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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the process of adaptation of nutrition education programs by marriage

immigrant women who completed education programs for training of food citizen leaders. Focus group interviews of seven

marriage immigrant women from Vietnam, China, Mongolia and Russia were conduc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Normalization Process Theory (NPT). Participants were aware of the purpose of the education program (coherence) and

their confidence in organizing and reconstructing the knowledge of nutrition was increased after education (reflexive

monitoring). However, they had difficulties attending long-term education programs (cognitive participation) and

overcoming language barriers (collective action). Although the program was beneficial for the participants in that they could

apply acquired nutrition knowledge to their everyday life as food citizen leaders, the continuous monitoring and feed-back

system (management), customized application, and consideration of personal and social factors need to be developed and

facilitated. In addition, various programs targeting marriage immigrant women may increase economic independence of

these women. The NPT proved beneficial in conceptualizing the barriers and facilitators to implementing nutrition

education.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nutrition intervention needs special support to overcome barriers to cognitive

participation and collec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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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한국은 사회문화적 요인인 가치관의 변화와 세계화,

개방화로 인하여 여러 인구학적 변화를 겪고 있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에 거주하

는 결혼이민자는 155,45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여성이 130,22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Ministry of

Justice. 2017).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속

도는 더 빨라졌으며 결혼이주여성이 우리 사회를 이루는 핵

심 구성원이 되었다.

국내 다문화가정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결혼이

주여성들은 한국 정착에 있어 음식, 의사소통, 생활습관 등

새로운 문화를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

었다(Kim et al. 2011; Choi 2011). 지속적인 도움이나 체계

적인 교육 없이 바로 문화를 이해하고 생활을 해나가는 것

은 결혼이주여성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와 가정 및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주하기 전 우리나라를 접해본 경

험이 거의 없거나 적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식생활 적응은

단순히 새로운 음식에 대한 맛뿐 만 아니라 요리 방법, 식재

료, 식습관 등의 환경적 요인들까지 포함한다. 결혼이주여성

의 식생활 적응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 구성원들

과의 관계와 건강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영양 교육의 필요성

이 강조된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들은 대부분 단순한 조리 위주의 교육이나 한국 음식에 대

한 기초적인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어 건강한 식생활의 실천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상이다(Hwang et al.

2017).

일상화 과정 이론(Normalization Process Theory) (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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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et al. 2003)은 새로운 시도나 복잡한 개입을 실행하거

나 통합하는 역학 관계를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회

학적 도구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식생활을 이해하고 적

응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한 새로운 사회적 과정이 시작되어 실행으로 이어질 때 서

로 다른 집단에 속해 있는 실무자와 대상자에게 구현 향상

과 체계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가능하다(May et

al. 2018). 일상화 과정 이론은 대상자들이 교육의 목표와 가

치를 인지할 때, 개인적/집단적으로 대상자의 문제를 정의할

수 있을 때, 교육을 통하여 개인과 교육 집단이 정의되고 통

합할 수 있을 때, 교육 후 지식을 활용하거나 체계화하는데

자신감이 있을 때 교육을 통한 개입이 효과를 내어 대상자

들이 일상화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McEvoy et al.

2014). 이러한 개인 및 집단 간에서 발생하는 맥락적 차이를

설명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명확한 요소들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과 개인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가 가능한 프레

임을 제공한다(May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한 식생활의 일

상화를 돕기 위한 먹거리 시민 리더단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식

생활 교육이 대상자들의 일상에 미친 영향과 적응도를 일상

화 과정 요소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결혼이

주여성의 한국 식생활 적응에 대한 촉진요인(facilitators)와

장애요인(barriers)을 파악하여 향후 다문화 가정에게 필요한

다양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자

본 연구는 2018년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된 먹거

리시민 리더단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최종 수료자 중

2018년도 신규 모집자인 중국, 베트남, 몽골, 러시아 출신 결

혼이주여성 7명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그룹 또는 개인별로 정보가 포화가 될 때까지 심층 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 대상자가 참여한 먹거리시민 리더단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요리를 좋아하고 한국어 능력과 조리

능력이 중급 이상이며, 향후 강사로 활동하기 원하는 자를

지원 자격으로 명시하고 2018년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15일간 서울시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글로벌센터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포스터 및 공문을 발송하고 다문화가

