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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Dietary Education Program focused on Slow Life (DEPSL) and verified its

effectivenes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using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The DEPSL was

developed effectively according to the systematic program development model, ADDIE. The developed DEPSL was applied

to the Education group (EDU), which was total of 130 students aged 12-13 in an elementary school by trained instructors

for five weeks. The control group (CON) composed of 100 students of the same age was not given any dietary education.

Pre- and post-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the students in both groups to compare the change in students’ dietary

life during educational intervention between EDU and CON. EDU show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in all extended TPB

variables (p< .01), but CO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the ‘knowledge’ and ‘behavior intention’ (p< .05). In

addition, the extended TPB model verified its conformity to determine if the effect of education leads to a change in the

children’s behavior. In conclusion, the DEPSL has a positive impacts on dietary life in school children. Nevertheless, further

research will be needed to develop various and specialized dietary education programs with different level of grades in other

schoo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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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조화로운 성장기를 위해서는 아동기의 식생활이 그 무엇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그 중요성 또한 인식되어야 할 것이

다. 올바른 정신은 건강한 신체발달에서 비롯되며 정신적으

로나 신체적으로 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기 식

생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아동기는 식생활을 습득하는 최

초의 시기로써 이 시기에 확립되는 식습관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Kyeon et al. 2006). 한 번

길들여진 식습관은 교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일환으로 아동기의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

점이다. 하지만 최근 첨단 기술과 더불어 세계화의 물결과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우리의 식생활 또한 점점 서구화

되어가고 있다. 균형 잡힌 우수한 전통식을 대신하여, 간편

식이나 패스트푸드 위주의 고열량·고지방 식사가 우리의

식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족과 일인가구 증가로 인

해 불규칙한 식사와 결식 등이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비만, 당뇨라고 하는 현대인들의 고질

적인 생활습관병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아동에

게서도 그 예외는 아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로 인해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아이들은 균형

잡힌 건강한 가정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드물어졌다. 또한 과

거에 중시하던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도 그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 아동비만의 문제점과 부정적 인성 발달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Kim 2011).

따라서 가정 및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건강한 식생활 중

심의 교육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강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생활의 변화는 더 이상 한 개

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되어야하기 때문

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람직한 식생활 형성을 위한 교

육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1995년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증

진법」을 공포하고,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는「식생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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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을 제정하였다.「식생활교육지원법」은 국민의 건

전한 식습관 형성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

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의 기

여를 목적으로 한다. 학교 및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의 식생

활교육을 통해 아동이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을 배

양하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게 한다.

최근의 식생활교육은 영양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각

하는 식생활, 감사하는 식생활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건강하

고 바른 인성의 어린이를 육성한다. 환경과 식생활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식품의 생산 및 운송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고, 로컬푸드 운동이 일어나는 등 환경 친화적 식생활

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적 교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Min et al. 2012). 또한, 학교 급식에서 지역 농수산물을 식

재료로 활용하는 방향을 모색하는가 하면, 도시 학교와 농촌

의 텃밭을 연계하여 정규 교육 과정으로서 텃밭을 가꾸고 농

산물을 수확, 재배하는 체험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인성교육

의 필요성으로 인해 어린이들에게 식품의 유통과정을 알려

줌으로써 자연에 대한 고마움과 사람들의 노력 등에 감사하

는 마음을 갖게 하며 식사예절과 배려 등에 대한 교육도 증

대시키고 있다(Kim 2011). 그 뿐만 아니라 사라져가는 전통

음식 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한 전통 식생활 문화에 대한

교육이 요구됨으로써 기존의 단순한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

나 직접 전통식생활 문화를 체험해보고, 전통 음식을 만들어

보면서 어린이 스스로 우리 전통의 맛과 우수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고 있다(Cha et al. 2007; Kang 2007).

