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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atisfaction level and effects of after-school program cooking activities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 total of 135 children of general and multicultural families from 3th to 6th grades and their 11 teachers were surveyed,

and 75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underwent a cooking activity program.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showed higher

participation in cooking activities than other Korean childre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anted to be involved in

cooking activity programs after school more than other Korean children. These children also showed a higher rate of wanting

to cook Korean foods compared to children of general families. Regarding reasons for participating in cooking activities, ‘I think

I’m glad to be served delicious food’ response was the most commo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showed higher

participation in cooking activities than children of general families. Regarding school life changes,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ere found to be less picky of foods in general as well as kimchi and vegetables. In conclusion, cooking activity

programs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showed beneficial effects on diet and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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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한국사회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

가로 인해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

국인의 외국인과의 결혼비중은 2004년 이후 10% 이상 계속

유지되면서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주를 이루었던 단일 문화

가족에서 다문화가족(다문화가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이 생겨나고 있다(Park 2008).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

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미래의 다문화사회의

주역이 될 것이며, 다문화사회 이행의 성공과 실패는 이들에

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의 성

패는 다문화 사회의 기회와 위험을 가르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Oh 2011). 하지만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이 남아

있는 국내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혼혈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어

사용 능력의 부족으로 자신감 결여, 학습 결손 등 학교생활

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Noh 2009). 아동교육은 주로

어머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 한국

말이 서투르고 한국의 풍습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

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언어의 장벽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자

녀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은

한국인과 다르게 생긴 외모, 언어소통의 어려움, 혼혈이라는

차별에 대한 상처, 정체성의 혼란, 미래에 대한 막연함에 대

한 심리적 위축, 고립 되어 있는 감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Min 2005).

최근 들어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가 크게 늘어났으나 주

로 현황 파악에 그치고 있는데,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찾아보기 어려운 연구가 대부분이

다(Lee 2010). 다문화 교육이 본격적으로 우리 교육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활용이 활발히 이

루어져야 한다. 특히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 중의 하나이다. 다양

한 교육 프로그램 중 요리활동 프로그램은 아동들이 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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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여러 방면의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요리활동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방

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활용하여 요리활동에 참여

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쁨과 즐거움, 만족감과 성취감을

갖는데 의의가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아동 발달 영역과 연

관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Dahl 1998). 아동들의 요

리활동은 요리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학습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에게 감각적 경험, 운동기술, 지각적 기술,

언어, 읽기, 쓰기, 수학, 과학의 인지적 개념과 사회정서 발

달을 향상시킨다(Park et al. 2008). 또한 아동들은 요리활동

을 통하여 통합적인 학습 경험을 하게 된다. 요리종류의 선

택에서 재료의 구입, 재료의 탐색, 음식 만들기, 맛보기, 치

우기의 전 과정 뿐 아니라 사후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Yang 2010). 요리 활동 시의 상호작용

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기르고, 도와주기나 나누어주기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격려한다(Herr & Morse 1982; Cosgrove

1991). 아동들은 정해진 요리 시간 안에 요리를 완성하기 위

해서 협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차례를 기

다리며 자신이 맡은 부분에 책임을 다하여 역할을 완수하게

된다(Ko 2006). 즉 요리활동은 나누어 갖기, 협동하기 등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길러주며 식사예법 등의 사회

적 가치를 포함한 사회 문화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Chung 1999). 요리 활동 시 상호작용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을 높여준다(Garen 1977). 또한 자신이 만든 음식을 가족이

나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경험은 사회·정서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적인 특징

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된다

(Klefstad 1995). 요리 활동의 전 과정 및 요리의 사전·사후

활동을 통해서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

국인 부모에게서 배우지 못한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이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요리활동은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주는 학습의 도구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요리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언어, 수학, 과학 등 기존 교과과정을 쉽고 재미있

게 배울 수 있는 전달도구로서의 요리활동에 관한 연구

(Chung 1999; Cho 2005)나 요리활동 프로그램이 주는 효과

와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Park et al. 2008; Jeon 2010)는

꾸준히 수행되고 있으나 이를 실제적으로 아동에게 적용한

프로그램 개설은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

화 가정 아동들의 요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

보고,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반 가정 아동과 다문화 아동의 요

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여 비교한 후, 다문

화 아동의 요구도가 높은 요리활동 프로그램을 다문화 아동

에게 실시하고, 다문화 아동의 요리활동 프로그램 만족도 및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 경기 지역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다문화 아동과 그들의 교사 및 일반 아동