정, 외국인, 결혼이주여성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

온라인 홍보물을 게시하여 진행하였다. 1차 유선 접수 후 2

차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3차 면접 심사로 최종 양성 교육

생으로 선발된 총 26명을 대상으로 주 3회, 1일 3시간동안

가락몰 쿠킹 스튜디오(서울시 송파구), 한식 문화관(서울시

중구),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서울시 송파구)에서 진행되었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었으며, 직업 역량 교육, 6가

지 식품군의 이해, 가족 영양 관리, 한식과 식문화를 주제로

개별/조별 시연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식생활 관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 대한 모든 진행은 상명대학교 연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사전 승인(BE2018-1)

을 받았으며, 조사 전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고 대상

자의 동의를 구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심

층 인터뷰를 통하여 얻은 내용을 새로운 시도와 복잡한 개

입을 실행하거나 통합하는 역학 관계를 이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 일상화 과정 이론(May et al. 2003)의 요소

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녹음된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

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응답 중

의미 있는 내용을 요소별로 분류하여 인용문을 추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Table 1>과 같다. 본 조사의

참여 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은 서울시(6명)와 경기도 성남시

(1명)에 거주하고 있으며 출신 국가는 중국 3명, 베트남 2명,

<Table 1> Information of immigrant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Case No. Age
Original

nationality

Years of 

residence

Marriage

period

Experience of 

nutrition education

Experience of Korean 

cooking education

Method of learning 

information on 

dietary life

1 46 China 18 12 - O

Internet searching

2 24 Vietnam 3 4 - O

3 30 Vietnam 8 8 O O

4 50 Russia 16 16 O O

5 39 China 9 9 - O

6 33 Mongolia 3 3 O O

7 35 China 15 15 O -



일상화 과정 이론에 근거한 결혼이주여성 대상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일상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327

몽골, 러시아가 각 1명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1

명, 30대가 4명, 40대 1명, 50대 1명으로 평균 연령은 36.7

세이었다. 결혼 기간은 평균 9.5년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 거

주 기간은 평균 10.5년으로 조사되었다. 먹거리시민 리더단

양성 교육 이전에 한국에서 받은 영양 교육을 경험한 결혼

이주여성은 4명이었고 한식 조리 교육의 경우 6명으로 나타

났으며 평소 식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7명 모두 인

터넷 검색으로 나타났다.

2. 일상화 과정 이론에 근거한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적응과정

평가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생

활에서 적용과정에 대한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평가하기 위

해 일상화 과정 이론의 요소에 적용시켰다(Murray et al.

2010)<Table 2>. 다문화먹거리시민 리더단 양성 교육 프로그

램을 수료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심층 인터뷰 내용을 요소별

로 분석하여 교육 내용을 일상화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Table 3>. 관찰되었던 요소들은 일상화 과정의 촉진요인으

로 관찰되지 않았던 요소들은 장애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응집성 (Coherence)

응집성이란 사람들이 교육의 실행에 있어 직면하는 문제

들에 대하여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으로

차이의 인식, 집단적 설계 구조, 개인적 설계 구조, 내면화를

포함한다.

(1) 차이의 인식(Differentiation)

조사 대상자들은 한국과 모국의 식문화가 다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식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한국 음식과

영양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하였다.

<Table 2> Categorization of dietary education program according to NPT constructs

Category Constructed meaning

Coherence

(Sense-making work)

-To define the objective of nutrition dietary education

-To understand the individual/communal dietary problems that they face and define them in their own way

Cognitive participation

(Relational work)

-To define the meaning or value of dietary education

-To interact and relate to the participants

Collective action

(Operational work)

-To integrate knowledge with other elements of dietary education

-To be aware of any individual/communal difficulties in participating in the dietary education

Reflexive monitoring

(Appraisal work)

-To gain confidence in using, modifying and organizing knowledge in daily life after dietary education

-To be enacted feedback or management

<Table 3> Observed or unobserved components of NPT after dietary education

Theme Sub-theme

Constructed meaning

Categorized element of interviewsObserved (O) or

Unobserved (U) in subjects

Coherence

Differentiation O Awareness of cultural difference

Communal specification O Establishing common educational goals and expectations for groups

Individual specification O Establishing general educational goals and expectation

Internalization O Recognition of the value of education program

Cognitive 

participation

Initiation U Difficulty of attending a long-term education

Enrollment O
Organization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relation

Legitimation O

Activation U Developing and maintaining collective relationship

Collective

action

Interactional workability U
Differences in perceived difficulty of education

Existence of language barrier

Relational integration U Lack of practice opportunities and interaction with teacher

Skill set workability O Acquisition of nutrition knowledge and cooking technique to everyday life

Contextual integration U Necessity of support for social participation for subjects

Reflexive 

monitoring

Systematization O Gathering and standardize various information

Communal appraisal O Solutions of common difficulties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Individual appraisal O Detection of change in dietary life

Reconfiguration O Examination of nutrition knowledge and cook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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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뭐 하면 다른 데서는 어떻게 아 다른 나라에서는 문

화 차이가 많잖아요.”