이와 같이 범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학

교 및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그 적용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슬로푸드로서의 우리 전통 음식

을 알아보고, 그 맛과 모양의 진미를 발견함으로써 서구화된

고열량 위주의 식사에서 전통 웰빙식으로의 회귀를 목표로

하며, 전통 식문화의 우수성을 이해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고 한식을 토대로 하는 올바른 식습관 태도

의 확산을 기대한다. 사라져가는 밥상머리 교육의 필요성을

재고함으로써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육성하고자 하며, 다양

한 활동 중심의 교육을 통해 아동의 장기적인 신체적·정신

적 건강 증진 및 주체적인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슬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1) 슬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1) 슬로라이프의 개념

슬로라이프는 일상의 즐거움 안에서 맛보는 작은 행복들

에 가치를 둔다. ‘SLOW’를 일상으로 여기면서 지속가능한

행복의 추구(S: Sustainable life), 즐거운 주변 환경 형성(L:

Local life), 유기농과 같은 건강한 삶 영위(O: Organic life),

물처럼 깨끗하고 넉넉한 공감(W: Water life)을 통해 슬로라

이프를 실천할 수 있다. 슬로라이프는 건강, 환경, 공감의 3

대 가치를 가지고, 이 가치들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 나가며,

그 행복을 나누자는 개념을 담고 있다.

슬로라이프는 인간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관

련된 일상의 모든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연구

에서는 그 가치를 식생활과 연계시켜 슬로라이프의 철학을

반영한 식생활의 실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철 재료들을 활용한 풍성한 음식과 따뜻함을 함께하는

소통의 자유속에서의 식사를 통해 슬로라이프를 구현할 수

있다. 슬로라이프 속에서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더 나아가 ‘누구와 함께 먹을 것인가?’를 생

각한다.

슬로라이프의 3대 가치 중 ‘건강’ 가치를 반영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바

람직한 식습관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환경’ 가치

를 반영하여 아동이 친환경적 식생활을 통해 깨끗한 자연 속

에서 지속적인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

식한다. 그리고 ‘공감’ 가치를 반영하여 공동체 사회 속에서

의 예절을 습득하고, 함께 하는 식사의 즐거움과 여유를 깨

닫는 것을 목표로 슬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및 방법을 구성하였다.

(2) 슬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및 방법

슬로라이프에 기반을 둔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이하 슬로라

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은 슬로라이프라는 전반적인 생활

의 방식에 초점을 맞춘 넓은 범위의 식생활교육으로써 슬로

라이프의 가치인 건강, 환경, 공감과 국가적 식생활교육의 핵

심가치인 건강, 환경, 배려에 근거한다. 프로그램은 개인에서

시작하여 가정, 지역사회, 나아가 문화에까지 그 범위를 넓

히면서 개인의 건강한 식생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식생활,

환경과 농업의 소중함을 아는 식생활, 전통음식을 즐기는 식

생활을 실천하는 어린이 육성을 목표로 하여 교육내용을 구

성하였다.

초등학교 아동들은 활동적이고 학습에 있어서도 호기심이

많고 탐구적인 특성을 가진다. 아동은 활동 안에서 재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느낄 때 가장 잘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참여활동 위주

의 교육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활동주의 이론에 근거한

FIB(Fun Integrated Behavior) 접근법에 의하면 교육의 내용

은 아동의 흥미를 충분히 유발할 수 있어야하고(Fun), 교육

내용이 실제 생활이나 다른 교과에 통합적이어야 하며

(Integrated), 행동의 변화를 유도(Behavior) 할 수 있어야 한

다(Kutnick & Kington 2005). 따라서 슬로라이프 식생활교

육 프로그램에서는 이야기하기 활동으로 수업 참여에의 동

기를 유발하고, 감각체험을 통해 학습하며, 조리 및 조형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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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통해 실제 생활에 적용하여 아동의 행동 변화를 유도

하고자 하였다.

(3) 슬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모델

효과적인 슬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체

제적 접근을 통한 교수체제개발(Instructional system development:

ISD)의 대표적 모형인 ADDIE모형을 적용하였다. ADDIE모

형은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

행(Implement), 평가(Evaluate)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Molenda et al. 1996). ADDIE모형은 체계적, 경험적, 순환

적, 신뢰적인 특성을 가지며, 그 전체 절차들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Lee 2008). 또한 ADDIE모형은 각 절차들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모형으로 알려진

다(Park 2012). 슬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은 ADDIE

모형을 적용하여 다섯 가지 절차를 거쳐 개발하였으며 연구

에서의 개발 절차는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첫째, 분석 단계에서는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대

