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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ietary education on undergraduate student’s health,

environment, and consideration. A total of 54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an undergraduate student in Seoul. We

conductive quantitative analysis of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interviews recorded by photovoice.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knowledge, dietary attitude, and food behavior in the field of health (p<0.001). In

the field of health, photovoice data were categorized as ‘health care practice’, ‘Korean dietary lifestyles’, or ‘awareness of

importance of health’ (p<0.001). In the field of environment, photovoice data were categorized as ‘environment-friendly

dietary lifestyle’ and ‘environmental contamination minimization’(p<0.001). In the field of consideration, photovoice data

were categorized as ‘gratitude for others’, ‘joy of cooking’or ‘eating meals together’(p<0.01). In conclusion, we found that

dietary education about health, environment, and consideration may affect healthy dietary lifestyle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Our findings may warrant further studies to develop significantly effective dietary education for undergraduat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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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생활 속에서 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건강, 환경, 배려의 식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식생활이란 식습관, 식사예절 등

식문화,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유

무형의 활동(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

생활교육은 성인병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한 ‘건

강’, 음식물 쓰레기 증가 등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는 ‘환경’,

자연과 생산자에 대한 배려와 감사의 마음을 통해 바른 인

성을 교육하는 ‘배려’의 3대 가치를 기본으로 한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7). 현재까지 실

시되고 있는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주로 유아와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다(Jung et al. 2009; Kim & Sim

2011). 이는 성장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영양이 생애 전

과정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식습관 형성의 고착화 시기 및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적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Kim &

Sim 2012). 그러나 제1차(2010~2014)와 제2차(2015~2019)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이고 표

준화된 식생활교육 콘텐츠 개발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

다. 2016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아침식사 결식률은 20대에

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저녁식사 가족동반식사율의

경우도 남녀 모두 20대에서 가장 낮았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또한 최근 1년간 영양교육 및 상담 경험

률의 경우 초등학생 이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19

세 이상 성인의 경우 남녀 모두 10% 미만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대학생은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의 연령층

으로 이 시기의 식생활 형태와 영양섭취 상태는 장년 및 노

년기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Kim 2003). 20대는 생애주기

중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식생활이 중

요하지만, 부모를 떠나 자취, 하숙 등의 거주 형태가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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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불규칙한 식생활을 하

기 쉽다(Lee & Kim 1997; Jang et al. 2011). 특히 대학생

의 경우 결식, 음주, 야식 등의 불규칙한 식생활 문제점과 더

불어 식생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현재 식생활

에 만족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Lee 1996;

You et al. 2008). 한편 대학생의 식생활은 학교 체제에 따라

수동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진 청소년기 때와 달리 스스로 식

생활을 선택하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기에 된다. 나아가

대학생활 이후에는 사회인으로 또는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

원으로 식생활관리의 능동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대학

생을 위한 식생활교육은 매우 취약한 현실로 대학 실정에 따

라 강좌가 개설되지 않거나, 또는 개설된 경우도 내용의 다

양성 측면에서 부족하다(Cheong & Chang 2006). 특히 단

순지식 전달의 수준이 아닌 문제인식과 실습 및 체험 활동

을 동반해야 하는 식생활 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대학수준의 영양 및 식생활교육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Ko

& Kim 2012). 대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지식과 식생활 태도

의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교재나 교구들도

많이 부족하여 교육에 따른 효과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건강, 환

경, 배려의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설문지를 통한 양적연구

와 포토보이스를 이용한 질적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파악

하여, 향후 효과적인 대학생식생활교육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 식생활 문제

대학생은 인생의 주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로 성

인기의 식습관을 반영하며 부모가 되는 다음세대를 준비하

는 기간이다(Lee & Kim 1997). 특히 여대생은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로 식생활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대학생은 학업 이

외에 많은 활동으로 열량과 영양소 소비가 많음에도 결식,

결식으로 인한 과식, 외식 및 인스턴트 식품 이용 등으로 식

생활 조화가 깨져 영양과잉과 영양부족의 극단적인 영양문

제를 가지고 있다(Kim & Lee 1996). 대학생들의 부적절한

영양소 섭취상태는 체중증가,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 등 부

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전향적인 코호트 연구에서 대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나이의 대학을 다니지 않는 성인보다 더 빠른

체중증가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의 신분변화가 식습관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준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하였다(Holm-Denoma et al. 2008).