“못하는 거 어떻게 방법 어떻게 뭐 음 건강 위해서 뭐가 많이

먹고 주는데 그 다음에 방법도 있고요 좀 뭐가 먼저 넣고 나

중에 넣고 영양 정보가 빠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어 하루에 사

람이 먹어야 될 칼로리가 얼마냐고 어 당분 얼마냐고 많이 먹

으면 이거 좀 어 나중에 뭐가 좀 무슨 병 생겨서 자기가 지금

조금 알고 있어서 그냥 더 배우고 싶어요.”

“네. 어디서 모르잖아요. 혹시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참여하고

싶어요.”

(2) 집단적 설계 구조(Communal specification)

교육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교육 참여 구성원들과

교육의 목표와 교육에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공통된 이해

를 구축하고 있었다.

“좀 뭔가 이렇게 하나의 단체가 돼서 좀 더 자기의 권익을 찾

고 좀 더 이렇게 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엄마들을 통해서 더 심도 있게 다른 연구도

진행할 수 있고 이 엄마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권리 같은 거

좀 더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했으

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 개인적 설계 구조(Individual specification)

조사 대상자들은 평소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있었

으나 알 수 있는 경로가 많지 않아 참여를 하지 못하였다고

답하였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과의 교류

와 조리 및 영양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목

표를 구축하고 있었다. 

“건강에 대해서 그런 영양에 대해서 많이 들어봐서 이런 기회

도 흔치 않으니까”

“근데 여기 오며 뭐 영양 성분부터 시작해서 플레이팅 하는 것

부터 시작해서 (중략) 사람도 있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엄마들

이렇게 만나서 뭐 교류도 하고 가능하면 하자 이렇게 생각이

있었어요.”

(4) 내면화(Internalization)

조사 대상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와 중

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었다.

“엄마들을 통해서 다문화 엄마라고 해서 이제는 당당하게 얘

기할 수 있고 정말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2) 인지적 참여(Cognitive participation)

인지적 참여는 참여 대상자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복잡한

개입에 대한 실천적 공동체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관계

를 맺는 작업으로 참여 입문, 등록/정당화(권리 획득), 활성

화를 포함한다.

(1) 참여 입문(Initiation)

일부 참여 대상자들은 일상 속에서 통제할 수 없는 개인

적 요인들로 인하여 교육에 참석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발생

하였다.

“그냥 몇 개 빠지는 거 수업이, 못 들었어요. 그냥 좀 시간 네

좀 갑자기 또 일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좀 빠졌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 나타나더라고요.”

(2) 등록/정당화(권리 획득) (Enrollment/Legitimation)

참여 대상자들은 개인과 개인 또는 집단적 관계를 재정비

하고 조직하면서 서로 유대감을 쌓아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

지하였고 이는 교육 프로그램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기여하였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엄마들 이렇게 만나서 뭐 교류도 하고 가

능하면 하자 이렇게 생각이 있었어요. (중략) 제 기대 이상으

로 엄마들이 진짜 정말 제 기대 이상으로 너무 똑똑하고 사람

들이 네 지혜롭고,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3) 활성화(Activation)

참여 대상자들은 교육 후 지속적인 관여를 위해 결혼이주

여성들의 집단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모임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였다.

“뭔가 이렇게 하나의 단체가 돼서 좀 더 자기의 권익을 찾고

좀 더 이렇게 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

각을 했었어요.”

“이 엄마들을 통해서 더 심도 있게 다른 연구도 진행할 수 있

고 이 엄마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권리 같은 거 좀 더 적극적

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 집단 행동(Collective action)

집단 행동이란 새로운 기술이나 복잡한 개입과 같은 일련

의 관행을 위하여 참여 대상자들이 행동하고 실천하는 작업

으로 상호작용의 가능성, 관계적 통합, 기술 역량의 가능성,

맥락적 통합을 포함한다.