상자를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었다. 그 후 범주 및 주제와

목표를 선정하는 등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설계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목표

및 하위 목표를 설정하고 설계 준거를 구성한 후, 아동의 참

여 동기 유발 및 프로그램 제시 전략을 수립하였다. 셋째, 개

발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설정된 목표와 주제, 그리고

교육 내용 및 방법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이야기 톡톡 오감

만족 슬로라이프 교육”이라 명명하고, 5회 차의 최종 프로그

램을 도출하였다. 또한, 교육에 사용될 교육 자료를 함께 개

발하였다. 넷째, 실행 단계에서는 개발된 슬로라이프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다섯째, 평가 단계에서는 교육

군과 대조군이 교육 적용 전과 적용 후 응답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2. 슬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1) 연구 대상 및 기간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Y초등학교 5, 6학

년생 교육군 130명과 같은 지역 소재의 J초등학교 5, 6학년

생 대조군 100명으로, 연구에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아동에

한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군을 대상으로 연구자와 교육

담당자 2인이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0월 13일까지 5

주 동안 주 1회, 총 5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적

용 전, 교육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사후조사는 5회 차의 슬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실행이 종료된 직후 실시되었다.

2) 평가 도구 개발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

한 문항과 함께 확장된 개념의 계획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의 변수로써 슬로라이프 실천에 대한 태

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 의도, 행동 및 보완

변수인 지식과 행동 중요도를 측정하는 총 7개 영역으로 구

성되었다.

계획행동이론(TPB)은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

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행동통

제와 행동의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작용

된다는 이론이다(Ajzen 1991).

계획행동이론(TPB)의 태도(Attitude) 변수는 어떤 주어진 행

동에 관한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판단을 의미하며, 연구에서

는 특정 식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혹은 즐거운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계획행동이론(TPB)의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변수

는 개인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주변 사람들이 특정 행

동을 해야 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 일종의 지각

된 사회적 압력을 의미한다. 연구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연구

대상자에게 특정 식행동을 실행해야 한다고 여기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계획행동이론(TPB)의 지각된 행동통제(PB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변수는 자기의지 통제 하에 특정 행동을

실행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며, 연구에서

는 특정 식행동을 자기 의지 하에 실행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계획행동이론(TPB)의 행동 의도(Behavioral intention) 변

수는 개인이 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한 의지표명을 의미한다.

연구에서는 특정 행동에 대한 의도 정도를 측정하였다. 행동

을 실행할 때 행동에 대한 의도를 형성한 후 실제로 그 행동

을 실천하게 되기 때문에 목표 행동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

면 실제 행동 예측이 가능하다.

계획행동이론(TPB)의 행동(Behavior) 변수는 행동 결정 요

인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되며 다른 요인들을 통해 행

<Figure 1> Development stages of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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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예측이 가능하다. 연구에서는 특정 식행동에 대해 실제

실천 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TPB)의 보완 변수인 지식

(Knowledge) 변수를 이용하여 교육을 통한 지식수준 증가의

유무를 측정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식수준의 증가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

으로써 행동의 간접 영향 요소가 되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계획행동이론(TPB)의 또 다른 보완 변수인 지각된 행동

중요도(Perceived behavioral importance) 변수는 행동이 개

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중요성을 의미한다. 연구에서는 특

정 식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한 여부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행동 의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육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개발한 도구는 사전 설문지와 사

후 설문지로 구성된다. 사전 설문지에는 교육군과 대조군 모

두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총 8개 영역을 동일하게 포함하였

고, 사후 설문지에는 사전 설문지와 동일하게 8개 영역을 포

함하였으나 교육군에게 있어서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

족도 관련 3개 문항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TPB)의 변수에 알맞은 문항을 추출하여 재구성한 후 아동

의 이해에 어려움이 없는지 검증 하고자 예비조사를 실시하

였다(Ajzen 1991; Kim 2011; Kim 2011; Min, 2012; Seo

2012; Kim 2013; Bae 2014; Jeong 2014). 예비조사는 연

구 대상자와 동일한 연령 집단인 서울 중부 지역에 위치한

B초등학교의 5, 6학년으로 총 19명을 선정하여 2015년 7월

에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에 대한 이해와 설문을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중요

성 및 명확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 지도교수를 비롯한 식생

활교육 관련 전문 교수 3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

후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다.

