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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의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데 있
다.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있어 전문가의 타당도와 사회적 인지이론을 바탕으로 유아교육기관의 매월 식단
에 포함된 제철식품 1개를 선정하여 가정연계 요리활동 프로그램(12개 차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총 12
개월 동안 월 1회 실시하였으며, 유아 29명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유아대상의 평균 연령
은 72.5개월이었다. 프로그램 적용 후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의 유아 영양
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영양지식, 식습관 향상에 효과적이며 영양교육에 가정연계 요리활동을 접목하여 활용
될 수 있는 근거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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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evaluate the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preschoolers focusing on family-linked cooking activities. After a pilot study and consultations of 
experts, a program(composed of twelve lessons) that was emphasized the right season food and 
cooking activities based on the social cognitive theory was developed. The lessons once-a-month and 
survey(pre and pro) were conducted to 29 preschoolers. The distribution of children was 72.5 
months(mean age). The post-survey after the program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ly higher effects 
on nutrition knowledge and diet habits than the comparative group. Through this, the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preschoolers based on family-linked cooking activities developed in this study is effective 
in improving preschoolers’nutrition knowledge and diet habits, and provides grounds and implications for 
applying family-linked cooking activities to nutri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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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유아기는 영아기 다음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과 발달이 왕성한 시기이다. 특히 만 5세 경에는 유아
들의 식습관이나 식품에 대한 기호가 교정되는 시기이
다[1]. 유아기 식습관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더불어 
간편식 위주의 식생활로 인한 편식, 영양 결손 또는 과
잉 등으로 영양 섭취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였다[2]. 
유아기의 1일 3끼니의 식사는 대체로 가정에서 아침과 
저녁, 유아교육기관에서 점심으로 이루어진다. 가정에
서 자녀를 위한 식사는 자녀 식품 선호도 위주의 선택
적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기 쉽다. 이에 반해 유아교
육기관은 5대 영양소 균형의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급식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교사가 급식 지도에 있어 가정의 
협조를 요청하면 부모는 2가지 반응을 보여주는데 자
녀가 음식물 섭취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선호하는 음
식만 먹어달라고 하는 경우와 가정에서 먹지 못하는 음
식을 유아교육기관에서만이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지
도해달라는 경우이다.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교사
들은 유아가 골고루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올바른 식습
관과 편식을 개선하려고 급식 지도를 하고 있다. 하지
만 교사는 유아의 식습관 지도에 한계를 느끼고, 가정
에서 유아교육기관과 일관성 있게 협조적인 지도를 기
대하고 있다[3]. 만약 유아교육기관이 가정과 연계되어 
식습관 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효과는 별로 크지 않거
나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2][4]. 왜냐하면 아무리 좋
은 식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를 하더라도 가정에서 다양
한 음식이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되었더라도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을 경우, 유아는 혼란을 겪을 수밖
에 없다. 예로 유아교육기관에서 밥 먹기가 싫어 등원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식습관 지도는 가정과 연계하여 상호협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유아기 좋지 못한 식습관인 편식은 주로 채소나 과일 
등을 재료로 한 음식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된다[3]. 특히 
유아들은 가정에서 맛보지 못한 채소, 과일일수록 유아
교육기관에서 음식으로 제공될 때 거부반응이 심하다
[5].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영양교육은 
현장에서 적용하기 쉬운 식사예절 교육이 대부분이다. 

이는 영양과 건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유아들에게 적
용할 수 있는 영양교육의 체계적인 모형을 교사들도 모
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양 및 건강 관련 분야에서 널
리 쓰이고 있는 영양교육 이론은 사회인지이론과 건강
신념모델이다. 어린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에 적용하는 모델은 발달특성 상 건강신념모델보다는 
전반적으로 사회인지이론을 적용하고 있다[6]. 사회인
지이론이란 사회학습이론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개인, 
행위, 환경이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동적인 상호
작용이므로 식습관 변화를 위해서는 행동변화 뿐 아니
라 개인, 환경이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
서 편식교정, 규칙적인 식사와 알맞은 영양섭취의 중요
성, 바른 식습관, 균형 잡힌 식품 섭취 등의 내용을 포
함한 사회인지이론 접근에 의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 

사회인지이론에 의한 영양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
고 전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은 요리활동(cooking 
activity)이다[7][8]. 요리활동은 유아가 식품을 직접 다
루면서 또래들과 협력도 할 수 있고, 맛을 본 뒤 정리하
는 과정을 거치면서 통합적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4][5][9].

