
교육 교재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전통음식의 선호증진을 

위해 Lee 등(2012)이 미각교육을 기반으로 개발한 오감으로 

즐기는 우리음식 을 기본 교재로 사용하였다. 수업은 총 12
차시, 각 차시별 40분을 기준으로 구성하였으며, 차시별 교육 

내용 및 교육활동 등은 Table 2와 같다. 대단원은 ‘자랑스러

운 우리음식’, ‘오감만족 우리음식’, ‘감사히 먹는 우리음식’
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1단원에서는 우리음식의 우수성

과 아름다운 우리 상차림을 표현하는 것이 주제이며, 2단원

에서는 우리 전통음식을 소재로 맛과 풍미를 익히고, 표현하

는 것이 주제이다. 3단원의 주제는 배운 내용을 상기하며, 음
식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알고 표현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교육활동은 오감으로 즐기는 우리음식 의 지도자료에 제시

되어진 안을 토대로 하였다.  

3) 개발단계
차시별 수업설계에 따라 교수학습계획안을 작성하고, PPT

자료, 실물자료, 활동지 등 수업 자료를 개발하였다. 매 차시 

수업은 오감으로 즐기는 우리음식 의 지도자료에 제시되어

진 계획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우리 음식을 체험하는 

2단원에서는 체험할 음식으로 수정과, 채소와 쌈장, 도토리

묵무침, 고사리나물, 가래떡과 조청, 전통식 김구이, 곰국과 

깍두기, 비빔밥을 실물을 구입하거나 조리를 하여 수업자료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험활동 및 내용으로써 수정과

로 ‘고명’의 역할에 대해 알게 하였고, 채소와 쌈장으로 우리

음식의 냄새를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도토리묵무침으로는 재

료별 다양한 촉감의 표현력을 익히고, 고사리나물로 음식은 

씹어야 제 맛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였다. 가래

떡과 조청 및 전통식 김구이에서는 우리 음식의 전통적인 단

맛과 짠맛 체험하도록 하였으며, 곰국과 깍두기로 제 맛이 나

는 음식의 온도를 이해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비빔밥으

로 음식의 풍미를 표현하는 능력을 높이는 음식에 대한 체험

은 직접 경험이 되어야 하므로 학습활동이나 활동지 등은 개

별학습에 용이하도록 제공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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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ructure of the education program- Enjoying traditional Korean foods with the five senses

Subjects Aims Article sections Activities themes Lessons

Proud of 
traditional 

foods

Have a pride in 
the excellence 
of our food 

Traditional foods enjoyed in the world ․Knowing the excellence of traditional  foods  in the world 1/2

Our stylish table setting ․Experiencing the traditional table setting in great taste and 
style 2/2

Traditional 
foods 

satisfying 
the five 
senses

Try our food 
with the five 
senses and 

express

Garnish of the five cardinal colors ․Experiencing garnish blended of color and shape 1/8
Get close to the smell of our food ․Try a variety of traditional foods odor 2/8
Feel our food to the touch ․Try a variety of traditional foods to the touch 3/8

Food is best served chewing ․Knowing how to feel the taste of the food and experiencing 
original taste 4/8

The sweetness of nature ․Knowing the healthy ways to enjoy the sweetness 5/8
Saltiness made of the fermentation 
science

․Knowing the healthy ways how to enjoy the saltiness of 
the food 6/8

The temperature sparing original taste ․Knowing the temperature of the food sparing original taste 
and eating behaviors 7/8

The flavor of our food ․Experiencing the flavor of traditional foods and express 
the feeling 8/8

Traditional 
foods eating 
with 

gratitude

Know the food 
is carefully 

made and eat 
with gratitude

Food infused with sincerity ․Knowing thanks for foods and creating proper eating habits 1/2

The food to share and enjoy ․Knowing the pleasure of sharing the food and to realize 
this in practice 2/2

4) 실행단계
교육은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4, 5, 6학년 8학급 

18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3년 3월 11일~6월 7일 동안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연구자에 의해 실시되었다. 총 수업 

시수는 각 학급별로 12차시씩 총 96시간이었으며, 각 학급의 

교실에서 실시하였다. 교육 소재로 사용된 전통음식은 수업 

설계에 따라 학교 급식 메뉴로도 제공되었다.