3)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슬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절

차는 <Figure 2>에 제시하였다.

교육군과 대조군 모두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 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교육군에 있어서는 사전, 사후 사이에 슬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이 적용되었고 대조군에게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두 그룹의 전·후 차이 비교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효과성 검증을 위한 도구로써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의 변

수를 이용하였으며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1: 슬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적용한 교육군

에 있어서 슬로라이프 식생활과 관련된 확장된 계획행동이

론(TPB) 변수의 점수 변화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슬로라이프 식생활에 관련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TPB)의 독립변수들은 행동 의도 변수를 설명한다.

가설 3: 슬로라이프 식생활에 관련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TPB)의 지각된 행동통제, 지각된 행동 중요도 및 행동 의도

는 행동 변수를 설명한다.

3. 통계 처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SPSS 19.0

을 사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슬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교육

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사전조사를 토대로 t검정

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 적용의 전·후 아동의 슬로라이프

식생활에 대한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Figure 2> Procedure of evaluating program

PB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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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B)의 변수를 이용하여 교육 전·후의 대응표본 t검정

(Paired-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TPB)의 모델 검증을 위해 AMOS 18.0을 이용하여 변수 간

상관성을 분석하고, 행동 의도 및 행동의 선행요인을 표준화

경로계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슬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실행절차

슬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의 슬로라이프 식생활 실천 도모 및 식습관 변화를 목적으

로 하며, 그 형태는 집단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학습의 효율

성과 효과성 및 이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 차시

이론교육 및 체험학습 활동을 함께 구성하였으며 그 과정 및

내용은 초등학교 아동의 발달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되었다.

프로그램은 5차시의 교육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동 개인에

있어 건강한 식습관을 고취시키는 것을 가장 기본 목표로 하

여 나아가 가족식사를 통해 가정에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

고, 지역사회의 환경과 농업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궁극적으

로 전통음식을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까지 어우르는 내

용으로, 사람·음식·문화의 가치를 아는 어린이 육성을 목

표로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은 그 대상인 초등학생의 특성에 맞게끔 다

양하고 흥미로운 활동 중심의 교육 방법을 반영하여 교육의

효과를 상승시키고자 하였다. 매 차시 교육은 교수-학습 활

동안을 바탕으로 활동이 전개 되는데, 첫째, 프로그램의 도

입 단계에서는 ‘느림이’라는 달팽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

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이야기하기 활동을 통

해 아동의 집중력을 높이고 수업 참여에 대한 동기를 유발

하였다. 둘째, 이론 학습활동에서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시

각적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해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이론교

육 내용에 대한 간단한 활동지 작성을 통해 학습 효과를 증

대시켰다. 셋째, 감각체험 활동을 통해 감각 발달과 함께 식

재료 및 음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

다. 넷째, 조리 및 조형 활동을 통해 수업에의 흥미를 이끌

어내고 일상생활에서 실제 적용 가능하도록 하여 지식과 행

동의 변화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슬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분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 사항

연구의 대상자는 <Table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교육군

130명(남 66명, 여 64명)과 대조군 100명(남 57명, 여 42명)

이었다. 교육군에 있어서는 5학년, 대조군에 있어서는 6학년

의 학생 수가 더 많았으며, 가족의 수는 두 그룹 모두 4명(각

43.8%, 54.0%)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일주일 동안의

가족 식사 횟수를 조사한 결과, 교육군에 있어서는 3-4회에

응답한 학생의 수가 42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대조군에

있어서는 7회 이상이 53명(53.0%)으로 가장 큰 빈도를 보였다.

<Table 1> Dietary education program focused on slow life

Themes Topic Lessons & Activities

1 Health
I love healthy 

Slowfood!

Storytelling: Story of ‘Neurimmy (snail character)’ realizing a real taste of healthy slowfood

Lessons: Understanding ‘Slowfood’ and ‘Fermented food’ through a process of making Jang 

(fermented soybean paste), Korean traditional food

Activities: Comparing artificial VS natural Jang using five senses, Making ‘Slow-salad’ with 

‘Doenjang’ dressing

2 Family meal
Let’s enjoy meal 

together!