국외에서는 2014년 9월부터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
으로 영국에서 「Cooking and Nutrition」, 미국에서 
「Cookshop Program」 등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
다[10]. 또한, 미국에서는 만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Color Me Healthy」영양교육 프로그램이 2002년
부터 시작해서 연 1회씩 교사교육을 포함하여 진행하
고 있다[5]. 이들은 모두 요리 수업이 주가 되는 영양교
육 프로그램으로 채소, 과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섭
취 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국내에서도 유아 66
명을 대상으로 12차례 실시한 영양교육 활동을 통해 
채소류, 콩류 등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졌다[11]. 유아들은 요리 활동을 통해 스
스로 요리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올바른 식사 방법을 배
우게 되고, 편식을 개선하게 되며, 건강을 위해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2][13]. 보편적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채
소, 과일 위주의 식단은 제철식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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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요리활동 주제로 제철식품을 접목한 교육은 유
아기에 영양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접근방법이다[8][14][15].

현재 유아교육기관에서 요리 활동을 통한 영양교육 
연구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나[7-9][13], 유아교육기관
에서 가정과 연계한 요리활동을 통한 영양교육 연구는 
소수로 이루어지고 있다[2][4][6]. 그 이유는 유아교육
기관에서 가정연계가 어렵고 번거로우며, 특히 학부모
들의 협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부모는 활
동에 대한 방법을 모르고, 가정통신문을 통한 설명 위
주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위와 같은 상반된 이유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점은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공
통적인 관심사는 영양교육과 관련하여 유아들의 식습
관과 편식 개선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통점을 활
용하여 요리활동 중심의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후,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했던 활동들을 가정에 적용
하기 쉬운 활동kit로 구성하여 제공한다면 유아들의 식
습관과 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
다.

본 연구의 특징은 어린이집 매월 식단에서 유아들이 
가장 기피하는 제철식품 중 채소나 과일류를 1개 선택
하여 섭취 증진을 행동목표로 사회인지이론에 기반 한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평가하는 데 있다. 프로그램 적용 후 어린이집에서
만 실시한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과 가정연계까지 실
시한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을 비교하여 유아의 영양
지식과 식습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발된 프
로그램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진행한 후 가정에서도 자
녀가 부모에게 다시 진행함으로써 장기적인 영양교육
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더불어 요리활동 선
정에 있어 유아교육기관 식단에서 제공하는 채소, 과일 
중심의 제철식품을 활용한 것으로, 유아와 부모 모두 
제철식품의 바람직한 영양지식과 식습관을 통한 건강
증진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로
그램의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로

그램이 유아의 영양지식에 미치는 효과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로
그램이 유아의 식습관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Ⅱ. 방법

1.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유아의 식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학부모의 입장과 성장하면서 유
아교육기관과 가정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가장 많은 영
향을 받는 유아들의 입장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유
아교육기관에 제공되는 매월 식단 중 제철식품의 목록
을 중심으로 식품기호도 조사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교사와 조리사를 대상으로 유아들이 좋아하고 싫어하
는 채소, 과일을 조사하였다. 5점 척도로 매우 좋아한다
(5점)는 것에서 매우 싫어한다(1점) 중 체크하도록 하였
다. 체크리스트 결과 유아들이 가장 기피하는 음식인 
채소, 과일 중 1순위 1개를 선정하였다. 가정연계 요리
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의 모형으로 
[16]가 제안한 교육과정 모형인 요구진단, 목표설정, 내
용선정, 내용조직, 학습경험의 선정과 조직, 평가단계를 
참고하였다[11][13]. 그리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17][18]에 수록된 영유아 대상으로 이루
어지는 요리활동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활동 실제 
등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19].