5) 평가단계
교육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행동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지고 있는 

계획적 행동이론의 주요 변수를 참고하여, 자아효능감, 주관

적 규범, 인지적 태도와 익숙하지 못한 전통음식을 수용하는 

태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Food Neophobia Scale(FNS), 전통음

식 섭취 빈도 및 선호도, 영양지식을 변수로 하여 설문 문항

을 구성하였고, 교육 후 설문 조사에서는 교육 만족도를 평가

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자아효능감과 주관적 규범을 평가하기 위하여 Contento IR 

(2006)가 제안한 문항을 참고하여 ‘나는 여러 가지 음식 중에

서 전통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내게 

좋은 음식이 아니라면 먹지 않을 자신이 있다’ 2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각 항목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순

으로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자아효능감 문항의 Cronbach 

α값은 0.414, 주관적 규범 문항의 Cronbach α값은 0.562였
다. 인지적 태도는 Lee & Kim(2006), Kim 등(2011)의 논문을 

참고하여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α값은 0.749이었다.
익숙하지 못한 전통음식을 수용하는 태도 변화를 평가하

기 위한 FNS는 Woo & Lee(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나는 

내가 먹을 음식에 대해서 까다롭다’, ‘다른 나라 음식을 좋아

한다’, ‘새로운 음식은 의심하는 편이다’, ‘낯선 음식도 먹어

보려고 한다’, ‘냄새가 이상한 음식도 먹는다’, ‘ 무엇으로 만

든 음식인지 몰라도 먹어본다’, ‘알고 있는 음식만 먹어도 나

에게 충분하다’, ‘내게 주어진 음식은 어떤 것이라도 먹으려

고 한다’,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는 것이 두렵다’, ‘무엇으

로 만든 음식인지 모를 때는 먹지 않는다’ 총 10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새롭거나 익숙하지 못한 음식

을 수용하는 태도가 긍정정인 것으로 판단되도록 하였다. 문
항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α값은 0.834이었다. 

전통음식에 대한 섭취 빈도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 교

육의 소재를 바탕으로 흰밥, 잡곡밥, 김치, 나물, 생선, 전통음

료 및 떡에 대해 지난 일주일간의 섭취 빈도를 조사하였다. 
Kim & Lee(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일주일간의 섭취 빈도

는 하루 섭취 횟수로 환산하여 점수화하였다. 
전통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교육의 소재인 전통음식 7종류, 

즉 현미밥, 고사리나물, 수정과, 오이무침, 약식, 도라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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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묵무침의 선호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조사 항목은 ‘매
우 싫어한다’에서 ‘매우 좋아한다’의 순으로 5점 척도로 평가

하였다.  
영양지식은 ‘고추장은 발효음식이다’, ‘우리 밥상차림은 

밥과 국, 김치를 기본으로 한다’, ‘탕평채는 우리나라 전통음

식이다’, ‘오방색은 음식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음식 위에 뿌

리거나 얹는 장식을 말한다’, ‘말린 나물에는 비타민과 무기

질이 없다’, ‘음식을 잘 씹어서 먹으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

아진다’, ‘조청은 짠맛을 내는 우리나라 전통음식이다’, ‘우리 

전통간장은 콩으로 만든 발효음식이다’, ‘정월대보름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오곡밥과 묵은 나물이 있다’, ‘엿기름은 

식혜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이다’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정답일 경우 ‘1점’, 오답일 경우 ‘0점’으로 하였다. 문항의 신

뢰도를 검증한 결과, KR-20 값은 0.754이었다. 교육만족도는 

교육에 참여한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에 실시하

였으며, Woo & Lee(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아동은  ‘교육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다’, ‘교육내용은 흥미로웠다’, ‘교재의 

그림이나 사진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영양수

업은 재미있었다’, ‘영양수업에서 배운 것을 실제 식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다’, ‘영양수업을 받고 나서 새로운 음식이나 우

리 음식을 맛보는 일이 즐거워졌다’, ‘영양수업을 받고 나서 

음식을 가려먹지 않게 되었다’, ‘영양수업을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보호자는 ‘아이가 영

양수업에 흥미를 느끼며 참여했다’, ‘아이가 영양수업에서 배

웠던 내용을 집에서 말하였다’, ‘영양수업 후 아이의 음식 먹

는 태도가 좋아졌다’,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영양수업 내용

에 대해서 나도 배운 것이 있다’, ‘영양수업이 내년에도 지속

되었으면 한다’, ‘학교에서 제공된 가정통신문이 아동을 교육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아동과 보

호자의 만족도 문항은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교육효과 평가 설문조사는 교육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에 실시하였다. 교육군의 설문조사는 연구자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대조군의 설문조사는 연구자의 사전 지

도하에 담임교사에 의해 실시되었다. 아동들은 연구자와 담

임교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직접 작성하였다. 