을 임의표집 하였다. 요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질문

지를 이용하여 요리프로그램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아동이

설문지를 직접 기술하도록 하고, 아동이 직접 기술이 어렵다

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 필요에 따라 교사가 설문지 체크를

도와주었다. 다문화 아동에게 1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회

수된 설문지 83부 중 분석이 불가능한 일부의 질문지를 제

외한 76부를, 일반 아동 60부 질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59

부, 총 135부의 질문지를 요리활동 프로그램 요구도 분석 자

료로 이용하였다. 76명의 다문화 아동에게 요리활동 프로그

램 실시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하였

으며, 그들의 담임교사 및 특별교사 총 11명을 대상으로 프

로그램 실시 후의 변화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2. 측정 도구

아동이 설문 문항을 이해하고 응답 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다문화 가정 아동 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요리 활동 요구도 및 만족도 설문을 수정 보완하

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선행연구(Kim

2004; Bae 2008; Park 2009)를 참고하여 만들었다. 먼저 아

동의 요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질문지는 다문화 아

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일반적인 특성, 가정에

서의 식생활, 요리활동에 대한 관심도, 아동의 요리활동 프

로그램에 대한 중요도 인식, 아동의 요리과정에 대한 흥미도

인식, 아동이 인지하는 요리활동 프로그램의 좋은 점, 아동

의 요리활동 프로그램의 선호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는 문항

으로 구성 하였다. 만족도 질문지는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실제 요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요리 활동 후 프로그

램에 대한 만족도와 요리활동 프로그램이 어떠한 도움이 되

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교사 질문지는

각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 및 다문화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요리활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과 프로그램 종

료 15~20일 후에 작성하도록 하여 요리활동이 아동의 식습

관과 기본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비교하여 보았다.

3. 요리 활동 프로그램

요리활동 프로그램은 한회에 10~20명 씩 11번의 수업을

통해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총 100명의 다문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김

치 떡볶이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장소는 조리시설이 준

비된 초등학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아동요리

를 담당하는 교사와, 담임 또는 담당교사가 함께 지도하여

시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순서는 도입 10분, 교수활동 15분,

아동의 요리활동 35분, 시식 및 정리 20분으로 총 8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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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도입에서는 인사, 손씻기, 앞치마입기, 식재료 배

분활동이 진행되었으며 교수활동에서는 한국 김치의 역사와

종류를 알아보고, 아동의 요리활동에서는 식재료를 관찰하고

교사의 지도에 따라 김치가 들어간 떡볶이를 직접 만들고,

시식 및 정리 시간에는 만든 음식을 먹어보고, 남은 음식을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뒷정리를 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15.0을 이용하였다. 요리활동

의 요구도 문항에 대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다문화 아동과 일반 아동의 요리활동프로그램 요구도

유형 및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 및 t 검

증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 아동의 요리활동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χ2 분석과 t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 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 연령을 3학년~6학년으로 정한 이유는 식습관이 결정되

는 초등학교 시기 중 다문화 아동의 질문지 이해능력을 고

려한 결과이다. 성별은 다문화 가정 아동은 남자 29.3%, 여

자 70.7%이었고, 일반 아동은 남아동 27.1%, 여아동 72.9%

로 나타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학년은 다문화 가정 아동

은 4학년이 37.3% 가장 많았고 3학년 26.7%, 5학년 22.7%,

6학년 1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아동 역시 4학년이

4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학년 25.4%, 5학년 16.9%,

6학년 15.3%로 분포하였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한국거주기

간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이 72%로 가장 많

았고, 7년 이하가 24%, 5년 이하가 4%순으로 낮게 나타났

다. 아버지의 고향은 한국이 89.3% 대부분이었고, 어머니의

고향은 중국이 24%가장 많았고, 필리핀 22.7%, 일본14.7%,

베트남 10.7% ,태국 10.7%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직업

유무를 조사한 결과 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아동이 53.3%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만 있는 아동이 45.3%, 어머니만 있는 아

동이 1.3%로 나타났다.