구체적으로 첫째, 본 프로그램의 교육목적은 어린이
집에서 실시한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가
정에서도 반복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가정에 다양한 음
식을 제공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실
시한 요리활동 그대로 유아가 주도하에 영양교육을 한
다. 둘째, 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을 통해 유아가 제철식품의 영양지식을 
이해하고 골고루 먹는 식습관을 향상하는 데 있다. 셋
째, 프로그램 내용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17][18]에 수록된 건강생활영역의 내용체계로
부터 주요 연계점을 얻을 수 있었다. 각기 2개 내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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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선정하여 총 7개 요소별로 구성하였다. 최종 요리
활동 목록은 [표 1]과 같다. 

표 1. 프로그램에 사용된 최종 요리활동 목록

다섯째, 교수․학습방법은 사회인지이론의 3가지 요인
에서 각기 2요소씩 선정하여 총 6개 요소별(개인적 요
인: 기대와 가치, 자기만족감, 행동적 요인: 행동능력, 
자기 통제력, 환경적 요인: 강화, 관찰학습)로 반영하여 

도입, 전개, 마무리, 평가단계로 구성하였다
[2][3][6][20].

개발한 프로그램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유아교육전
공 교수 2인과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전문가 2인, 현
장교사 2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적용 타당성을 검
증하였고, 구성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과 시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 유무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5가지 평
가 기준은 첫째, 프로그램의 내용이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한가?, 둘째, 가정연계를 통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의 내용구성이 적절한가?, 셋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
게 구성되었는가?, 넷째, 교수·학습 방법이 실제 유아교
육기관과 가정에서 적용하기 적합한가?, 다섯째, 실제 
활동전개에 있어 도입-전개-마무리 구성이 적절한가?
이며,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4점 이상으로 결과가 나
왔으며, 전문가와 협의한 결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
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
육 프로그램 최종안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목적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으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유아
의 영양지식, 식습관을 향상하는 것이다. 

목표 ➜
가정연계 요리활동을 통해 건강과 제철식품의 관계를 이해하고 다
양한 요리활동을 경험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증진한다.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연계를 통하여 요리활동을 지속적이고 반
복적으로 경험하여 영양지식과 식습관을 증진한다. 

교육
내용 ➜

제철식품과 영양의 중요성 알기
건강한 음식, 안전한 음식 알기
5대 영양소와 식품의 관계 알기
제철식품 요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알기
바람직한 식사태도 인식하기
제철식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갖기
제철식품 즐겁게 식사하기
다양한 음식 골고루 식사하기

교수
·

학습
방법

➜

요리활동 참여하기(도입-전개-마무리)
- 이야기 나누기, 흥미유발하기
- 식습관에 대해 가치부여 하기
- 환경, 관찰학습, 강화 이용하기
- 자기만족감에 따른 자기통제하기
교사의 역할(동기유발자, 환경준비자, 상호작용자, 호응의 지원자, 
시범자, 평가자)
부모의 역할(동기유발자, 환경준비자, 상호작용자, 호응의 지원자)

평가 ➜
유아에 대한 평가(영양지식, 식습관)
교사에 대한 평가(유아와 함께하는 요리활동)
부모에 대한 평가(자녀와 함께하는 요리활동)

그림 1.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로그램 모형

순차 주제 활동명 요리형태 내용요소별 활동내용 가정연계
활동

3월-1 봄동 봄동나
물

절이기/
썰기/

버무리기

영양지식 :　제철식품과 
영양의 중요성 알기
식습관 : 제철식품 즐겁
게 식사하기

엄마, 아빠랑 
봄동나물을 

만들어 
보아요 

4월-2 오이 오이소
박이

절이기/
썰기/

버무리기

영양지식 : 제철식품 경
험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
향 알기
식습관 :　바람직한 식사
태도 인식하기