6) 통계분석
모든 자료는 SPSS 19.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조사 

항목은 빈도와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교
육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집단 간 성별, 학년별 

구성의 차이를 Chi-square test로 검정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효능감, 주관적 규범, 인지적 태

도, FNS, 섭취 빈도, 선호도, 지식 등 교육효과 평가 변수는 

각 집단별로 사전-사후 검사 결과에 대해 paired t-test를 실시

하였다. 아동의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및 학부모의 전통음식

교육에 관한 인식은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아동 및 보호자의 전통음식 및 교육에 대한 인식
아동의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아동의 전통음식에 대한 정의를 조사한 결과, 교육군 

125명(67.9%), 대조군 99명(73.3%)의 아동이 전통음식은 ‘조
상 대대로 이어져 온 음식이다’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

였고,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은 전

통음식이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여겨지며,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한 음식이며, 우리의 자연환경에서 가장 손쉽

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는 것을 교육을 통해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통음식에 관심이 있

는가에 대해서는 교육군 58명(31.5%), 대조군 53명(39.3%)의 

아동이 ‘그렇다’로 응답하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다. 
전통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교육군 45명(24.5%), 

대조군 42명(31.1%)의 아동이 ‘집에서 자주 먹어 봐서’로 응

답하였고,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다. 전통음식을 먹는 것을 좋

아하는가에 대해서 교육군 64명(34.8%), 대조군 52명(38.5%)
의 아동이 ‘매우 그렇다’라고 하였고,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

가 있었다(p<0.05). Kang & Lee(200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전통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하

였으므로, 아동이 전통음식이나 전통식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는 가정의 식생활 환경에서 출발되어지므로 보호자가 

전통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호자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어졌다. 
교육군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통음식 및 교육에 대한 인

식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통음식에 대한 교육

이나 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없다’ 75명
(49.0%), ‘있다’ 65명(42.5%), ‘모르겠다’ 13명(8.5%)으로 나타

났으며, 교육이나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43명(66.1%) ‘책을 통해서’ 12명(18.5%)으로 나타났

다. 이런 현상을 볼 때 학교나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에서 전

통음식과 관련하여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

성이 나타났다.
전통음식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3명(23.1%)이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에 

참여할 경우에 희망하는 내용으로는 ‘전통음식의 종류와 요

리법’ 12명(36.4%), ‘아이가 전통음식을 잘 먹게 하는 방법’ 
8명(24.2%)이 응답하였다. 조리 활동은 초등학생들도 선호하

는 교육활동 중의 하나인데, 보호자들도 전통식생활 관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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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perception on traditional of children                                                    N(%)

Items Education group Control group Total χ2

Definition of traditional foods

5.489

The food we are eating most often  15(  8.2)  15( 11.1)  30(  9.4)
An ancestral food 125( 67.9)  99( 73.3) 224( 70.2)
The food we are eating on holidays and special days  25( 13.6)  10(  7.4)  35( 11.0)

Each food is made using local products   2(  1.1)   3(  2.2)   5(  1.6)
The food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by our natural environment.  17(  9.2)   8(  6.0)  25(  7.8)

Total 184(100.0) 135(100.0) 319(100.0)
Interest in traditional foods

4.558

Not at all   1(  0.5)   3(  2.2)   4(  1.3)
Not  12(  6.5)  12(  8.9)  24(  7.5)

Neither  64( 34.8)  39( 28.9) 103( 32.3)
Somewhat  58( 31.5)  53( 39.3) 111( 34.8)
Very much  49( 26.6)  28( 20.7)  77( 24.1)

Total 184(100.0) 135(100.0) 319(100.0)
Became interested motives

10.132

Parents(through my grandparents)  30( 16.3)  14( 10.4)  44( 16.7)

Learning in schools   9(  4.9)   9(  0.7)  18(  6.8)
Often eat at home  45( 24.5)  42( 31.1)  87( 33.0)
Broadcasting or the Internet  28( 15.2)  15( 11.1)  43( 16.3)
Books  13(  7.1)  15( 11.1)  28( 10.6)
To provide school meals  18(  9.8)  26( 19.3)  44( 16.6)
Other comments  41( 22.3)  14( 10.4)  55( 20.8)

Total 184(100.0) 135(100.0) 319(100.0)
How much like to eat traditional foods

10.770*

Not at all   1(  0.5)   0(  0.0)   1(  0.3)
Not  51( 27.7)   4(  3.0)  55( 17.2)
So-so   9(  4.9)  43( 31.9)  52( 16.3)
Somewhat  59( 32.1)  36( 26.7)  95( 29.8)

Very much  64( 34.8)  52( 38.5) 116( 36.4)
Total 184(100.0) 135(100.0) 319(100.0)

*p<0.05 by χ2-test

육에서 조리법을 배우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아동과 보

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 등을 학교에

서 운영한다면 보호자들이 교육에 참여하여 전통음식을 자

녀와 함께 체험함으로써 식생활에서 실천하는 기회가 확대

되고,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전통음식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29명(90.2%)이 ‘그렇

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는 ‘전통음식은 우수한 건강 음식

이므로’ 62명(48.1%), ‘우리 음식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

으므로’ 43명(33.3%) 순으로 답하였다. 보호자들은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 전통식생활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