비교적 규칙적으로 식사해왔던 중고교 시절과는 다르게 갑

자기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하게 된 대학생들은 불규칙

한 식사, 아침식사의 결식이나 빈약한 영양섭취, 고열량 저

영양 간식, 과다한 음주 등으로 식생활에 많은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Kim 2003). 실제로 대학생들은 일품요리나 빵에

대한 기호도가 높고 나물류에 대한 기호도가 낮으며, 패스트

푸드의 섭취 빈도가 높아 음식 선택의 기준이 영양보다는 편

의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Lim et al. 2005). 또한 대학생

들의 식생활은 주거 형태와도 관련이 있는데, 부모의 보호와

통제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취나 하숙, 기숙사 등 독립적

인 주거환경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식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독립적인 환경에 놓이게 되어 식사가 불

규칙하고 잘못된 영양 지식, 체형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등

으로 영양보다는 기호에 우선한 심각한 식생활 문제가 초래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 Kim 2005).

아울러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대학생에 비해 자취를 하는 대

학생은 결식률이 높고 칼슘 섭취가 적으며 지방 및 인 섭취

가 많고 비타민A와 B2의 섭취는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Yang & Sohn 2009; Jang et

al. 2011).

2. 대학생을 위한 식생활 교육 현황

대학생의 식생활은 앞으로 다가올 성인기 이후의 식생활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성인기 이전과는 다른 식습관의 변

화가 오기 쉽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및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Kim & Lee 1996).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식생활교육의 경

우 대부분 초,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대

학생의 경우는 대학에서의 교양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식생활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중심의 영양교육 효과(Lee & Cho 2013),

영양교육자료 분석(Jung 2008),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Lee

2013; Jung et al. 2009) 등으로 식생활교육 가치 중 건강에

준하는 연구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배려 및 환경

가치에 대한 영역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Ko & Kim

2012). 대학생 대상의 식생활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면, 서구의 14개의 식이중재연구를 분석한 연구에서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이 식습관을 개선시키고 나아

가 영양섭취상태, 식생활에 관한 지식, 동기부여, 자존감, 사

회적지지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Kelly et

al. 2013). 또한 선행연구(Lua & Elena 2012; Ha &

Natalie 2009; Matvienko et al. 2001)에서 대학생의 영양교

육은 식습관을 변화시키고, 섭취가 부족한 과일이나 야채 섭

취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체중증가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여 대학생을 위한 식생활 교육 실

시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3. 포토보이스 연구

포토보이스는 사람들의 건강에 관한 부분이나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 카메라를 사용하는 참여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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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촬영된 시각적 이미지는 참여자의 경험과 지식의 공유

를 유발한다(Wang 2003). 또한 이미지와 연관된 메시지들과

의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해석되어 강화되는지를 이해하

기 위한 분석적인 도구로써의 역할을 한다. 즉, 포토보이스

는 참여자 스스로 사진과 사진에 대한 나레이션을 통해 언

어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깊은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으로 참

여적이며 실천적인 질적 연구의 한 유형이다(Yi & Brad

2010). 포토보이스는 주로 소수취약집단 및 지역사회의 건강

과 사회문제에 걸쳐 적용되어 왔으며(Yoo 2015),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관심사, 문제, 장점 등을 사진으로 표현하여 비

판적 논의를 통해 정책입안자들을 통해 사회변화로 이끌어

가게 하기도 한다(Wang & Burris 1997). 국내 포토보이스

연구 또한 알코올중독자(Lee & Choi 2014), 장애인(Ahn et

al. 2016), 다문화 청소년(Yi et al. 2014), 빈곤가정 아동

(Kim et al. 2016) 등과 같은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과 다양한 소수집단에 대한 연구