내가 만든 
오이무침

엄마, 아빠랑 
함께 먹기

5월-3 마늘쫑 마늘쫑 
볶음 썰기/볶기

영양지식 : 5대 영양소와 
식품의 관계 알기
식습관 : 다양한 음식 골
고루 식사하기

마늘쫑 볶음 
만드는 법 

엄마, 아빠께 
알려주기

6월-4 감자 감자고
로케

으꺠기/
섞기/

반죽/굽기

영양지식 : 건강한 식품
과 안전한 음식 알기
식습관 : 바람직한 식사
태도 인식하기

내가 
감자샐러드를 

만들어 
보아요

7월-5 수박 수박화
채 썰기/섞기

영양지식 : 건강한 음식, 
안전한 음식알기
식습관 : 제철식품에 대
해 감사하는 마음 갖기

수박화채 
만들어 

엄마, 아빠 
초대하기

8월-6 근대 근대나
물

썰기/
데치기/
무치기

영양지식:　 제철식품과 
영양의 중요성 알기
식습관 : 제철식품 즐겁
게 식사하기

엄마, 아빠랑 
근대나물을 

만들어 
보아요

9월-7 쌀 송편 반죽/
빚기/찌기

영양지식 :　제철식품 경
험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
향 알기

내가 만든 
송편, 

9월-7 쌀 송편
반죽/
빚기/
찌기

식습관 : 제철식품에 대
해 감사하는 마음 갖기

엄마, 아빠가 
만든 송편

10월-8 연근
연근

동그랑
땡

섞기/
반죽/
지지기

영양지식 : 5대 영양소와 
식품의 관계 알기
식습관 : 바림직한 식사
태도 인식하기

내가 만든 
연근계란찜

11월-9 무 무피클 썰기/섞기

영양지식 : 제철식품 경
험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
향 알기
식습관 : 다양한 음식 골
고루 식사하기

무피클을 
만들어 엄마, 

아빠께 
드리기

12월-10 단호박 단호박
찜케잌

으깨기/
섞기/
찌기

영양지식 : 5대 영양소와 
식품의 관계 알기
식습관 : 바림직한 식사
태도 인식하기

단호박 
구이를 함께 

먹어요

1월-11 유자 유자청 썰기/섞기

영양지식:　 제철식품과 
영양의 중요성 알기
식습관 : 제철식품 즐겁
게 식사하기

유자청을 
엄마, 아빠랑 

만들어요

2월-12 냉이 냉이찜
케잌

찧기/
버무리기/

찌기

영양지식 : 건강한 식품
과 안전한 음식 알기
식습관 : 바람직한 식사
태도 인식하기

엄마, 아빠랑 
냉이국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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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은 매달 식단에 제공되는 제철식품 1가지
를 새로운 친구로 간주하고 도입은 ‘제철식품 친구를 
알아보아요.’, 전개는 ‘제철식품 요리하기’, 마무리는 ‘제
철식품과 더 친해지고 싶어요.’ 라는 활동으로 진행하였
다. 가정에서 유아가 친구를 사귀면서 알게 되는 지식
을 부모에게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요리활동을 하였
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요리활동의 주체자가 아니라 
자녀가 주체자가 되어 부모와 함께 활동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정에서는 제철식품을 활용한 체험활동
(마트에서 직접 장보기, 제철식품 퀴즈 등), 요리활동, 
나의 요리 소개하기 등을 접목해 교육효과를 높였다. 