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배우는 전

통음식 관련 학교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교육효과 평가

1) 자아효능감, 주관적 규범, 인지적 태도의 변화
자아효능감, 주관적 규범, 인지적 태도의 변화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자아효능감의 변화를 평가한 결과, 교
육군은 교육 실시 후 유의적인 변화를 보였는데(p<0.01), ‘내
가 즐겨먹는 음식이 내게 좋은 음식이 아니라면, 먹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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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eral perception related to traditional food education in guardians of education group

Items N(%)
Experience of nutrition education   

Yes  65( 42.5)
No  75( 49.0)
Do not know  13(  8.5)

Total 143(100.0)
How to get information 

Participation in parent's education   1(  1.5)
Correspondence distributed in schools   4(  6.2)
Broadcasting and media  43( 66.1)
Books  12( 18.5)

Other comments   5(  7.7)
Total  65(100.0)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traditional foods education
Yes  33( 23.1)
No  21( 14.7)
Undecided  89( 62.2)

Total 143(100.0)
Education topics on traditional foods parents want 

The kind of traditional food and recipes  12( 36.4)
Excellence in traditional food   7( 21.2)
How to make children eat well traditional food   8( 24.2)
Food of holidays and seasonal customs   6( 18.2)

Total  33(100.0)
Needs of education on traditional foods for children 

Yes 129( 90.2)
No   3(  2.1)
No answer  11(  7.7)

Total 143(100.0)

Why need nutrition education on traditional foods for children
In order to enhance the pride of Korean   7(  5.4)
Because the traditional food is so excellent health food  62( 48.1)
Reducing the chance of opportunity to touch the traditional foods  43( 33.3)
Because children do not eat well  13( 10.1)
Because education is not performed well at home   4(  3.1)

Total 129(100.0)

자신이 있다’ 항목에서는 교육군과 대조군 모두 유의적인 변

화가 있었다(p<0.01). 대조군의 경우, 전통음식의 선택에 대한 

자신감 항목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을 먹지 않을 자신감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은 반복된 급식교

육활동이나 관련교과 등에서 직․간접적 교육의 효과인 것

으로 사료된다. 자아효능감이란 여러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

고, 식사조절 행동수행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하며, 
나아가 미래의 식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건전한 식행동 

실천에 대한 자아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영양교육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Kim HA 2000; Son 등 2009). 교육 후 전통

음식 선택에 대한 자아효능감(p<0.01)이 향상된 것은 추후 전

통음식의 섭취 증가뿐 아니라, 올바른 식행동 실천으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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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on self efficacy, subjective norm and cognitive attitude by group

Variables Items
Education group(N=184) Control group(N=135)

Before After t value Before After t value

Self
efficacy

I can select the traditional food and can eat with pleasure 
among various foods. 3.28±1.011) 3.44±1.04 1.813 3.39±1.04 3.33±1.02 0.610

If my favorite food is not good for me, I will not eat. 2.72±1.21 3.05±1.05 3.168** 2.61±1.07 2.91±1.03 2.815**
Total 3.00±0.77 3.24±0.81 3.537** 3.00±0.83 3.12±0.78 1.437

Subjective
norm

People around me think that I should eat traditional foods. 3.04±1.131) 3.34±1.14 2.699** 3.33±1.05 3.33±1.07 0.076
If people around me said to me to eat traditional foods, 
I will follow the opinion. 3.52±1.09 3.74±1.05 2.219* 3.66±0.99 3.51±0.97 1.481

Total 3.28±0.89 3.54±0.90 3.149** 3.49±0.83 3.42±0.87 0.867

Cognitive
attitude

Traditional foods are high in nutritional value 4.33±0.79 4.56±0.60 3.776*** 4.47±0.73 4.27±0.86 2.716**

Traditional foods are tasty 3.91±0.91 4.24±0.73 4.550*** 4.19±0.82 4.06±0.88 1.961
Traditional foods have special taste 3.70±1.08 4.14±0.85 5.137*** 3.90±0.83 3.81±1.04 0.946
Traditional foods are looking good 4.05±0.97 4.23±0.84 2.190* 4.13±0.86 3.93±1.01 2.277*
Traditional foods are healthy food 4.46±0.69 4.60±0.61 2.225* 4.64±0.67 4.49±0.74 2.542*
Cooking traditional foods will be hard* 2.97±1.11 2.99±1.19 0.142 2.83±0.97 2.96±1.09 1.296
This will take a lot of time to cook traditional food* 2.73±1.05 2.84±1.13 1.094 2.68±1.00 2.82±1.09 1.486

Traditional foods are expensive* 3.33±1.07 3.35±1.14 0.295 3.44±1.02 3.50±1.11 0.516
Traditional foods are environmentally friendly 4.11±0.90 4.43±0.67 4.460*** 4.27±0.84 4.13±0.93 1.982*
Traditional foods are safe 4.18±0.90 4.42±0.81 2.962** 4.30±0.79 4.18±0.88 1.594
Traditional foods are not for children* 3.58±1.25 3.68±1.27 0.920 3.53±1.29 3.58±1.28 0.446