방법이 여러 경험적 증거를 통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Lee & Choi 2014), 참여자

들의 경험에 대한 자각을 얻도록 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역

량강화를 촉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Carlson et al. 2006). 이

러한 참여적 연구방법이 가진 이점을 통해 대학생 스스로 자

각하지 못했던 식습관이나 문제점, 변화 등을 파악하는데 유

용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참여자들 스스로 사진을 찍고 제목

을 정하여 사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과

정을 통해 자신의 식생활 문제와 변화 모습에 대해 좀 더 구

체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담아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기간

본 연구는 ‘대학생을 위한 바른 식생활’ 교양강의를 수강

하는 서울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대학생 총

54명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의 설문조사와 변화된 식생활의

포토보이스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자기 기입 방

식으로 설문지에 응답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분석이 가

능한 32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포토보이스의 경우 일반적

으로 7-10명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Wang 2006), 다

양한 학생의 경험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수강학생 전원

이 자기 기입 방식으로 작성하여 50명의 포토보이스를 분석

하였고, 이 중 자발적의사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교육 전 조사는 2017년 3월 8일에 실시하였고

교육 후 조사는 2017년 6월 14일에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1) 식생활 교육내용 및 방법

‘대학생을 위한 바른 식생활’은 3학점의 교양 선택과목의

150분 수업으로 일주일에 2회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총 15

주차 강의로 구성하였다. 교육내용은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제 12054호에 의거하여(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09) 식생활교육기본방향을 중심으로 기초는

2.5차시로 강의개요를 소개하고 바른 식생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생활교육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주요내용

으로 구성하였다. 건강의 경우 식생활과 건강 및 식생활평가

를 주요내용으로 영양소와 식품, 건강과 식품, 만성질환과 식

품, 식사구성을 총 4차시로 진행하였다. 환경은 2.5차시로 식

생활과 환경, 먹을거리 안전과 위생 및 식생활과 농업을 중

심으로 슬로푸드, 종자 및 GMO, 농어업의 가치 등의 내용

으로 구성하였다. 배려는 식생활과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북

한동서양 식문화, 윤리적소비의 내용으로 2.5차시로 구성하

였다. 교육은 식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미각실습으로 2차

시로 진행하였으며 기타는 프로젝트 발표로 1.5차시로 진행

하였다. 교육내용은 기존의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수업의 차시별 주제와 내용은 <Table

1>과 같다.

2) 설문조사를 이용한 양적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제정한 국민공통식생활지침

(2016.04.)을 토대로 하고 선행연구(Kim & Lee 2014; Lee

& Kim 1997)를 바탕으로, 본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 하였

다. 일반사항은 수강대상자의 성별, 나이, 키와 몸무게, 주거

형태, 외식 및 음주 빈도, 식생활교육 관련 교육 유무에 대

해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식생활교육 기본 3가지 가치인 건

강, 환경, 배려로 각 10문항씩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 문항은

‘영양소의 종류와 역할에 대하 알고 있다’, ‘식품인증마크의

의미와 종류를 알고 있다’ 등의 지식측정 10문항, ‘과식은 피

하고 활동량은 늘린다’, ‘식품을 구입할 때 영양표시, 유통

기한을 확인하고 선택 한다’ 등의 기능측정 10문항, ‘덜 짜

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으려고 노력 한다’, ‘가족과 함

께하는 식사의 횟수를 늘이고자 노력 한다’ 등의 태도 10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약간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약

간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3) 포토보이스를 이용한 질적연구방법

포토보이스의 경우 일반적인 조사방법을 토대로 본 연구

목적에 맞게 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방

법 및 유의사항을 교육하였고, 내용과 문의사항 등에 대한

부가설명을 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높였다. 촬영의 경우 개인

이 소지한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하루 동안의 본인의 식사(아

침, 점심, 저녁, 간식)와 식생활관련 생활을 촬영을 하게하였

고 사진에 대한 설명이 작성된 파일은 온라인으로 제출하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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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설문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23.00 for Window)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점수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1로, 유의성 검정은 paired t-test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포토보이스 자료 중 자발적 의사를 밝힌 학생에 한해 수업