2. 프로그램 진행 및 타당도 평가
2.1 프로그램 진행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

육 프로그램이 유아교육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연구를 시작으로 효과 검증을 하였다. 연구의 
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검사도구의 
적절성 ⇀ 예비연구 ↼ 프로그램의 

적절성

영양교육 
교사,부모역할 

숙지
⇀ 교사교육

실험집단 학부모 영양교육 실시 ↼
교사, 부모

영양교육 이해도 
파악

사전검사

프로그램 실시

실험집단
유아교육기관, 가정에서 
요리활동을 중심으로 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비교집단
어린이집내에서만 

요리활동을 중심으로 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사후검사

자료분석

그림 2.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로그램 효과 검증
의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S어린이집 만 5세, 2반 유아
(실험집단 14명, 비교집단 15명)로 선정하였으며,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의 배정을 위하여 각 가정에 프로그램
에 대한 취지와 연계 방안을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였
다. 두 학급의 월령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영양지식, 식습
관 사전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근거로 두 개의 동질집
단으로 나누었다.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
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29가정 중 실험집단과 
어린이집내에서만 실시할 비교집단을 임의 배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월령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 평균월령(n=29)

집단
성별

전체 평균월령 SD t
남 여

실험집단 6 8 14 72.11 2.88
-1.02

비교집단 9 7 15 73.00 2.98

2.2 연구도구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유아

의 영양지식, 식습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미국 전국 낙농협회(National 
Dairy Council)와 아이오와 주립대학(Iowa State 
University)이 공동으로 개발한 유아용 영양지식 검사
지(Nutrition Achievement Test)를 수정, 보완한 
[21]의 검사 도구를 기초로 한 [6][20][22]의 유아용 영
양지식 검사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영양지식 검사 도구
로 사용하였다. 식습관 검사 도구는 관련 선행 연구들
[2][23-25]을 기초로 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2.3 연구절차
예비검사는 본 검사도구의 적절성과 소요 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대상 반이 아닌 만 5세 유아 3명
을 대상으로 총 2회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에서 실시하
였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한 예비 실험을 하
여 프로그램이 유아의 발달 단계 적합도, 활동의 흥미
도, 요리활동 시간과의 적절성 등을 유아교육기관과 가
정 모두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교육은 2019년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5
회기로 진행하였으며, 부모교육은 2019년 2월 18일부
터 20일까지 3회기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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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는 2019년 2월 18일부터 2월 22일 사이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유아들을 대상으로 영양지식, 식
습관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실시하였다.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의 영양지식, 식습관 사전점수를 차이를 
비교한 결과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이 영양지식, 식습관에서 서로 동질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2.4 프로그램 적용
프로그램은 사전검사 종료 후 2019년 3월부터 2020

년 2월까지 매월 1회씩 총 12회기를 실시하였다. 실험
집단은 매월 1회 가정에서도 요리활동을 통한 영양교
육을 실시하였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다. 비교집단은 매월 1회 어린이집에서만 요리활동
을 통한 영양교육을 실시하였고, 담임교사가 진행하였
다. 실험집단 활동의 예는 [표 3]과 같다.

표 3. 실험집단 활동의 예

2.5 사후검사
본 연구에서는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

로그램이 유아의 영양지식, 식습관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사후검사를 프로그램 적용이 끝난 직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2일부터 
6일까지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2.6 자료분석
가정연계 요리활동을 통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

시하기 전에 유아의 영양지식, 식습관 사전점수에 대한 
동질성을 알아보고자, 실험처치 후 두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처리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본 연구는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로그
램이 유아의 영양지식,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변인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1.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영양지식에 미치는 효과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 사전·사후 영양지식에 변화를 비교 분

활동명 송편을 만들어 보아요 시기 2019. 9월
주 제 제철식품 – 쌀 소요시간 40분

목 표 1. 식품군별의 종류와 식사량을 알 수 있다.
2. 스스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 

구성
요소

영양지식의 이해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
제철식품 경험으로 건강에 미치
는 영향 알기

제철식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갖기

준비물

요리재료

․반죽(노랑):멥쌀가루2cup,소금2g,단호박(노랑)60g,뜨거
운물(약5T),반죽(흰색):멥쌀가루2cup,소금2g,뜨거운물
(약6T)
․깨앙금 : 통깨1/2cup,설탕1/2cup
․밤앙금 : 깐밤 10개, 설탕 4T, 물1/2cup, 
 소금약간 ․차가운물, 참기름 약간