(1) 상호작용의 가능성(Interactional workability)

교육 진행에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외부 요소 중 한국 거

주 기간과 언어가 있었는데 한국 거주 기간의 차이로 인하

여 참여 대상자들은 요리의 난이도를 상이하게 느꼈으며, 교

육 프로그램 내용 중 영양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가 한국

어로 되어있어 이해하는데 어려워 더 자세한 설명이나 번역

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저희한테 요리가 전반적으로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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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저기 거의 다 10년 되었는데 (중략) 더 흥미롭게 더

어려운 음식들 좀”

“수준이 다 틀려요. 어떻게 처음 한국에 오신 분, 그 다음에 오

래 있는 오신 분. 그냥 저는 생각했는데 혹시 나라별도 있는

거 독려해줄 수 있으면 훨씬 더 나아요.”

“언어 좀 쉬운 언어 알면 말이 어렵거나 식이염소(식이섬유) 어

려워요.”

“소화관의 통합력과 체내 무독화...몰라요.”

(2) 관계적 통합(Relational integration)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과 참여 대상자들은 교육을 통하여

관계를 맺고 신뢰를 유지하는데, 일부 강의를 진행하는 상호

작용이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이론과 실습이 동시에 이루어

진 강의의 경우 이론 설명 후 실습을 통하여 바로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플레이팅 그 어떻게 찍는 게 저희도 궁금하고 직접 해보고 싶

은데 그거는 딱 그때 하고 처음 음식 할 때 그때만 각자가 찍

고 선생님이 찍으시고 어떻게 보여주는 거 했는데 그 전에라

도 이렇게 찍었으면 어떤 사진 나오고 이런 걸 배우면 더 좋

은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교재 나온 그림을 똑같이 그냥 피피티로 넘기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보다는 플레이팅이란 무

엇이냐 대화로 좀 주입식이 아니고 (중략) 그러니까 수업이 일

단은 저희가 만족을 못한 거죠. 많이 만족을 못한 거예요.”

(3) 기술 역량의 가능성(Skillset workability)

참여 대상자들이 가족들의 식사 조리를 대부분 담당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후 영양 지식이나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바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었다.

“요리 가르친 후에 저도 집에서 따라서 한 번 하고 식구들 주

고 그냥 먹는 거”

(4) 맥락적 통합(Contextual integration)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식생활 교

육 프로그램을 다른 분야와 관련 지어 발전시켜 새로운 결

혼이주여성의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가 그 우리들 병원에서 4개월 일했어요. 통역사로 환자들 올

때 그 병원에서는 그 의사 표시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것도 조금 다문화 여성들 대우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데에

서라도 뭐 할 수 있게끔 자기 음식을, 자기 나라 환자들한테 할

수 있게끔 저도 생각해보니까 음식 많이 찾더라고요. 그런 분들

이 음식 만드는 거를 저도 통역 일 좀 하다가 통역도 많지 않

고 그런 식으로라도 어디 취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4) 반영적 모니터링(Reflexive Monitoring)

반영적 모니터링은 참여 대상자들이 교육을 통해 얻은 새

로운 영양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일상에 미치는 방법을 평

가하고 이해하기 위해 실행하는 평가 작업으로 체계화, 집단

적 평가, 개인적 평가, 재구성을 포함한다.

(1) 체계화(Systematization)

참여 대상자들은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영양 지식과 기

술을 가르침으로써 그것이 자신과 타인에게 얼마나 효과적

이고 유용한지 결정하려고 하였으며,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

로 수집하여 형식화 하려고 노력하였다.

“내가 가르쳐 줄 때는 이게 좀 정확하게 알려주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모국 요리인데 잘 알고 있던 요리이지만 네 또 찾아보

게 되고 그리고 중국은 또 워낙 크니까 다 하는 게 틀리잖아

요, 지역마다. 그래서 더 찾아보게 되고 아 남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북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네 더 깊게 연구하게 되더라고

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할 건데 하던 게 음 과연 이게 표준

인지 의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내가 그게 어 한식 요리도 예를 들어서 시금치 무침을 하는

게 있잖아요. 엄마가 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에 정석이었는지

모르잖아요. 외국 가서 가르칠 때 저희 집에서는 항상 이렇게

해먹었지만 이게 과연 중국에서 정석적인 걸까 그래서 요리 책

이나 혹은 요리 검색 하게 되더라고요.”