시간에 발표를 진행하는 토론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발표를

진행하지 않는 학생들의 자료에 한해서는 식품영양학 전공

교수2인과 박사과정 1인 및 석사과정 2인으로 구성된 연구

진이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4. 윤리적 고려

포토보이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과정, 참여자의 역할 등에 대한 소개와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연구목적으로 사용

되는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개인식별이 가능한 자료

는 노출하지 않는다는 등의 안내를 통해 사진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추가로 보완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대

상자 연령의 평균은 19.43세로 대부분 대학교 1학년생이 수

업에 많이 참여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전체 평균 21.12 kg/m2,

남자는 평균 22.08 kg/m2, 여자는 평균 20.10 kg/m2으로 여

학생들의 체질량지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모

두 평균적으로 정상범위의 체질량지수를 나타냈다. 대학생들

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형태가 가장

높았으며 (13명), 혼자 자취하거나(10명), 또는 기숙사(7명)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관련 강의 수강여부의

경우 수강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87.5%로 대부분 식

생활관련 강의를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건강

생애주기로 볼 때 대학생은 성인기에 비해 생활방식이 확

고하지 않아 변화의 교정 가능성이 큰 시기로 건강한 식생

활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Kim et al. 2011).

Jackson & Howton (2008)은 대학생의 생활습관은 졸업 이

후 건강한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예측인자 중 하나라

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건강 관련 식생활의 많은 변화가 일

어나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건강에 대한

인식이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Kim et al. 2002).

이처럼 건강 관련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이 다양하게 연구되

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도 건강영역의 교육 후 효과가 배려나

환경영역보다 큰 효과를 보였다. <Table 3>에서 나타낸 것

과 같이, 대학생들에게 식생활 교육 전, 후 개인의 식생활 변

화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한 결과 식생활 교육이

건강영역 전반에서 모두 효과를 나타내었다. 건강영역을 지

식, 기능, 태도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세 개의

세부영역에서 모두 개인의 식습관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특히 지식영역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나타내었다

(p<0.001). 이는 여러 연구(Park & Kim 2005; Lee & Woo

<Table 1> Followed by syllabus including topics and contents

Area Field Domain Course Practice

Basic

Understanding of proper 

dietary life education

• Introduction

• importance of dietary life education
2.5

Understanding of participants
• Discussion of method for proper dietary life education

• Dietary behavior assessment (photo-voice and questionnaires)

Health
Dietary lifestyle and health

• Understanding of nutrients and foods

• understanding of chronic disease and foods 4

Dvaluation of dietary lifestyle • Healthy food composition

Environment

Dietary lifestyle, environment,

food safety and food hygiene

• Sustainable dietary lifestyle

• Understanding of food safety
2.5

Dietary lifestyle, agriculture, 

and fisheries

• Valu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 understanding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Consideration Dietary lifestyle and culture

• Understanding of food culture

• Understanding of food culture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East and West

2.5
Trying North 

Korean food

Education
Dieraty lifestyle education

• Introduction to present dietary lifestyle education and cases

• Development of dietary lifestyle education 2

Practical 

training about 

sense of tasteSense of taste education • Method and practice about sense of taste 

Etc Presentatio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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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에서 대학생들에게 건강과 관련한 영양교육을 실시 한

후 영양지식 점수가 높아졌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를

통해 대학 내의 교양과목 등을 통해 영양교육과 식생활 지

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Kim 2006).