요리
도구

앞치마, 머리수건, 도마, 칼, 볼, 찜솥, 면보, 비닐장갑, 숟
가락, 위생봉투,솔잎

학습
도구 요리활동 자료, 식품구성탑 유인물, 활동지

단계 활동내용

도입

어린이집에서 배부한 제철식품 요리활동 Kit로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엄마, 아빠 흰쌀과 현미는 어떻게 다를까요?
- 엄마, 아빠에게 동화책을 보여주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본
다.
- 그래 이렇게 벼에서 현미가 되고 백미가 되는 것을 엄마도 몰랐는
데 알려줘서 고마워~~. 엄마랑, 아빠랑 함께 색칠도 하고 이름도 써
야 해요. 
- 이름을 써 주니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황금똥을 눌 수 있다고 
하네. 
엄마랑 요리를 하기 전에 어린이집에서 제철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 활동에 대한 책을 토대로 이야기 나누기를 한다. 
어린이집에서 대여해 준 ‘쌀이 된 프랭키’라는 책을 자녀와 함께 읽
어본다. 자녀에게 쌀로 만들 수 있는 요리 중 어린이집에서 만든 송
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지역별로 다양한 모양의 송편 퀴즈를 
통해 오늘 요리활동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고 싶은지 이야기를 한다.

전개

‘송편’만들기 : 어린이집에서 배부한 쌀가루를 가지고 요리를 시작한
다. 
엄마, 아빠와 함께 탄수화물에 해당 되는 쌀로 요리를 해본다.
쌀은 어느 계절에 나올까요?
쌀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요리재료, 도구의 이름과 기능을 알아본다.
요리활동지를 보고 지켜야 할 약속을 알아본다.

전개

즐겁게 요리활동을 전개하기
오늘은 준비된 쌀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송편을 만들 수 있는 반죽을 할까요? - 무엇을 넣어 
섞어볼까요?
무슨 색의 반죽을 만들고 싶어요?
맛은 어떻게 될까? 색깔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과 만든 송편을 접시에 예쁘게 담고 사진을 찍는다. 함께 먹
으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한
다.

마무리
접시에 담긴 송편을 집안 웃어른께 드리고 가족과 함께 맛있게 맛보
기
엄마랑 함께 했던 요리도구 및 주변 정리하는 것 도와드리기

유의점 제철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스마트 폰으로 보여주기보다
는 실제 마트에 가서 찾아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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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결과 [표 4]와 같다.

표 4.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영양지식 변화 비교   (n=29)

 집단 실험집단
M(SD)

비교집단
M(SD) t

사전검사 9.45(1.22) 9.40(1.56) .20

사후검사 11.02(.87) 9.99(1.32) 5.07*

 *p<.05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영양지식에서 실험집단(M=9.45, 
SD=1.22)과 비교집단(M=9.40, SD=1.56)의 사전검사
를 비교한 결과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사에서 가정과 연계한 요리활동 중
심 영양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M=11.02, 
SD=.87)과 비교집단(M=9.99, SD=1.32)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07, p<.05)

다음으로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로그
램이 유아의 영양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 점수 차이를 비교하
여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영양지식의 집단별 사전·사후 차이에 대한 비교   (n=29)

영양
지식

실험집단 비교집단

t사전
M

(SD)

사후
M

(SD)

사전
사후
차이
M

(SD)

사전
M

(SD)

사후
M

(SD)

사전사
후차이

M
(SD)

성장과 
영양

2.95
(.21)

3.11
(.05)

3.10
(.18)

2.65
(.81)

2.88
(.82)

2.75
(.64) 2.51*

음식과 
영양

1.86
(.35)

2.92
(.39)

2.35
(.60)

1.98
(.46)

2.45
(.69)

2.22
(.75) 7.06**

음식과 
문화

2.18
(.79)

2.86
(.35)

2.51
(.89)

2.19
(.77)

2.47
(.75)

2.32
(.75) 3.42**

음식의 
안전

2.45
(.67)