2. 가정에서의 식생활 실태

조사대상 아동들의 가정 내에서의 식생활 형태에 관해 살

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방과 후 돌봐주는 사람

을 물어본 결과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 ‘본인 스스로’

49.3%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머니가 돌봐주는 아동이

38.7%, 조부모가 돌봐주는 아동이 10.7%로 나타났으며, 일

반 아동 역시 ‘본인 스스로’ 47.5% 가장 많았고, 어머니가

돌봐주는 아동이 44.1%, 조부모가 돌봐주는 아동이 8.5%로

나타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식사준비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 어머니가 하는 경우

가 76.0%로 가장 높았고, 일반 아동 역시 대부분 어머니

(76.3%)가 준비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문화가정의 식생활을 살펴본 Kim(2014)과 Baik(2008)의 연

구와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가정에서 음식준비의 역

할은 주로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지며, 아동의 식생활은 아동

의 어머니 또는 주양육자의 식사계획 및 태도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Han et al. 2011). 다문화 가정의 경우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사회에서 겪는 음식 부적응과 그로 인

한 잘못된 식습관이 아동의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로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를 물어본 결과 다문화 가정 아

동들의 경우 한식을 주로 먹는 아동이 6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식과 어머니 나라 음식’ 22.7%, ‘한식과 아버지

나라 음식’이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식생활 실태를 살펴본 Kim(2014)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가정

아동의 평소식사 형태로 한국식이 60.4%, 한국식과 외국계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Classificatio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of 

general

families

Child’s

gender

boy 22 (29.3) 16 (27.1)

girl 53 (70.7) 43 (72.9)

Child’s

grade

3 20 (26.7) 15 (25.4)

4 28 (37.3) 25 (42.4)

5 17 (22.7) 10 (16.9)

6 10 (13.3) 9 (15.3)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Born in Korea 54 (72.0)

Less than 5 years 3 (4.0)

Less than 7 years 18 (24.0)

Father’s 

nationality

USA 3 (4.0)

India 2 (2.7)

China 1 (1.3)

Philippines 2 (2.7)

Korea 67 (89.3)

Mother’s 

nationality

China 18 (24.0)

Philippines 17 (22.7)

Japan 11 (14.7)

Vietnam 8 (10.7)

Thailand 8 (10.7)

Korea 6 (8.0)

Kazakhstan 3 (4.0)

Iran 1 (1.3)

Bangladesh 1 (1.3)

Nepal 1 (1.3)

Malaysia 1 (1.3)

Parent 

Employment

Both parents work 40 (53.3)

Only father works 34 (45.3)

Only mother works 1 (1.3)

Total 75 (100.0) 5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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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나라음식이 37.7%, 외국계 부모님 나라 음식이 1.9%

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일

반 아동들의 경우 대부분 한식(98.9%)을 주로 먹는 음식이

라고 하였다.

다문화 가정 아동들과 일반 가정 아동들의 한국음식 섭취

횟수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은 하루에 한식을 3번

섭취하는 아동이 66.7%, 하루에 2번 섭취하는 아동이 29.3%

였다. 일반 아동의 경우 한식을 하루에 3번 먹는 아동은

47.5%, 하루 2번 먹는 아동이 40.7%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

에 비해 다문화 가정의 한식 섭취 횟수가 더 높은 결과는 선

행연구(Kim & Lee 2009; Lee 2012)결과와도 비슷한 경향

을 보이는데, 결혼 이주 여성들의 60% 이상이 한국음식을

매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국 음식은 자주 섭취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09; Han et al. 2011). 이

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음식에

동화되었다(Lee 2012)고도 볼 수 있으나, 많은 연구에서 결

혼 이주 여성 대부분이 배우자나 부모님을 위주로 식사를 준

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Kim et al. 2009; Park 2009;

Kim et al. 2011). 다문화 아동의 식생활 조사 연구 결과

(Kim 2014) 평소 식사하는 형태는 ‘한식’이 60.4%로 가장

높았으며, 아침 식사 형태에 관한 조사에서도 밥, 국과 반찬

을 먹는 한식이 78.3%로 가장 높아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일반가정에 비해 오히려 한15식을 더 많이 섭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음식 중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대표 음식

인 ‘김치’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의 선호

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조사결과 일반 아동

(3.83)이 다문화 가정 아동(3.73)에 비해 김치의 선호도가 다

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문

화 가정 청소년의 식생활에 관한 연구(Baik 2008)에서 김치

섭취 횟수를 조사한 결과 하루에 한 끼 이상 섭취하는 비율

이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인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74.8%, 부부 모두 외국인인 이주민 가정에서는 46.6%로 나

타났으며, Kim(2014)의 연구에서는 과반수이상의 다문화 가

정 아동들이 매일 김치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다문화 아동과 일반아동의 요리활동 프로그램 요구도