한편 학생들은 건강한 식습관이 좋은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실천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교육

후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보여주었으며, 영양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영양제를 챙겨먹거나 아침을 거르지 않기 위해 간

단하게라도 과일을 섭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건강의 중요

성을 크게 인식하였다. 특히 외식 빈도의 경우 <Table 4>,

식생활 교육 전에는 하루에 2회 이상 외식을 하는 경우가 전

체 53.33%를 나타났으나, 식생활 교육 후에는 43.33%로 줄

어들었으며, 일주일에 1-3회가 식생활 교육 전에는 전체의

6.67%를 나타냈지만, 식생활 교육 이후에는 16.67%로 증가

하였다(p=0.002). 이는 식생활교육을 통해 외식의 빈도가 줄

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주빈도의 경우, 식생활 교육 전

에는 일주일에 1-2회가 34.4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였으나, 식생활 교육 후에는 거의 하지 않음 또는 한 달에

1-3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식생활 교육 전 후로 음

주빈도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p<0.001).

건강 영역은 교육 전과 후 식습관 변화 포토보이스 결과

분석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건강과 관련된

대학생들의 교육 전과 후의 포토보이스 결과는 <Table 5>와

같이 ‘건강의 중요성 인식’, ‘실천하는 건강’, 그리고 ‘한국형

식생활’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었다.

참여자들은 식생활교육 수업을 통해 우선 아침결식, 혼자

먹는 식사, 외식, 음주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에 경각

심을 느끼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 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 Variable

Sex Type of house

Male 15 (46.88) Living with family 13 (40.63)

Female 15 (46.88) Living alone 10 (31.25)

missing 2 (6.25) Dormitory 7 (21.88)

Age (years) 19.43 (1.55) missing 2 (6.25)

Height (cm) 169.63 (7.71) Registered for course

Weight (kg) 61.10 (11.81) Yes 28 (87.5)

Body Mass Index (kg/m2) 21.12 (3.17) No 2 (6.25)

missing 2 (6.25)

Total 32 (100%)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ontinuous variables cells are reported as mean (sd) and categorical variables cells are reported as No. (%)

<Table 3> Pretest and Posttest Scores in the field of Health (N=32)

Health Pre-test (M±SD) Post-test (M±SD) t value p value

Knowledge 8.56±3.40 13.13±3.14 -7.10*** .000

Dietary attitude 8.53±3.02 10.97±2.81 -4.24*** .000

Food behavior 10.88±2.51 12.00±2.84 -2.48* .019

Total 27.97±7.40 36.09±7.46 -9.01*** .000

*p< .05, **p< .01, ***p< .001 by paired t-test

<Table 4> Frequency of eating out and drinking

pre N (%) post N (%) P*

frequency of eating out

0.002

never or rarely 0 0

1-3/week 2 (6.67) 5 (16.67)

4-6/week 6 (20.00) 6 (20.00)

1/day 6 (20.00) 6 (20.00)

more than two times/day 16 (53.33) 13 (43.33)

frequency of drinking

<0.001

never or rarely 7 (24.14) 11 (36.67)

1-3/month 4 (13.79) 11 (36.67)

1-2/week 10 (34.48) 7 (23.33)

3-4/week 7 (24.14) 1 (3.33)

Everyday 1 (3.45) 0

p* value by chi-square test

<Table 5> Photovoice categorization in the filed of Health

Themes Subcategories

Health

Awareness of importance of health

Health care practice

Korean dietary life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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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술 사진이 하나도 없었다. 줄이고 나서 가장 확실

히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 것도 술이다. 가장 먼저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으면 잦은 갈증도 줄어들었다. 과음으로 인해 한

동안 건강하지 못한 장상태가 오랫동안 유지 되었었는데 그것

또한 많이 좋아졌다. 앞으로도 쭉 술을 끊을 수 있으면 내 몸

이 굉장히 건강해지겠다는 확신을 요즘 받는 중이다.”(건강의

중요성 인식, 사회학과 2학년)

“대학생들에게 저녁은 아침 다음으로 가장 거르기 쉬운 끼니

가 아닌가 싶다. 술 약속이 있으면 거르기 쉽고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수업이 끝나고 거르기가 쉽다. 하지만 건강한 나의

몸을 위해 요즘은 약속이 있더라도 시간이 조금 있으면 밖에

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 간단하게라도 차려먹고 나

가는 편이다.”(건강의 중요성 인식, 철학과 2학년)

건강에 대한 인식을 통해 참여자들은 실생활에 적용하고

자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특히 불규칙적인 식

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아침결식을

해결하기 위해 식사준비가 적은 음식 또는 이동 중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용하거나 외식 및 육식 위주의 식단을 바

꾸어 채소를 좀 더 많이 섭취하는 식단으로 변경하고

<Figure 1>, 또는 특정 영양소의 섭취(나트륨)를 줄이는 식

단(저염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실천적 변화 모습을 보였다.