2.91
(.28)

2.67
(.24)

2.43
(.65)

2.65
(.67)

2.52
(.68) 2.75*

영양지
식총점

9.45
(1.22)

11.02
(.87)

10.24
(.84)

9.40
(1.56)

9.99
(1.32)

9.68
(1.27) 5.11*

*p<.05, **p<.01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양지식 사전·사후검사 
차이에 있어서 실험집단(M=10.24, SD=.84)과 비교집
단(M=9.68, SD=1.27)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11, p<.05). 이러한 결과
는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유아

의 영양지식을 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양지식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성장
과 영양’ 사전·사후검사 차이에서 실험집단(M=3.10, 
SD=.18)과 비교집단(M=2.75, SD=.64)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51, 
p<.05). 둘째, ‘음식과 영양’ 사전·사후검사 차이에서 실
험집단(M=2.35, SD=.60)과 비교집단(M=2.22, 
SD=.75)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7.06, p<.01). 셋째, ‘음식과 문화’ 사전·사
후검사 차이에서 실험집단(M=2.51, SD=.89)과 비교집
단(M=2.32, SD=.75)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42, p<.01). 

마지막으로 ‘음식의 안전’ 사전·사후검사 차이에서 실
험집단(M=2.67, SD=.24)과 비교집단(M=2.52, 
SD=.68)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75, p<.05).

2.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식습관에 미치는 효과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 사전·사후 식습관에 변화를 비교 분석
한 결과 [표 6]과 같다. 

표 6.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식습관 변화 비교     (n=29)

 집단 실험집단
M(SD)

비교집단
M(SD) t

사전검사 8.14(1.39) 8.24(1.01) -.58

사후검사 8.71(.89) 8.39(.99) 3.07*

*p<.05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식습관에서 실험집단
(M=8.14, SD=1.39)과 비교집단(M=8.24, SD=1.01)의 
사전검사를 비교한 결과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
(M=8.71, SD=.89)과 비교집단(M=8.39, SD=.99)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07, p<.05)

다음으로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로그
램이 유아의 식습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
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 점수 차이를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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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식습관의 집단별 사전·사후 차이에 대한 비교  (n=29)

식습관

실험집단 비교집단

t사전M
(SD)

사후
M

(SD)

사전사후
차이
M

(SD)

사전M
(SD)

사후
M

(SD)

사전사
후차이

M
(SD)

음식에 
대한 
태도

2.64
(.66)

3.01
(.02)

2.81
(.31)

2.66
(.64)

2.88
(.23)

2.63
(.63) 3.33*

식사
예절

2.86
(.33)

2.93
(.22)

2.84
(.20)

2.90
(.21)

2.68
(.51)

2.74
(.42) 1.12

위생 2.64
(.55)

2.75
(.44)

2.63
(.49)

2.68
(.51)

2.73
(.41)

2.71
(.39) .63

식습관
총점

8.14
(1.39)

8.71
(.89)

8.40
(1.21)

8.24
(1.01)

8.39
(.99)

8.30
(.96) 2.98*

*p<.05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식습관 사전·사후검사 
차이에서 실험집단(M=8.40, SD=1.21)과 비교집단
(M=8.30, SD=.96)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98, p<.05). 이러한 결과는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식습관을 바람직하게 형성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식습관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첫
째, ‘음식에 대한 태도’ 사전·사후검사 차이에서 실험집
단(M=2.81, SD=.31)과 비교집단(M=2.63, SD=.63)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33, p<.05). 둘째, ‘식사예절’ 사전·사후검사 차이
에서 실험집단(M=2.84, SD=.20)과 비교집단(M=2.74, 
SD=.42)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12, p>.05). 마지막으로 ‘위생’ 사전·사후
검사 차이에 서 실험집단(M=2.63, SD=.49)과 비교집
단(M=2.71, SD=.39)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63, p>.05). 