Total 3.76±0.46 3.95±0.48 4.581*** 3.85±0.46 3.79±0.47 1.709
1) Mean±S.D. (‘1’-not at all, ‘5’-very much) * reverse coding
*p<0.05, **p<0.01, ***p<0.001 by paired t-test

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 규범의 변화를 평가하였을 때, 대조군은 변화가 없

었으나, 교육군은 교육 후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으며(p<0.01), 
항목별로 ‘주변 사람들은 내가 전통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p<0.01)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전통음식을 

먹으라고 한다면 따를 것이다’(p<0.05)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

었다. 주관적 규범은 주변인들이 특정한 식행동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그 가치관을 

얼마나 잘 따를 것인가를 의미한다(Contento IR 2006). 아동의 

경우에는 식생활이 전적으로 부모나 보호자의 영향 아래에 

있으므로, 전통식생활 실천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아동의 전

통음식 선호와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

로 여겨진다. 교육 후 주관적 규범의 긍정적인 변화(p<0.01)
는 전통음식의 섭취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

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전통음식에 대해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태도를 평

가한 결과, 대조군의 경우 변화가 없었으나, 교육군의 경우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적 태도에 있어서 교육 후 유의적인 변

화를 나타내었다(p<0.001). 교육군에서 유의적인 변화를 보인

항목은 ‘전통음식은 영양가가 높다’(p<0.001), ‘전통음식은 맛

이 좋다’(p<0.001), ‘전통음식은 맛이 특별하다’(p<0.001), ‘전
통음식은 보기에 좋다’(p<0.05), ‘전통음식은 건강에 좋은 음

식이다’(p<0.05), ‘전통음식은 친환경적이다’(p<0.001), ‘전통

음식은 안전하다’(p<0.01)였다. 인지적 태도는 특정한 식행동

이나 식품 등과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건강에 미치

는 좋은 점, 나쁜 점 등에 대한 신념이나 개인적 경험 등에 

의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태

도는 행동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ontento IR 2006). 
또한, 식생활 태도가 긍정적인 아동일수록 식습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Han 등 1997),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

적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p<0.001)는 추후 전통음식 섭취 증

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 FNS의 변화
FNS의 변화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교육군은 교

육 후 FNS가 대조군과 달리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p<0.01), 
변화된 항목은 ‘다른 나라 음식을 좋아한다’(p<0.001), ‘새로

운 음식은 의심하는 편이다’(p<0.05), ‘낯선 음식도 먹어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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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s on food neophobia scale by group

Items
Education group(N=184) Control group(N=135)

Before After t value Before After t value
I am picky eater.*  3.17±1.331) 3.10±1.23 0.795 3.39±1.23 3.28±1.20 0.974
I like foreign foods. 3.08±1.10 3.30±1.04 2.629** 2.94±1.20 2.94±1.07 0.064
I don't trust new foods.* 3.36±1.25 3.14±1.13 2.291* 3.30±1.17 3.14±1.11 1.335

I try to eat unfamiliar food. 2.82±1.21 3.26±1.08 4.597*** 3.05±1.15 2.90±1.17 1.645
I can eat food with unfamiliar odor. 2.22±1.18 2.74±1.18 5.785*** 2.39±1.09 2.52±1.13 1.507
I try to eat food though I don't know what material is. 3.26±1.24 2.94±1.11 3.102** 3.42±1.17 2.81±1.23 5.575***
The foods I know are enough to eat.* 2.78±1.23 2.90±1.19 1.052 2.74±1.17 2.76±1.18 0.142
I try to eat any food given to me. 2.76±1.10 2.958±1.14 2.139* 2.84±1.11 2.84±1.11 0.000
I am afraid to eat food I have never had before.* 3.62±1.18 3.70±1.14 0.888 3.56±1.16 3.45±1.04 1.194

I will not taste a food when I don't know what it is.* 3.26±1.24 3.46±1.12 1.951 3.42±1.16 3.18±1.13 2.515*
Total 2.97±0.63 3.14±0.58 4.232*** 3.05±0.57 2.98±0.61 1.842

1) Mean±S.D. (1’-not at all, ‘5’-very much) * reverse coding
*p<0.05, **p<0.01, ***p<0.001 by paired t-test

고 한다’(p<0.001), ‘냄새가 이상한 음식도 먹는다’(p<0.001), 
‘나에게 주어진 음식은 어떤 것이라도 먹으려고 한다’(p<0.05)
로 효과적으로 개선되었다. ‘무엇으로 만든 음식인지 몰라도 

먹어 본다’의 항목에서는 교육군(p<0.01)과 대조군(p<0.001) 
모두 교육 후 점수가 낮아지는 변화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교재는 미각교육을 기반으로 개발된 교재이며,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미각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나타나는 교육 