“끼니를 챙겨 먹는 것과 그 중에서도 아침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영양소를 고루 갖춘 ‘영양 쉐이크’를 수업이 있는 아침이면 주

로 마신다. 각종 견과류가 들어가 있어 허기가 지지 않고 블루

베리 또한 들어가 있어 맛도 좋다. 무엇보다도 바쁜 아침 빠르

게 마실 수 있어 좋다.”(실천하는 건강, 사회학과 2학년)

“학기 초에 기숙사 식당에서 샐러드를 작은 한 칸에만 담았는

데 요즘은 양이 부족한 것 같아서 샐러드를 밥 칸에 옮겨 더

많이 먹는다.”(실천하는 건강, 미디어학부 2 학년)<Figure 1>

더불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전통식품이용을 실

천하는 ‘한국형 식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간장에 대한 미각교육의 효

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방식으로 만든 간장으로 짠맛은 거의 없는데 깊은 맛과

향을 낸다. 전통방식 간장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다면 내

가 먹은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

과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한국형 식생활, 경제학과 2학년)

3. 환경

대학생들의 환경문제 인식과 실천태도는 초중고등학교의

환경교육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구체적인

환경교육 목표와 해결 방안 모색을 설정하는 방향이 된다

(Lee, 2007). 또한 환경교육이 환경의식과 환경지식을 고취

시키며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Lee,

2003), 본 연구에서도 식생활 교육 전, 후 개인의 식생활 변

화를 환경영역에서 분석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Table 6>. 환경영역을 지식, 기능, 태도의 세 영역으로 나누

어 분석한 결과 세 개의 세부영역에서 모두 개인의 식습관

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식영역의 경우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p<0.001), 환경지식은 환경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새롭게 하여 실천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Lee 2007). Johnson & Parrott(1995)의 연구에서도 환경지

식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재활용을 실천하고, 환경친화적 소

비행동의 관련변수라 보고하였다. 본 수업에서도 수업시간에

실시된 프로젝트 발표의 경우 학생들이 일정 시간동안 동영

상 촬영을 하여 일회용 컵 사용 개수를 세어 그 실태를 보고

함으로써, 이를 인식하고 지각한 학생들의 텀블러 사용에 대

한 실천적 태도는 포토보이스를 통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

다<Figure 2>.

대학생들의 교육 전과 후의 환경과 관련된 식습관 변화 모

습의 포토보이스 결과는 <Table 7>과 같이 ‘친환경적 식생

활’과 ‘환경오염의 최소화’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었다. ‘친환

경적 식생활’의 경우 일회용 컵 사용을 지양하고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조리 시 친환경 농산물 표시가 되어 있는 식재

료를 사용하는 등의 식생활을 실천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Figure 1> Health care practice

<Table 6> Pretest and Posttest Scores in the field of Environment (N=32)

Environment Pre-test (M±SD) Post-test (M±SD) t value p value

Knowledge 6.25±2.17 10.50±2.42 -8.24*** .000

Dietary attitude 12.09±3.220 14.22±2.76 -3.85** .001

Food behavior 9.91±2.72 11.22±2.14 -3.46** .002

Total 28.25±6.090 35.94±5.51 -5.12*** .000

*p<.05, **p<.01, ***p<.001 by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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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식생활은 단순히 내 건강을 챙기는 것이라고만 생