Storytelling: : Story of ‘Neurimmy’ realizing a happiness of family meals

Lessons: Understanding advantages of family meals and table etiquette 

Activities: Making ‘My family meal book’

3 Environment
Thank farmers

for tasty food!

Storytelling: Story of ‘Neurimmy’ who thanks everyone for giving food

Lessons: Understanding importance of agriculture and appreciating farmers’ efforts through a 

process of harvest

Activities: Observing grains in five colors, Making ‘Grain-collage postcard’ and writing a 

thank-you letter

4 Local food

My proud 

Slowcity,

Namyangju

Storytelling: Story of ‘Neurimmy’ having local patriotism and enjoying safe and fresh local food

Lessons: Understanding ‘Slowcity’,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Local food

Activities: Making ‘Bokssam’ with local food

5
Traditional

food

Precious food,

Traditional food

Storytelling: Story of ‘Neurimmy’ enjoying ‘Tteok (ricecake)’, a healthy snack in the 

traditional culture

Lessons: Understanding traditional food culture through the various types of ‘Tteok’ as 

Slowfood and traditional food

Activities: Making ‘Flower Songpyeon (half-moon-shaped ricecake) for Thanksgiving’ with 

colorful rice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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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행동이론(TPB) 변수를 이용한 교육 효과 분석

(1) 교육군, 대조군 간의 동질성 검증

계획행동이론(TPB) 변수에 대한 동질성 분석을 위해 교육

전 결과를 t검정한 결과, 지식 변수(p< .001)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 있어서 교육군과 대조군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사전 조사에서

계획행동이론(TPB) 변수에 있어서 교육군과 대조군의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기각하여 동질성을 검증하

였고, 지식 변수에 있어서만 가설을 채택하여 프로그램을 적

용하기 전부터 교육군의 지식수준이 대조군의 지식수준보다

높음을 나타내었다.

(2) 교육군, 대조군의 교육 전·후 차이 비교

<Table 4>에서 보면 슬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적

용한 교육군은 계획행동이론(TPB)의 모든 변수들에 있어서

유의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1). 특히 지식의

변화(.65± .83)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지각된 행동통

제(.60±1.62), 주관적 규범(.59±1.53), 행동 의도(.49±1.47),

행동 중요도(.47±1.45), 행동(.42±1.31), 태도(.32±1.29)의 순

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양 및 식생활교

육을 실시한 후 지식 및 태도, 식습관 개선의 효과를 증명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Lee et al. 2005; Choi et al.

2010; Michael et al. 2011; Min et al. 2012). 반면, 슬로라

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은 지식

(.17± .82)과 행동 의도(.35±1.60)에 있어서만 약간의 유의적

차이(p<.05)를 보여 교육 기간 동안 대조군 아동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시기, 같은 소재에

거주하는, 동일한 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군과 대조군을 구성

하였으며 교육 전 조사에서 동질성을 보였던 두 그룹은 교

육 후 조사에서 확연히 다른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결

과의 차이는 슬로라이프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에 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슬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

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슬로라이프 식생활에 대한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 의도, 행동

중요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슬

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적용한 교육군에 있어서 슬

로라이프 식생활과 관련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TPB) 변수

의 점수 변화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

증하였다.

3) 계획행동이론(TPB) 모형의 적합도 검증

앞서 확장된 개념의 계획행동이론(TPB)의 변수를 이용하

여 슬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판정하였다.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TPB)의 경로모형을 사용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확장된 계획행동이론(TPB)의 나머지 변수들이 결국 초등학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tion Items
Subjects group

EDU (n=130) CON (n=100)

Gender
Male 66(50.8%) 57(57.0%)

Female 64(49.2%) 42(42.0%)

Grade
5th 71(54.6%) 41(41.0%)

6th 59(45.4%) 59(59.0%)

Number of 

family

≤2 3(2.3%) -

3 11(8.5%) 18(18.0%)

4 57(43.8%) 54(54.0%)

5 38(29.2%) 20(20.0%)

≥6 20(15.4%) 7(7.0%)

Frequency of 

family meal

(a week)

0 3(2.3%) -

1-2 20(15.4%) 13(13.0%)