효과 중의 하나는 음식의 맛에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주 

먹어보지 못한 음식뿐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

도 거부감을 줄이는 것이다(Woo & Lee 2011). FNS의 변화를 

평가하였을 때 교육 실시 후 낯선 음식을 수용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Bae YK(2011)
의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음식을 맛 본 경험이 나쁘지 않다면 

Table 7. Changes on intake frequency of traditional foods by group

Items
Education group(N=184) Control group(N=135)

Before After t value Before After t value
Rice-bap  0.70±0.351) 0.68±0.36 0.767 0.67±0.37 0.66±0.37 0.677
Japgok-bap 0.57±0.35 0.60±0.35 0.973 0.58±0.38 0.60±0.34 0.678

Kimchi 0.81±030 0.87±0.25 2.231* 0.87±0.25 0.89±0.20 1.173
Namul 0.58±0.32 0.62±0.34 1.247 0.60±0.33 0.58±0.33 0.768
Fish 0.54±0.32 0.52±0.34 0.585 0.52±0.32 0.50±0.31 0.769
Traditional drink 0.35±0.34 0.21±0.28 3.991*** 0.30±0.30 0.30±0.28 0.067
Tteok 0.33±0.32 0.27±0.30 1.684 0.36±0.26 0.37±0.23 0.117

Total 0.56±0.20 0.54±0.20 1.437 0.58±0.14 0.56±0.14 0.128
1) Mean±S.D. (‘1’-more than once a day, ‘0.78’-5～6 times/a week, ‘0.5’-3～4 times/a week, ‘0.21’-1～2 times/a week, ‘0’-never eat)
*p<0.05, **p<0.01, ***p<0.001 by paired t-test

FNS가 경험에 의해서 줄어들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

다. 교육활동으로써 현미밥이나 나물 등 아동의 선호도가 높

지 않은 식품을 접해봄으로써 낯설거나, 좋아하지 않는 식품

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개선되어졌으며, 이것은 아동의 

전통음식의 선호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변화라고 사료된다.

3) 섭취 빈도 및 선호도의 변화
전통음식에 대한 섭취 빈도 및 선호도를 교육 전, 후에 평

가한 결과는 Table 7 및 8과 같았다. 섭취 빈도의 변화를 평가

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며, 교육군의 

경우에는 교육 후 김치류(p<0.05)의 섭취 빈도만이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다. ‘김치류’의 경우, 보편적으로 학교급식뿐 아

니라,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전통음식이라고 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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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hanges on preference and intake experience of traditional foods by group

Variables Items
Education group(N=184) Control group(N=135)

Before After t value Before After t value

Preference2)

Hyeonmibap  3.91±0.901) 4.10±0.94 2.545* 4.05±0.85 3.98±0.75 0.833
Gosarinamul 3.20±1.18 4.09±3.03 3.737*** 3.50±1.00 3.46±1.10 0.561
Sujeonggwa 3.19±1.37 3.61±1.40 3.396*** 3.23±1.33 3.36±1.33 1.319

Oimuchim 3.74±1.17 4.00±1.07 3.243*** 3.85±1.03 4.17±2.87 1.223
Yaksik 4.01±1.12 4.01±1.17 0.000 3.59±1.16 3.46±1.16 0.942
Dorajinamul 2.79±1.23 3.24±1.26 4.344*** 3.20±1.23 3.08±1.24 1.134
Dotorimukmuchim 4.01±1.10 4.10±1.05 1.116 4.25±0.97 4.22±0.96 0.420

Total 3.65±0.73 3.94±0.92 3.303*** 3.97±0.61 3.92±0.71 0.561

Intake
experience3)

Hyeonmibap  0.96±0.191) 1.00±0.00 2.690** 0.98±0.15 0.97±0.17 0.446

Gosarinamul 0.88±0.33 1.00±0.00 5.113*** 0.87±0.33 0.87±0.34 0.276
Sujeonggwa 0.66±0,47 0.97±0.16 8.442*** 0.64±0.48 0.64±0.48 0.192
Oimuchim 0.96±0.20 1.00±0.00 2.884** 0.92±0.28 0.96±0.21 1.515
Yaksik 0.80±0.40 0.96±0.20 4.807** 0.52±0.50 0.54±0.50 0.425
Dorajinamul 0.77±0.42 0.99±0.10 6.912*** 0.70±0.46 0.74±0.44 1.000
Dotorimukmuchim 0.91±0.28 1.00±0.00 4.175*** 0.96±0.21 0.96±0.19 0.377

Total 0.85±0.21 0.99±0.47 8.938*** 0.80±0.20 0.81±0.21 0.883
1) Mean±S.D., *p<0.05, **p<0.01, ***p<0.001 by paired t-test
2) Preference (‘1’-strongly dislike, ‘2’-dislike, ‘3’-neither, ‘4’-like, ‘5’-strongly like)
3) Intake experience (‘1’-yes, ‘0’-no)