요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질문지에 대해 각 척도

의 Cronbach’s alpha를 분석한 결과 요리 활동 관심도의 6

개의 문항에 대해서는 0.794, 요리활동 프로그램 중요도에

관련한 10개의 문항에 관해서는 0.848, 요리과정 흥미도에

관한 10문항은 0.841, 요리활동의 좋은점의 10문항의 경우

0.816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에서 Cronbach’s alpha 계수가

0.6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2> Eating habits at home  N(%)

Category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of

general families
Total χ

2 (p)

Caretaker after 

returning from school

I take care of myself. 37 (49.3) 28 (47.5) 65(48.5)

1.209

(.751)

Father 1 (1.3) 0 (0.0) 1(0.7)

Mother 29 (38.7) 26 (44.1) 55(41.0)

Grandmother, Grandfather 8 (10.7) 5 (8.5) 13(9.7)

Preparing meals

I do it myself. 5 (6.7) 4 (6.8) 9(6.7)

1.551

(.818)

Father 4 (5.3) 2 (3.4) 6(4.5)

Mother 57 (76.0) 45 (76.3) 102(76.1)

Grandmother, Grandfather 9 (12.0) 7 (11.9) 16(11.9)

Etc. 0 (0.0) 1 (1.7) 1(0.7)

Food mainly eaten at 

home

Korean 46 (61.3) 58 (98.3) 102(76.1)

24.258***

(.000)

Korean+food of Mother’s country 17 (22.7) 0 (0.0) 19(14.2)

Korean+food of Father’s country 12 (16.0) 0 (0.0) 12(9.0)

Etc. 0 (0.0) 1 (1.7) 1(0.7)

No. of times Korean 

food is eaten

Less than once per day 2 (2.7) 4 (6.8) 6(4.5)

6.136*

(.015)

Once per day 1 (1.3) 3 (5.1) 4(3.0)

Twice per day 22 (29.3) 24 (40.7) 46(34.3)

Three times per day 50 (66.7) 28 (47.5) 78(58.2)

Total 75 (100.0) 59 (100.0) 134(100.0)

***p< .001, *p< .05

<Table 3> Kimchi Preferemce

Category Mean±SD t p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3.73±0.961)
-.604 .547

Children of general families 3.83±0.87

1)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SD) of

ratio using 5-point scale (1: very negative, 5: very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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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리활동에 대한 관심도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의 요리 활동에 대한 관심

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다문화 가정 아동들

의 경우 ‘음식 만드는 과정 중 변화에 대한 궁금증’이 3.79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본 경험’

(3.31), ‘음식의 간 보는 것’(3.28) 등의 순으로 관심도가 높

았으며, ‘빵이나 쿠키 등을 만들어 본 경험’(2.97)은 많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아동 역시 ‘음식 만드는 과정 중

변화에 대한 궁금증’이 4.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스스

로 음식을 만들어 본 경험’(3.68), ‘밀가루로 반죽을 해본 경

험’(3.47) 등의 순으로 관심도가 높았으며, 일반 아동 역시

‘빵이나 쿠키 등을 만들어 본 경험’(3.29)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학년별로는 일반아동의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본 경

험’이 3학년(3.00)과 4학년(3.60)에 비해 5학년(4.30)과 6학년

(4.3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p< .001). 일반아동의 경우 전반

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요리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Table 4> Interest in Cooking Activities Mean±SD

Category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of

general families
t p

I have cooked by myself. 
Grade 

3 2.95±1.23 3.00±0.85b

-1.876 .063

4 3.36±0.31 3.60±0.82b

5 3.12±1.22 4.30±0.82a

6 4.20±0.92 4.33±0.87a

F(p) 2.484(.068) 7.113***(.000)

Total 3.31±1.261) 3.68±0.95

I have wondered about the 

changes that happen while

cooking food. 

Grade 

3 4.05±1.10 4.20±0.86

-2.036* .044*

4 3.61±1.45 4.32±0.69

5 3.88±1.11 3.50±1.43

6 3.60±1.14 4.44±0.73

F(p) .591(.623) 2.363(.081)

Total 3.79±1.24 4.17±0.93

I have a good sense of taste. 
Grade 

3 2.75±1.25 2.93±0.88b

-.729 .467

4 3.54±1.10 3.60±1.04ab

5 3.41±1.00 3.10±1.52b

6 3.40±1.07 4.11±0.78a

F(p) 2.092(.109) 2.831*(.047)