3-4 42(32.3%) 13(13.0%)

5-6 24(18.5%) 20(20.0%)

≥7 39(30.0%) 53(53.0%)

EDU: Education group, CON: Control group

<Table 3> Homogeneity of EDU and CON

Variation Group
Pre-data

(Mean±SD)
t p

Knowledge
EDU 5.61±.72

11.500 .000
CON 4.63±.57

Attitude
EDU 5.70±1.02

-.049 .961
CON 5.71±1.05

Subjective 

norm

EDU 4.93±1.10
-1.204 .226

CON 5.11±1.18

PBC
EDU 4.72±1.20

.120 .906
CON 4.69±1.04

Behavioral

importance

EDU 5.54±1.18
.273 .789

CON 5.50±1.04

Intention
EDU 5.07±1.20

1.163 .248
CON 4.89±1.17

Behavior
EDU 5.14±.96

.870 .385
CON 5.03±.96

PB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able 4> Post-pre scores of extended TBP variables in EDU and

CON

Extended

TPB variables

Post-pre score (Mean±SD)

EDU CON

Knowledge .65±.83*** .17±.82*

Attitude .32±1.29** .07±1.60

Subjective norm .59±1.53*** .07±1.85

PBC .60±1.62*** .27±1.68

Behavioral importance .47±1.45*** .18±1.50

Intention .49±1.47*** .35±1.60*

Behavior .42±1.31*** .18±1.44

PB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 .001, **p< .01,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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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고학년 아동의 슬로라이프 식생활 실천 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 모델 검증의 목적이다.

결과 값의 이론 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에서는 교육군의 사후조사의 결과

값을 이용해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교육군의

사후조사 결과 값이 슬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효

과를 증명해보였으며 따라서 슬로라이프 식생활 실천 행동

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실제 실천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합도 분석 결과를 보면 χ2=7.33에 대한 p

값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Q값이

2.443으로 1~5사이에 있으므로 본 모형은 적합도 기준을 충

족한다고 할 수 있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GFI= .984

(≥0.9), AGFI= .855 (≥0.9), CFI= .994 (≥0.9), NFI= .990 (≥0.9),

RMR= .018 (≤0.05)으로 분석된다. 괄호 속의 수치는 권장치

를 나타내며 RMR은 0에 가까울수록, GFI, AGFI, NFI,

CFI는 1에 가까울수록 그 모델의 적합성이 좋다고 판단된다.

연구에서의 결과 값을 살펴보면 AGFI의 값을 제외하고는 모

두 그 평가기준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AGFI는 표본 특성에

기인한 비일관성(inconsistences)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 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CFI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록 AGFI가 0.9 이하의 값을 가지지만

CFI가 0.9 이상이므로 연구 개념들 간의 영향관계를 설명하

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계획행동이론(TPB)의 변수 간 상관성 및 가설 검증을 위

한 경로계수는 <Figure 3>에서 볼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슬로라이프 식생활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행

동 중요도는 행동 의도의 선행요인이 되며, 지각된 행동통제

와 행동 중요도, 행동 의도는 실천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p< .05). 그러나 지식과 주관적 규

범이 행동 의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서 본 연구의 모형

이 일부 기각됨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식은 행동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영

양 지식은 음식 섭취 습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바람직

한 식생활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식이 행동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연

구는 미미하였다(Lee et al. 2005). 본 연구에서 또한, 앞서

제시한 슬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의 결

과에서 교육을 통해 교육군의 지식 향상과 더불어 행동 의

도 및 행동에 있어서 긍정적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모형 검

증에서 지식이 행동으로 가는 유의적인 경로를 도출해내지

못하여 지식이 행동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가설을 입증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행동은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식이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

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단기 교육으로 인한 지식 향상

은 실제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속

적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Choi et al. 2008). 또한, 주관

적 규범과 행동 의도 간 인과성을 밝히지 못한 여러 연구들

을 고찰한 결과, 개인이 행동을 실행하는 데 있어 주변인들

<Table 5> Goodness-of-fit test results of extended TPB model (Post-EDU data)

CMIN (χ2) DF P Q RMR GFI AGFI NFI CFI

7.33 3 .000 2.443 .018 .984 0.855 .99 .994

<Figure 3> Correlation and path-coefficient of the extended TPB model

PB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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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이나 사회적 압력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Roberto et al. 2001; Pierro et al. 2003;

Shen et al. 2009; Ryu & Han 2010).