때 김치를 섭취하는 빈도가 교육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여겨

진다. 다른 음식류의 경우, 섭취 빈도의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에는 교육의 기간이나 각 가정에서 아동에게 음식을 제공하

는 빈도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Skinner 
등(2002)과 Ji 등(2008)에 의하면 각 가정에서 식생활을 담당

하고 있는 보호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싫어하는 음식은 자녀

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향이 커서 아동이나 가족이 선호하는 

음식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전통음식의 경우에도 

아동들의 기호와 섭취 빈도는 가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초등학교 아동들의 경우에는 주로 가정과 학교에

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고 있으므로 전통음식의 섭취 빈도의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가정뿐 아니라, 학교급식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우리 전통음식이 제공되어 질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수업의 소재로 활용되거나 학교 급식에서 제공되었던 전

통음식에 대한 선호도 및 섭취 경험을 평가한 결과, 교육군의 

경우 선호도(p<0.001) 및 섭취 경험(p<0.001) 모두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났지만, 대조군은 변화가 없었다. 교육군의 경우

에는 ‘현미밥’(p<0.05), ‘고사리나물’(p<0.001), ‘수정과’(p<0.001), 
‘오이무침’(p<0.001), ‘도라지나물’(p<0.001)의 선호도가 높아

졌으며, 섭취 경험의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해서 먹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육군 아동들은 제공된 음식에 대한 섭

취 경험에서 모두 먹어본 적이 있다고 함으로써(p<0.001) 교
육을 통하여 먹어본 음식의 이름과 섭취 경험에 대한 기억을 

아동들이 잘 연결시키면 전통음식의 선호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4) 영양지식의 변화
영양지식의 변화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교육군

은 교육실시 후 영양지식에서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p<0.001), 대조군도 영양 지식 점수가 증가하였다(p<0.001). 
교육군의 경우, 유의적인 변화를 보인 항목은 ‘고추장은 발효

음식이다’(p<0.001), ‘탕평채는 우리나라 전통음식이다’(p<0.001), 
‘말린 나물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없다’(p<0.05), ‘음식을 잘 

씹어서 먹으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진다’(p<0.001), ‘조청

은 짠맛을 내는 우리나라 전통음식이다’(p<0.001), ‘우리 전통 

간장은 콩으로 만든 발효음식이다’(p<0.001), ‘엿기름은 식혜

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이다’(p<0.001)에서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다. 대조군의 경우에는 지식 문항에서 ‘탕평채는 우리나

라 전통음식이다’(p<0.01), ‘말린 나물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이 없다’(p<0.01), ‘음식을 잘 씹어서 먹으면 집중력과 기억력

이 좋아진다’(p<0.001), ‘엿기름은 식혜를 만들 때 필요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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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hanges on the nutrition knowledge by group

Items
Education group(N=184) Control group(N=135)

Before After t value Before After t value
Gochujang is a fermented food.  0.58±0.501) 0.80±0.40  5.464*** 0.69±0.47 0.65±0.48 0.870
The basis of our dining table is the rice, soup and kimchi. 0.90±0.31 0.93±0.26  1.135 0.90±0.30 0.91±0.29 0.332
Tangpyeongchae is a traditional food. 0.22±0.42 0.88±0.33 17.321*** 0.27±0.45 0.40±0.49 3.006**

Garnish is the decoration put on top of the food to make it 
look beautiful. 0.26±0.44 0.28±0.45  0.470 0.19±0.40 0.18±0.38 0.332

Dried namul have no vitamins and minerals. 0.55±0.50 0.64±0.48  2.084* 0.43±0.50 0.57±0.50 2.910**

Chewing food well improves concentration and memory. 0.53±0.50 0.90±0.31  9.508*** 0.50±0.50 0.67±0.47 3.665***
Jocheong is the traditional syrup with salty taste. 0.36±0.49 0.52±0.50  3.660*** 0.33±0.47 0.33±0.47 0.179
Our traditional soy bean sauce is the fermented food made 
of soy beans. 0.34±0.48 0.70±0.46  7.338*** 0.36±0.48 0.42±0.50 1.181

The typical foods eaten on New Year Daeboreum are dried 
namul and ohgokbap. 0.61±0.49 0.65±0.48  0.911 0.51±0.50 0.50±0.50 0.271

Yeotgireum is the ingredient needed to make Sikhye. 0.22±0.41 0.52±0.50  6.825*** 0.25±0.44 0.38±0.49 2.717**
Total 4.57±2.26 6.80±2.08 14.002*** 4.44±1.98 5.00±2.12 3.342***

1) Mean±S.D. (‘1’-right, ‘0’-wrong)   
*p<0.05, **p<0.01, ***p<0.001 by paired t-test

료이다’(p<0.01)에서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다. 전통음식에 대

한 일반적인 지식은 영양교육이 아니더라도 교육과정 등에 

의해 습득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

다. 그러나 영양교육은 영양지식이나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행동 변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대조군