Total 3.28±1.15 3.42±1.12

I have made dough with flour. 
Grade 

3 2.70±1.42 2.87±0.74b

-1.473 .143

4 3.43±1.40 3.52±0.77ab

5 3.00±1.32 3.70±1.64a

6 3.70±0.95 4.11±0.60a

F(p) 1.785(.158) 3.651*(.018)

Total 3.17±1.36 3.47±1.01

I can peel a fruit with a knife. 
Grade 

3 2.85±1.23 2.67±0.72b

-.756 .451

4 3.11±1.40 3.56±1.04ab

5 3.29±1.05 3.20±1.32ab

6 4.00±1.05 4.11±0.78a

F(p) 2.011(.120) 4.600**(.006)

Total 3.20±1.26 3.36±1.08

I have made bread or cookies. 
Grade 

3 2.75±1.52ab 2.70±1.57b

-1.441 .152

4 3.36±1.59a 3.00±0.53b

5 2.24±1.39b 3.40±0.82ab

6 3.60±1.17a 4.11±0.60a

F(p) 2.784*(.047) 4.529**(.007)

Total 2.97±1.53 3.29±0.98

Total 3.28±0.88 3.56±0.77 -1.933 .055

*p< .05
1)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SD) of ratio using 5-point scale (1:very negative, 5:very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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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Cooking Activity Programs 

Category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of

general families
t p

Necessary knowledge on food 
Grade 

3 4.30±0.73 4.33±0.62

.077 .939

4 4.11±1.13 4.12±0.78

5 4.06±0.90 3.50±1.08

6 3.60±0.97 4.11±0.78

F(p) 1.179(.324) 2.264(.091)

Total 4.08±0.971) 4.07±0.83

Knowledge of cooking ingredients 
Grade 

3 4.15±0.67 4.20±0.77

-.393 .695

4 4.21±0.99 4.52±0.71

5 4.47±0.72 3.90±1.10

6 3.90±0.99 4.11±0.78

F(p) .988(.404) 1.627(.194)

Total 4.21±0.86 4.27±0.83

Cooking method and order 
Grade 

3 4.75±0.44a 4.27±0.80

2.238* .027

4 4.71±0.71a 4.44±0.71

5 4.88±0.33a 4.30±0.82

6 4.00±1.15b 4.56±0.53

F(p) 4.121**(.009) .385(.764)

Total 4.67±0.70 4.39±0.72

Nutrition of ingredients
Grade 

3 4.80±0.41 4.40±0.63

1.770 .079

4 4.57±0.74 4.44±0.65

5 4.65±0.79 4.10±0.99

6 4.20±1.23 4.44±0.53

F(p) 1.402(.249) .624(.603)

Total 4.60±0.77 4.37±0.69

Tasting the food 
Grade 

3 4.85±0.37 4.47±0.64

3.059** .003

4 4.75±0.59 4.52±0.59

5 4.88±0.33 4.40±0.84

6 4.50±0.71 4.33±0.71

F(p) 1.417(.245) .204(.893)

Total 4.77±0.51 4.46±0.65

Clean-up after the cooking activity 
Grade 

3 4.20±0.70 4.33±0.72

-2.131* .035

4 3.89±1.23 4.36±0.64

5 4.12±1.32 4.60±0.70

6 4.60±0.70 4.67±0.50

F(p) 1.118(.348) .819(.489)

Total 4.12±1.08 4.44±0.65

Packing up the food 
Grade 

3 4.15±0.88 4.33±0.72

-3.361** .001

4 3.71±1.18 4.48±0.65

5 3.76±1.09 4.20±1.32

6 4.10±0.74 4.67±0.50

F(p) .908(.442) .643(.591)

Total 3.89±1.03 4.42±0.79

Writing an activity sheet 
Grade 

3 4.05±0.76 4.13±0.83

-3.683*** .000

4 3.64±1.16 4.40±0.65

5 3.59±1.23 3.90±0.74

6 3.40±1.26 4.67±0.50

F(p) 1.006(.395) 2.387(.079)

Total 3.71±1.10 4.2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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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의 요리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요리과정 중 변화에 대한 궁금함’에 있어

서는 일반아동의 관심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p< .05),

전반적인 요리에 대한 관심도의 경우도 일반 아동(3.56)이 다

문화 가정 아동(3.2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요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 인식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의 요리활동 프로그램에 대

한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경우 ‘음식의 맛’(4.77)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가르

치는 선생님(4.56)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문화 가정

아동들은 ‘음식을 만드는 방법과 순서’(p< .05), ‘음식 맛보기’

(p< .01)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요리활동 후 뒷정리’(p< .05), ‘음식포