(2) 집단적 평가(Communal appraisal)

참여 대상자들은 모국과 다른 한국의 식문화에서 한국 거

주기간이 짧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정

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음식은 밑반찬 좀, 한국에서는 시부모님들 하고 같이 사는 시

부모님들 밑반찬이 쟁여 놓으시고 드시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요리도 요리이지만 요리는 뭐 당연히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좀 저도 경험해봤지만 여기 한국에 오시면 다들 마음이

허하고 외로울 거잖아요 일단 마음 좀 마음이 편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런 조언을 좀 많이 해주고 싶어요.”

(3) 개인적 평가(Individual appraisal)

참여 대상자들은 교육을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된 영양 지

식들로 인하여 변화를 느꼈으며 평소에 인지하고 있었으나

행하지 못했던 일련의 행동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게 되었

다고 답하였다.

“알면서도 안 했던 것도 다시 들어보니까 ‘아 해야 되겠다’ 생

각을 했어요.” 

“아 우유를 이제 꼭 먹어야 되겠다.” 

“이제는 순서대로 하고 미역국도. 옛날에 고기가 먼저 볶아서

그 뭐 저기 고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역, 뭐 당근 넣고 그

랬는데 (중략) 이번에 순서가 알고 있어서”

“좀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밥에 콩을 안 먹으

니까 안 넣거든요. 집에 검은 콩이 냉동실에 꽉꽉 차 있는데

그거를 삶아서 갈아 가지고 우유랑 타가지고 매일 신랑이랑 같

이 먹고 이러거든요. 유제품 같은 것도 견과류 같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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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구성(Reconfiguration)

참여 대상자들은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들을

일상 속에서 활용하고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전달하는 과

정 속에서 조리 과정이나 지식 등을 재검토할 수 있었고 이

를 통하여 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고안하는 모

습을 보였다.

“먹기 힘든 거를 어떻게 먹기 쉽게, 다른 방법으로 먹을 수 있

게”

“한줌이라든가 몇 숟가락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

요.”

“솔직히 그 계량 스푼 보다는 숟가락 1t, 2t 차 숟가락, 밥숟가

락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즘 환경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애들이 아토피 많이 생기잖아

요. 근데 제가 얼핏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임신할 때 어

떤 거 먹으면 그 유제품 먹으면 많이 먹으면 태어나면 아토피

생기는 애들도 있고 그런 의학적으로 검증된 거 그런 것도 책

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3. 고찰

본 연구에서는 먹거리시민 리더단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

였고, 일상화 과정 이론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참여 대상자들

이 교육 내용을 일상화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고 한국의 식

생활에 적응을 위한 영양 및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향후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결과, 교육 프로그램을

일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중 차이의 인식, 집단적/개

인적 설계 구조, 내면화, 등록/정당성(권리 획득), 관계적 통

합, 기술 역량의 가능성, 체계화, 집단적 평가, 개인적 평가,

재구성은 참여 대상자들로부터 관찰되어 일상화하는데 필요

한 요소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인터뷰 내에서 참여 입문, 활성화, 상호작용의 가능성,

맥락적 통합은 방해요인들이 관찰되어 향후 프로그램 진행

시 개선이 필요한 요소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 참여 입문 요소에서 참여 대상자들은 불가피한 개

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

을 때 교육 프로그램의 고정된 시간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

하였다. 특히,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인 교육의 경우 프로그

램 도중에 빠지게 되면 지난 수업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떨

어져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의 개선 방법으

로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결혼이주여

성의 집단적 성격을 고려하여 보충 수업을 행하거나 체계적

인 시간 구성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 효율적으로 교육을 습

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상호작용의

가능성의 요소에서 한국 거주기간의 차이로 생긴 조리 기술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참여자마다 교육의 난이도를 상이하

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

식생활 적응도에 따른 식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 거

주기간이 긴 결혼이민자가 짧은 결혼이민자에 비해 한식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건강한 식생활을 실

천하고 있었다(Lee 2016; Asano et al. 2015).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참여자들에게 쉬운 요리는 흥미를 떨어뜨리

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

으므로 사전 평가를 통하여 수준에 맞는 대상자별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교

육을 받을 때 언어가 가장 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한

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참여 대상

자들로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용어나 낯선 조리

방법 이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과 언어 교육을 통합하여 교육하는 방식이 언어와

문화 적응의 통합적인 동기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적합하다(국어국립원 새국어생활 제 16권 200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t al. 2005). 전문적인 용

어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언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영양지

식을 습득하는데 원활할 수 있도록 쉬운 한국어로 풀어진 해

설이나 모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조리 방법은 사진을 예

시로 들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교육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상화 과정 이론(NPT)은 개인과 다양한 환경에 걸쳐 복

잡한 개입이 적용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McEvoy et al.