의 경우에는 영양지식 이외에 자아효능감이나 주관적 규범, 
인지적 태도, 선호도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므로 영양교육의 

목적에 맞도록 교육이 설계되고 실행되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교육만족도 평가
교육 후 수업에 참여한 아동과 참여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

으로 영양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10과 같

다. 아동의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4.43±0.69점, 교
육 결과는 3.94±0.87점으로 나타났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

사한 교육만족도 평가에서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3.47±0.86점, 교육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3.42±0.63점으로 나

타났다. 만족도는 5점 척도에 의해서 평가되었으며, 보호자

의 만족도보다는 아동의 만족도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미각

교육에 기반한 교육활동으로써 다양한 실물 자료의 제시 및 

식품의 맛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수업의 결과

인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전통음식에 대해

서 선호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전통음식에 대하여 올바른 이

해와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은 식품환경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일이며, 그로 인해서 전통음식에 대한 

선호가 증가된다면 전통식문화 계승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전통음식에 대한 선호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전통음식이 제공되어 

진다면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동기는 부여되었지만, 전통음식

의 섭취 빈도의 증가까지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것은 가정에

서의 섭취기회가 적었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앞서 언급되어

진 바와 같이 가정의 식생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호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동반하지 않은 것이 큰 요인인 것

으로 사료된다. Gang 등(2006)은 전통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주부들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자주 전통음식을 제공

한다고 하였고, 이것은 자녀들이 전통음식을 선호하게 되는

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Heath 등(2011)은 아동들이 섭취가 권

장되어지는 식품들에 대해 선호도를 높이거나 형성하기 위

해서, 가정에서의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이 중요하며, 학교교

육프로그램에서는 아동들이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활동하고 

실습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식품 소비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고 하였다. 미각교육에 기반하여 설계한 전통음식 선호 증진 

교육은 아동들이 전통음식에 대한 선호를 높일 수 있으며, 이
러한 학교교육과 함께 각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전통음

식을 더욱 다양하게 자녀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자 대

상 강의, 요리교실 개최 등의 적극적인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

다면 아동들의 전통음식 선호도 증진뿐 아니라, 전통 식생활

의 실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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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atisfaction on education in education group

Subjects Items Satisfaction score

Student
(N=184)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y

The education contents were easy to understand.  4.03±0.851)

The education contents were interesting. 4.20±0.86
The picture & photo of material were helpful for understanding. 4.08±0.88
The nutrition class was interesting. 4.30±0.88

Total 4.43±0.69

Education 
result 

I try to do what I learned in nutrition class. 3.62±1.17
To taste new food and traditonal food is fun after nutrition class. 3.96±1.07
I do not more picky in eating after nutrition class. 3.49±1.25
I'd like to recommend nutrition class to other friends. 3.91±1.12

Total 3.94±0.87

Guardians
(N=143)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y

My child attended the nutrition class with interest. 3.77±0.87
My child told learning contents of the lesson at home. 3.18±1.05

Total 3.47±0.86

Education 
results

Eating behavior of my child is getting better after class. 3.17±0.88
I learned something from the talks with my child. 3.05±0.96
I hope the nutrition class lasts in next year. 4.00±0.82

School letters helped to educate the children. 3.49±0.70
Total 3.42±0.63

1) Mean±S.D. (‘5’-the highest score)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전통음식의 선호

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2차시의 영양교육을 실행하고, 효과

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1. 교육군과 대조군의 아동 모두 우리 전통음식에 대해서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음식’이라고 응답하였으며(70.2%), 또
한 교육군과 대조군의 아동 모두 전통음식에 관심이 높았다.

2. 전통음식과 관련된 지식의 변화를 평가한 결과, 교육군

과 대조군 모두 지식이 유의적으로 향상되었다(p<0.001).
3. 식행동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우리 전통음식에 대한 자아효능감(p<0.01), 주관적 

규범(p<0.01), 인지적 태도(p<0.001)와 FNS(p<0.001)가 교육

군에서 교육 후에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4. 아동의 전통음식 섭취 빈도는 교육 전․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반면, 수업 및 학교에서 제공되었던 음식에 

대한 선호도 및 섭취 경험을 조사한 결과, 교육군의 경우 교

육 후에 선호도(p<0.001), 섭취 경험(p<0.001)에서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아동의 요구에 부합되는 영양교육

을 실시한다면 전통음식에 대한 선호 증진은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실제의 식생활에서 전통

음식을 즐겨 선택하고 섭취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가정에서 전통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아동들이 우리 음식 먹는 것을 기피한다고 해서 선호하

는 음식 위주로만 제공하게 된다면 아동들의 식품 선호는 계

속 서구식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과 더불어 학

교급식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실행과 함께 아동들에게 전통음

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우리 전통음식의 선호 증진과 

섭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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