Ⅳ. 논의

본 연구는 [16]가 제안한 교육과정 모형과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17][18]에 수록된 것
을 바탕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대상 요리활동
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활동 실제 등을 참고하였
고,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하여 만 5세 유아의 가정연계
요리활동에 중심을 두고 유아교육기관과 가정 간 연계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의 구성을 살펴보면 첫
째, 유아 영양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지식, 태도, 기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이론적 기술을 토대로 영양
지식, 식습관에 대해 중점적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유아교육기관의 영양교육 내용은 식태도
와 식사예절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6][26]. 
그러나 유아의 영양교육은 식태도 및 식사예절뿐만 아
니라 영양지식과 식행동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
다는 연구를 토대로[27][28] 영양교육의 내용을 면밀히 
조직하여 영양지식, 식습관을 다루는 근본적인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현대 식습관의 문제점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음식 문화 속에서 가정연
계 요리활동 중심의 영양교육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및 실천을 위한 유아대상 영양교육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유아기 영양교육은 유아
교육기관의 일방적인 관계보다 가정과 상호호혜적인 
관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6]의 연구와 일치한다. 둘
째,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요리활동 중심의 교수·
학습 단계는 도입, 전개, 마무리 3단계로 단계적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는 연구들[6][10][13]의 결과를 유아교
육기관과 가정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
하여 J시 만 5세 유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총 29명에게 사전·사후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첫째, 
영양지식 점수가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
미하게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2][14][29]의 가정
연계 요리활동을 통하여 유아의 영양지식이 긍정적으
로 변화되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영양지식을 위한 매체로 책이나 멀티를 활용
한 간접교육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 비록 매월 1회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에서 실시한 단일성 요리활동이지
만, 직접경험을 통한 반복교육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
온 것이라 사료된다. 이는 유아들의 영양지식은 유아교
육기관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일관성 있
는 경험을 통한 반복적인 영양교육으로 지속하여야 한
다는[6] 연구에 주목하게 한다. 본 연구의 차별화는 가
정연계를 통하여 부모들도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한 
활동Kit(실물자료, 활동지, 동화 등)로 자녀가 요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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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알게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설명하는 영양지식
(성장과 영양, 음식과 영양, 음식과 문화, 음식의 안전)
을 공유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와 바람직한 영양지식 습득을 위해 긍
정적인 상호작용을 도모하게 된다. 

둘째, 가정연계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식습관 점수가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
하여 유의미하게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본 연구
에서 주목만 할 결과는 식습관 중에서도 식사예절이나 
위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음식에 대
한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결국 유
아의 식습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상은 부모
라는 것을 인식 시켜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유아의 
식습관 개선에는 유아교육기관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식습관 지도에 부모로서 지식과 역할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가정연계를 통해 식품에 대한 태도, 식품의 
영양가에 대한 지식 등 자녀의 식습관에 긍정적 효과를 
보인 [1][2][4][3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정과 연
계한 요리활동 중심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식습관 지도 
중 음식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일관성 있는 식습관 지도를 조성하고, 부모와 함께 요
리한 음식이 가정의 일상적 식사시간으로 쉽게 전이되
면서 식습관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과 연계한 요리활동 중심의 영양교육 선행연구
는 거의 없으나 본 연구를 통해 영양교육 프로그램은 
유아교육기관과 가정간의 연계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경험 중심의 요리활동이 보다 일상생활에 
가까운 환경적 변인을 제공하여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바림직한 형성을 도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부모가 프로그램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자녀가 주도하는 요리활동을 영양교육 
프로그램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가정도 유아교육기관
과 연계하여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그 사회적 타당도 또한 검증하였다. 그러나 가
정과 연계한 요리활동 중심의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에 있어 선행연구가 한정되어 있기에 본 연구에서 개
발된 가정연계 요리활동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검증할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함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 기초하여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의 발달적 
능력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더 
어린 연령인 만 3세, 만 4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영양교육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려면 기존의 검사 도구를 수정, 보완하게 사용
하기보다는 식생활의 의식, 유행 등을 고려한 연령별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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