2014). 일상화 과정 이론을 기반으로 실시한 노인 대상 연구

에 의하면 영양 지침을 구현하는데 나타나는 장애요인을 다

룰 수 있는 잠재적인 전략을 알아보는데 유용하였으며 일상

화 과정 이론의 요소를 행동 변화 이론과 연계한다면 이론

의 실질적인 효용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Bamford et al. 2012). Holtrop et al.(2016)의 연구에서 만

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

을 일상화 과정 이론으로 분석하여 관리 지침이 일상에 어

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본 결과, 일상화 과정 이론은 새

로운 관리 프로그램을 구현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기존 일상

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또한 교차

문화 환경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지침의 구현 가능성을

평가한 연구에서는 지침의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에 초

점을 맞출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해주는 일상화 과정 이론 구

조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Brn et al. 2015). 이러한 선행 연

구들을 살펴 보았을 때 일상화 과정 이론은 새로운 문화적

요소가 포함된 식생활 교육이 결혼이주여성에게 일상화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영양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실습을 통한 경험을 일

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로부터 인식된 가

치와 관련된 잠재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다른 우선순위

와 목표와 부합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식생활 관련 조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은 한국인가정에 비해 전통적인 한국식

식생활로 편입되는데 이때 적응과정이 비주체적으로 이루어



일상화 과정 이론에 근거한 결혼이주여성 대상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일상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331

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이는 다문화가정과 한국인 배

우자의 사회환경적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o &

Han 2012).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의 문

화에 동화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다문화 시각에서 접근

하여 영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관

용성과 배려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제도와 질서가 확립된다

면 정부와 민간단체가 효율적으로 협력하여 일상화를 위한 교

육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Kim et al. 2011).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목표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의 식

문화 적응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새롭게 유입된 다

문화가정이라는 특정한 인구집단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문

화에 적응하는데 식생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 효과를 높

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

과 다문화 관련기관의 부서별 연계를 통한 협력과 시행이 적

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 및 수도

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참여자 7명만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는 정보가 포화가 될 때까지 수

행되었으며 일상화 과정 이론을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이 새

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촉진 및 장애요인을 발

견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역

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

자 하였다. 소수의 결혼이주여성 연구참여자들로 이루어진

연구(Kim 2016; Lee 2014; Kim et al. 2011)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면적인 이해를 돕고 후속

연구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고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8년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된

먹거리시민 리더단 양성 교육을 수료한 결혼이주여성 7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고, 인터뷰 내용을 일상화

과정 이론으로 분석하여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식생활의 일

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1. 심층 인터뷰 내용을 일상화 과정 이론에 기반하여 4가

지 요소로 분석하였다. 차이의 인식 요인으로 참여 대상자들

은 한국과 모국의 식문화가 다름을 인지하고 교육 프로그램

의 개인적/집단적 목표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고 있었다.

2. 인지적 참여 요인으로 참여 대상자들은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교육의 방향을 재정비하며 개인적/집단적 목

표의 타당성을 이루는데 기여하였으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

는 교육 일정에서 통제할 수 없는 개인적 요인으로 인하여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3. 집단행동 요인으로 새로 습득한 교육 내용을 가족의 식

사 조리를 통하여 활용함으로써 기술 역량의 가능성을 보였

으나 한국어로 구성된 강의 내용 중 전문 용어에 대한 어려

움을 느껴 구체적인 설명이나 번역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

였고 조리의 난이도 조절과 적은 실습 비중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였다. 

4. 반영적 모니터링 요인으로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교

육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영양 지식 및 조리 기술

을 체계화하고 재구성하여 발전시킬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이 먹거리 시민 리더로서 다른 결혼이주여성

들의 식문화 적응을 돕고 영양 지식을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들의 프로그램의 일상화 과정을 돕는

촉진요인을 충족시킬 만큼 긍정적이었으나 장기적으로 진행

되는 교육의 물리적 어려움, 언어적 문제점, 교육 내용의 난

이도 등의 어려움이 일상화 과정의 장애요인으로 도출되었

다. 향후 개선 과제에는 개인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맞춤형

적용 및 일상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교육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관리)의 활성화 등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가정의 건강한

식생활의 일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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