장’(p< .01), ‘활동지 하기’(p< .001), ‘시설환경과 도구’(p< .05),

가르치는 선생님과 같이 음식 자체보다는 음식을 만드는 요

리활동과 학습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활동지 하기‘와 같은 요리 후 학습활동의 중요

도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3.71, 일반 아동의 경

우 4.29로 중요도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 .001) 종합해 보면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음식 자체를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요리과정 및

활동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아동이 인지하는 요리활동 프로그램의 좋은 점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요리활동 프로

그램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이 좋을지를 물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경우 ‘맛있는 음식

<Table 5>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Cooking Activity Programs (continued)

Category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of

general families
t p

Facilities and cooking tools 
Grade 

3 4.30±0.80 4.33±0.72

-2.548* .012

4 4.04±1.14 4.68±0.48

5 4.06±0.97 4.10±0.88

6 4.10±0.74 4.67±0.50

F(p) .323(.809) 2.599(.061)

Total 4.12±0.96 4.49±0.65

Teacher 
Grade 

3 4.50±0.61 4.47±0.74

-1.340 .182

4 4.43±0.79 4.60±0.65

5 4.24±1.03 4.50±0.85

6 4.30±0.67 4.67±0.50

F(p) .405(.750) .216(.885)

Total 4.39±0.79 4.56±0.68

*p< .05, **p< .01, ***p< .001
1)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SD) of ratio using 5-point scale (1: very negative, 5: very positive) 

<Table 6> Recognition of Benefits of Cooking Activity Programs 

Category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of

general families t p

Mean±SD Mean±SD

Being able to eat delicious food 4.69±0.531) 4.44±0.57 2.383* .019

Spending a good time with friends 4.65±0.60 4.73±0.49 -.782 .436

Learning about history and culture of food 4.48±0.76 4.34±0.80 1.041 .300

What can be learned from the names and nutrients of the ingredients 4.55±0.66 4.37±0.79 1.387 .168

Applying what is learned to real life 4.55±0.68 4.47±0.84 .548 .584

Knowing about new food and taste 4.64±0.54 4.66±0.71 -.195 .845

Completing a dish according to the teacher’s instructions 4.59±0.62 4.58±0.53 .103 .918

Making my family, friends and teacher happy with the delicious food that I made 4.67±0.55 4.59±0.56 .758 .450

Looking at the completed dish that I have successfully made 4.63±0.61 4.68±0.51 -.520 .604

Getting a compliment from the teacher that I have done a good job 4.56±0.84 4.61±0.62 -.384 .702

*p< .05
1)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SD) of ratio using 5-point scale (1: very negative, 5: very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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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반응이 4.69로 가정

높았고, 다음으로 ‘내가 만든 맛있는 음식으로 친구, 가족, 선

생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4.67), ‘친구들과 함께 좋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4.65), ‘새로운 재료와 음식 맛을

알 수 있는 것’(4.64),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요리를 완성하

는 것’(4,59), ‘선생님께 잘 만들었다고 칭찬 받는 것’(4.56),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것’(4.55), ‘식재료의 이름과 영양

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4.55), ‘음식의 유래와 문화에 대

해서 알 수 있는 것’(4.48) 등의 순으로 좋을 것 같다는 반

응을 보였다. 일반 아동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 좋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반응이 4.73로 가정 높

았고, 다음으로 ‘잘 만들어진 완성 된 나의 요리를 보는 것’

(4.68), ‘식재료의 이름과 영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4.66), ‘선생님께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받는 것’(4.61) 등의

순으로 좋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문화 아동과 일반

아동 모두 요리활동 프로그램의 좋은 점에 대한 모든 항목

에서 4.0 이상의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들이 요리활동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은 점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를 살펴본 결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반

응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다문화 가정 아동(4.67)이

일반 아동(4.44)에 비해 요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맛있는 음

식을 먹을 수 있어 좋다는 아동들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p< .05).

4) 아동의 요리활동 프로그램의 선호 형태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요리활동 프로

그램의 선호 형태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요리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만들어 보고 싶은 요리로는 쿠키,

빵, 케이크 등의 응답이 다문화 가정 아동(45.5%)과 일반 아

동(22.4%) 모두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은

한국음식(22.7%), 세계 여러 나라 음식(20.5%) 등의 순으로,

일반 아동은 세계 여러 나라 음식(30.65), 한국음식(22.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요리활동 프로그램 진행 형태는 다문

화 가정 아동들의 경우 방과 후에 부모님이 직장에 나가시

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형

태로 이루지기를 희망하는 아동이 41.3%로 가장 많았고 일

반 아동의 경우 학교 특별수업이나 재량활동 프로그램 형태

로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아동이 33.9%로 가장 많았다.