4)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슬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교육군을 대상

으로 한 사후 조사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

과는 <Table 6>와 같다.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리커트 5점 척

도를 사용해 ‘매우 불만족’을 1점, ‘매우 만족’을 5점으로 하

여 측정하였으며, 전반적 만족도의 평균은 4.62으로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를

나타내는 구성요인으로 “기회가 된다면 식생활교육에 또 참

여하고 싶다.” 문항에 있어서 평균 4.66으로 가장 높은 점수

를 보였으며, “수업에 관하여 만족하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문항에 있어서는 4.60, “수업의 활동은 흥미 있었으며 적극

참여하였다.” 문항에 있어서는 4.58의 점수를 보였다.

IV. 요약 및 결론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슬로라이프

에 기반을 둔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실제 적용

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ADDIE 교수체제개발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과정을 거

쳐 체계적인 5차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Y초등학교 교육군 130명을 대상으로 프로

그램을 적용하였으며, 같은 소재의 J초등학교의 같은 학년

100명을 대조군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 여부를 평

가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생활의 주

체적인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슬로라이프에 기반을 둔 식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아동 개인의

건강한 음식에 대한 인식 및 건강한 식생활 실천, 가정에서

의 가족식사를 통해 배려하고 감사하는 식생활 실천, 지역사

회의 농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환경을 사랑하는 식생활 실천,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깨닫고 전통음식을 즐기는 식생활의 실

천을 목표로 그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아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야기하기 활동, 시각적 자료 등을 이용한

이론 학습 활동, 식재료를 이용한 감각체험 활동, 조리·조

형 활동 등 체험활동 위주의 교육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에서 개발된 슬로라이프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활용 가능성

여부 파악을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

램을 적용하였다.

2)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판정을 위하여 확장된 계획행동

이론(TPB)의 변수를 이용하여 교육군과 대조군의 교육 전·

후 차이를 비교하였다. 교육 전, 동질성 검증을 통해 지식 변

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 있어서 두 그룹은 유의적으로 다

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교육 후 교육군은 모든 계

획행동이론(TPB) 변수에 있어서 유의적 변화(p< .01)가 나타

난 반면, 대조군은 지식 및 행동 의도에 있어서만 약간의 유

의적 차이(p< .05)가 나타나 교육에 의한 효과를 증명할 수

있었다.

3) 확장된 계획행동이론(TPB)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슬로라이프 식생활 실천 행동에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행동 변화를 예측한 결과, 태도와 지

각된 행동통제, 행동 중요도 변수는 행동 의도의 선행 요인

이 되고,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 중요도, 행동 의도는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식과 주관적 규범이 행동 의도의 독립 변수가 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교육의 목적이 지식 향상과 더불

어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임을 고려하였을 때 5주

간의 교육은 아동의 식생활 습관 전반에 걸쳐 행동의 변화

를 유도하기에는 짧은 기간으로 생각되어 연구의 한계를 나

타낸다. 연구에서 보인 확장된 계획행동이론(TPB)의 행동 변

수의 변화는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긍정적인 효

과의 지속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추후 반복적인 교육

과 유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확장된 개념의 계획행동이론

(TPB)을 적용하였으나 교육 내용과의 일치 및 변수에의 적

용 등을 고려하여 검증되지 못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데에 있

어서 연구의 한계를 나타냈다. 추후 개발되는 식생활교육 프

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 및 이론을

적용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연구에서 개발된 슬로라이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

학교 고학년 아동의 식생활의 변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으므로, 향후 초등학생 대상의 바람직한 식생활 함양을 위

한 교육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특성과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식생

활교육 프로그램의 활발한 개발과 적용을 통하여 아동의 발

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Table 6> Satisfaction level of program

Variation Mean±SD

General satisfaction level 4.62± .61

Detailed satisfaction 

level

I was satisfied with the program and it helped me a lot. 4.60± .68

All the program activities were interesting and I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classes 4.58± .68

If given a chance, I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this kind of education. 4.66±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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