각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였다. 하

지만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는 것 역시 식생활의 일부라는 것

을 잘 알기에 텀블러를 사용하면서 물을 마신다.”(친환경적 식

생활, 경영학과 4학년, Figure 2)

참여자들은 주로 식사 시 먹을 만큼만 덜고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냉장고에 표기를 하고 음식 쓰레기 바로 버리

기 캠페인 <Figure 3> 등의 형태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음식 쓰레기 바로 버리기의 경우는

본 수업시간에 실시된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

달한 정보를 통해 실생활 실천과 연결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뒷정리를 하면서 음식쓰레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어머니

가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보니 조리 시 나오는 쓰레기양도 적

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음식 재료 저장의 문제점으로 나오는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냉장고 야채 칸에도 포스트잇으

로 들어 있는 야채와 날짜를 표기하는 방법을 어머니에게 말

씀 드리고 붙여드렸다.”(환경오염의 최소화, 식품공학과 2학년)

“식생활과 환경을 연결시키는 캠페인을 고민하던 중 올바른 음

식쓰레기 분리와 관련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특히 바나나 껍

질 /계란 껍질 등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쓰레기인지 헷갈리는

것들을 위주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음식 쓰레기 외 플라스틱

과 종이 분류까지 총 4개의 쓰레기 통을 마련하였다”(환경오

염의 최소화, 철학과 3학년)

4. 배려

대학생들은 배려 영역을 이해하는데 있어 용어 자체의 사

전적 의미에 한정되어, 식생활 교육과 연결해 개념을 확장시

키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교육 전 평균이 다른 가치보다 가

장 낮은 수준의 평균(27.38)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대상에서 배려 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다. Gang & Chyun(2006)의 연구에서 초등학생

은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기초 지식이 낮았으며, 중학교 교

육과정에서도 전통식생활 및 식생활문화 관련 내용이 부족

하다는 보고되었다(Kim et al. 2007). 특히 현재의 대학생들

은 2010년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의 공교육

체제에서 정규수업이 아닌 일회성의 영양중심교육 위주의 식

생활교육을 주로 받아(Kim & Sim 2011) 익숙하지 않은 배

려 가치를 수업 전에 이해하는 것이 다소 어려운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하는

배려 영역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나, 구성내용이 식사예절,

전통식문화, 다양한 식생활문화, 조리 등(Jeon et al. 2011)으

로 이해와 접근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극명

한 것으로 보인다(Yu et al. 2017). 본 연구에서도 교육 후

평균 35.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p<0.01)하게 나타났으며, 지

식(p<0.001), 기능(p<0.001), 태도(p=0.016)의 세부영역에서

도 모두 개인의 식습관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배려영

역의 식생활교육 전후 평가는 <Table 8>과 같다.

대학생들의 교육 전과 후의 배려와 관련된 식습관 변화 모

습의 포토보이스 결과는 <Table 9>와 같이 범주화 하였다.

범주화 된 주제는 배려영역의 식생활교육의 효과를 실질적

으로 나타내고 있었으며, 하나의 주제로 분류되기보다 각 주

<Table 7> Photovoice categorization in the filed of Environment

Themes Subcategories

Environment
Environment-friendly dietary lifestyl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minimization

<Figure 3> Environmental contamination minimization

<Figure 2> Environment-friendly dietary lifestyle

<Table 8> Pretest and Posttest Scores in the field of Consideration (N=32)

Consideration Pre-test (M±SD) Post-test (M±SD) t value p value

Knowledge 6.31±2.18 9.97±3.16 -6.97*** .000

Dietary attitude 6.91±2.77 9.53±3.01 -4.35*** .000

Food behavior 14.16±3.33 15.56±3.39 -2.55* .016

Total 27.38±7.35 35.06±7.84 -3.81** .001

*p< .05, **p< .01, ***p< .001 by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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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즉 대학생들은 음식을

만들면서 ‘부모님(타인)에 대한 감사’와 ‘조리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 ‘함께 먹는 식사’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였다.