요리활동 프로그램 희망 횟수는 다문화 가정 아동은 일주

일에 2회가 적절하다는 아동이 37.3%로 가장 많았고, 일반 아

동들의 경우 일주일에 1회 정도가 적절하다는 아동이 40.7%

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일반 아동보다

요리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

로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식생활 관련 교육은 실습을 진행

하는 요리활동 보다는 교과수업이나 특별활동, 급식시간을 통

한 식생활 지도 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이루어지는 영양교

육이 주된 형태이다(Kim et al. 2010). Lee et al.(2005)은 초

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의 희망하는 영양교육 수업형

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요리 실습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

고하였으며, Yoon & Kim(2010)은 조사학생의 53.3%가 조리

위주의 식생활교육을 희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 다문화 아동을 위한 요리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

1) 다문화 아동을 위한 요리 활동 프로그램의 만족도 분석

다문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

<Table 7> Preference Types of Cooking Activity N(%)

Category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of

general families
Total χ

2 (p)

Food that I want to 

make

Making cookies, bread, cake 34 (45.3) 27 (45.7) 61 (45.5)

3.84*

(.45)

Korean food 18 (24.0) 14 (23.7) 32 (23.8)

Food of Mother or Father’s country 8 (10.67) 0 (0.0) 8 (5.97)

Food from all around the world 15 (20.0) 18 (30.5) 33 (24.6)

Cooking activity 

programs provision 

types

One-time class 0 (0) 2 (3.4) 2 (1.5)

3.75*

(.48)

Part of school curriculum 10 (13.3) 15 (25.4) 25 (18.7)

Special class or extracurricular activity 19 (25.3) 20 (33.9) 39 (29.1)

Afterschool program 31 (41.3) 16 (27.1) 47 (35.1)

Programs provided by a community center, 

library, or culture center
15 (20.0) 6 (10.2) 21 (15.7)

Cooking activity 

program frequency 

(per week)

once 27 (36.0) 24 (40.7) 51 (38.1)

10.25**

(.08)

twice 28 (37.3) 22 (37.3) 50 (37.3)

three times 10 (13.3) 10 (16.9.) 20 (14.9)

four times 4 (5.3) 3 (5.1) 7 (5.2)

etc. 6 (8.0) 0 (0) 6 (4.5)

Total 75 (100.0) 59 (100.0) 134 (100.0)

*p<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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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리활동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었고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가정 아동의 기초

식습관과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김치떡볶이 만

들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요리 활동 후 프로그램에 대한 만

족도는 <Table 8>와 같다. 김치 떡볶이를 먹어 본 경험이 있

는 학생은 22.7%로 나타났다. 요리 과정 중 재미있었던 활

동으로는 ‘칼로 자르는 것’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김치 떡볶이를 만들고 좋았던 점으로는 ‘직접 자르고 요

리하여서’라는 응답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리활

동 만족도의 평가 기준으로는 ‘요리활동의 내용’이 중요하다

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후에 다문화 자

녀를 위한 요리 프로그램의 참여를 원하는지 물어본 결과 응

답자 모두 재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리활동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9>과 같다. 대부분 4.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새

로운 음식에 대해 알 수 있었다’가 4.69로 가장 높았으며, 요

리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에 대한 도움이 4.65, 실생활 활용

에 도움이 4.61, 한국 음식과 문화 이해 도움이 4.53, 친구들

과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4.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교사의 요리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다문화 아동을 담당한 교사를 대상으로 각 아동의 프로그

<Table 8> Satisfaction Level of Cooking Activity Program

Characteristics N (%)

Experiencing 

kimchi tukboki

Yes 17 (22.7)

No 58 (77.3)

Fun activities in 

the cooking 

process

Washing and preparing 7 (9.3)

Cutting the ingredients 26 (9.3)

Frying 17 (34.7)

Stirring with spatula 12 (22.7)

Tasting 13 (17.3)

Good things about

making kimchi and 

tukboki

Origins of the food 4 (5.3)

Names and nutrition value of ingredients 14 (18.7)

Cutting the ingredients 29 (38.7)

cooking it myself 14 (18.7)

Sharing the cooked food with friends 14 (18.7)

Standards of 

satisfaction 

assessments

The fact that I can cook 7 (9.3)