“자취를 하면서 직접 조리를 해서 먹다 보니 매번 요리를 해주

셨던 어머니 생각이 났다. 미끄덩거리는 오징어를 손질하고, 식

구들이 먹을 요리 양을 조절하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내셨던 어머니가 무척이나 존경스러웠

다.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집에서 자주 요리

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는 노력을 해야

겠다고 느꼈다”(타인에 대한 감사, 철학과 1학년)

“처음의 부엌은 식용유, 간장, 그리고 전에 살던 언니가 놔두

고 간 후추가 전부였다. 직접 해 먹을 수 있는 부엌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요리재료가 없다고 핑계 대며 사먹던 나를 반성

하게 되었다. 현재 부엌에는 다양한 조미료가 놓여져 있고, 부

족한 조미료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조리하는 즐거움, 기

계공학과 1학년, Figure 4)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

뜻한 대화를 나누며 함께하는 식사시간이 중요함을 느꼈다. 서

로가 바빠서 다 모이기도 힘들 때가 많지만, 저희 가족은 일주

일에 두 세 번은 모여 저녁을 함께 한다.”(함께 먹는 식사, 식

품공학과 2학년)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식생활교육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서

울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54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건강, 환경, 배려의 식생활 교육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본 연구의 결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건강영역 식생활교육 전후 효과를 지식, 기능,

태도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적인 차

이가 있었다(p<0.001). 포토보이스의 경우 ‘실천하는 건강’,

‘한국형 식생활’, ‘건강의 중요성 인식’으로 범주화 되었다.

대학생 시기는 식생활변화는 많이 일어나지만, 건강을 위협

하는 뚜렷한 증상이 생기지 않아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저하

되기 쉬워 건강관련 식생활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

서도 건강영역에 대한 차시를 가장 많이 부여하였는데, 이는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필

요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교육 후 외식이나 음주의 빈도를

줄였으며, 포토보이스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통해 긍

정적인 인식과 신체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효과는 있었으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기존의

영양관련 교육과의 차별성이 없어 아쉬움을 토로하였는데,

대학생만을 위한 건강영역 교육 요구도 조사와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할 것이다.

2. 대학생의 환경영역 식생활 교육의 효과를 지식, 기능 태

도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적인 차이

가 있었다(p<0.001). 포토보이스의 경우 ‘친환경적 식생활’,

‘환경오염의 최소화’로 범주화 되었다. 환경친화적 태도는 환

경교육의 의식과 지식이 중요한 변수로 대학생들에게 환경

교육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건강영역에 비해 대학 내 교육

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함에 대학생만을 위한

환경영역 또한 교육 요구도 조사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3. 대학생의 배려영역 식생활 교육의 효과를 지식, 기능 태

도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적인 차이

가 있었다(p<0.01). 포토보이스의 경우 ‘타인에 대한 감사’,

‘조리하는 즐거움’, ‘함께 먹는 식사’로 범주화 되었다. 대학

생들은 배려를 건강이나 환경영역 보다 생소한 가치로 인식

하였는데, 공교육 체제에서 영양교육 중심의 교육을 받은 세

대로 배려영역에 대한 이해가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배려 영역을 가장 잘 교육할 수 있는 체험교

육, 조리 실습 등의 커리큘럼을 시행하기에 학과운영비, 조

리실습장의 제한 등의 이유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포토보

이스에 나타난 것처럼 조리에 대한 즐거움, 함께하는 식사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타 영역보다 적극적인 교육변화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내 혹은 정부부처의 체험교육과

실습지원을 통해 보다 더 효과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

는 데 중요한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지역 소재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표집 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일반화 하는

<Table 9> Photovoice categorization in the filed of Consideration

Themes Subcategories

Consideration

Gratitude of the others

Joy of the cooking

Eating meal together

<Figure 4> Joy of the c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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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대상을 확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식생활가치 영역

별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여 활용한다면, 식생활교육에서

소외되었던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학문적인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포토보이스

를 이용하여 유아, 노인 등 식생활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확대한다면 좀더 구체적인 문제수집에 대

한 도구로서 실용적인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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