The teacher 10 (13.3)

The content of the cooking activity 30 (40.0)

The joy that I feel 20 (26.7)

Quality and quantity of ingredients 8 (10.7)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cooking programs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illing to partcipate 75 (100.0)

Not willing to participate 0 (0)

<Table 9> Benefits of cooking activity Program 

Criteria Mean ±SD

It helped me have a good time with my friends. 4.45 ±0.78

It was very helpful and can be used in real life. 4.61 ±0.68

It helped me understand Korean culture and food. 4.53 ±0.79

It helped me feel confidence and sense of achievement about food. 4.65 ±0.60

It was helpful to learn about new food. 4.69 ±0.52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SD) of ratio using 5-point scale (1: very negative, 5: very positive) 

<Table 10> Teacher Assessment of Children’s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Program 

Criteria
Before After

t p
Mean ±SD Mean ±SD

Follows instructions well.

Likes coming to school.

Pays attention to lesson topics.

Gets along well with classmates.

Earns excellent grades. 

Enjoys school lunches. 

Is not picky about food.

Enjoys Korean food.

Enjoys kimchi. 

Enjoys vegetables. 

4.17

4.19

3.91

3.87

3.41

4.21

3.93

4.24

3.96

3.92

0.76

0.80

0.79

0.91

0.90

0.62

0.81

0.63

0.85

0.75

4.20

3.95

3.95

3.91

3.43

4.27

4.07

4.28

4.27

4.07

0.81

0.77

0.77

0.90

0.89

0.64

0.72

0.61

0.68

0.66

.322

2.645**

1.756

1.756

1.000

1.652

3.374***

1.349

5.393***

3.566***

.748

.010

.083

.083

.321

.103

.001

.181

.000

.001

Total 3.98 0.56 4.06 0.53 5.793 .000

**p< .01, ***p< .001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SD) of ratio using 5-point scale (1: very negative, 5: very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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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전과 후의 학교생활에 대한 차이를 설문으로 조사한 결

과는 <Table 10>과 같다. 프로그램 전의 경우 학교에서의 식

생활 태도는 평균 3.98에서 프로그램 이후 4.06으로 학교에서

의 식생활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p< .001).

각 항목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편식하지 않는다’는 3.93에

서 4.27로 증가하였고(p< .01), ‘김치를 잘 먹는다’는 3.96에

서 4.27로 매우 큰 변화를 보였으며(p< .001), ‘채소를 잘 먹

는다’는 3.92에서 4.07로(p< .01)로 나타나 학교생활 중 식사

와 관련된 항목의 경우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반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요리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다문

화 가정 아동을 위한 요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아동

과 교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교육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 가정 아동들과 일반 아동들 모두 요리활

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전반적으로 높았고, 요리활동

에 대한 관심도와 흥미도가 높았으며, 모두가 요리활동에 적

극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요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다문화 가정 아동들은 주 2회, 방과

후 프로그램의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데 반해 일반아동들은

주 1회, 특별수업이나 재량활동 프로그램 형태를 선호하고

있었다. 이는 다문화 가정 아동 부모의 대부분이 직장에 다

니고 있어 방과 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일반아동에 비해 한국음식을 만들고 싶어 하

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화 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 내에서 다양한 한국음식을 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요리활동을 하면 좋은점

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다문화 가정 아동들은 요리활동을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라는 응

답이 가장 높아 음식을 만드는 과정 뿐 아니라 음식을 먹어

보는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요리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도 일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실제 요리활동 후 재미있었던 활

동으로는 ‘칼로 자르는 것’이, 좋았던 점으로는 ‘직접 자르고

요리하여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요리활동 만족도의 평가 기

준으로는 ‘요리활동의 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가

자 전원이 프로그램의 재참여를 희망하였다. 또한 요리활동

을 통해 새로운 음식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다고 응답했으

며, 요리에 대한 자신감이 고취되고, 한국 음식과 문화를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지속적인 변화가 이어

질 수 있는 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요리활동 후 아

동의 학교생활을 조사한 결과 편식이 줄어들고, 김치와 채소

의 섭취가 증가하는 등 식생활과 관련된 태도에 긍정적인 변

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다문화 가정 아동들

은 요리활동 수업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효과와 더불어 한

국문화를 이해함은 물론 식생활 개선과 같은 유익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겠다. 현재 다문화 아동들만을 위한 프로그

램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

화 가정 아동들에게 요리활동 뿐 아니라 식생활 문화 전반

의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연구와 함께 이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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