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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고등학교 가정과(기술·가정 교과의 가정생활 영역) 교육과정에서는 식생활 문화를 내용체계에 

포함시키고, 식생활교육지원법과 같은 국가 수준의 법안을 학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24]. 

하지만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에서[4], 식생활 문화 관련 대부분의 내용이 지식을 소

개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학생들의 실천을 유도하는 교육내용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

식위주가 아니라 실천을 유도하는 식생활 문화 교육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식생활 문화 수업

안의 개발이 필요하다[25]. 전통 식생활 교육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및 요구도 조사에 의하면[22],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전통 식생활 교육은 필요하며,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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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 ‘game guides’ were also developed. High school students who studied the game-based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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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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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연·채정현

었으나, 교수·학습방법은 주로 강의식 설명위주로 진행하는 경

우가 가장 많았기에 학생들은 좀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생활 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지식 위주가 아닌 학생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생

활 교육을 위해서 주제 중심적 접근과 생활 속에서의 실천 및 경

험의 통합이 강조되고 있다[13]. 고등학생의 식생활 교육에 대한 

요구도 연구에서 식생활교육에 대한 흥미가 높을수록 필요성 인

식, 활용도, 요구도, 실천도가 높아지므로 쉽고 흥미로운 내용으

로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하였다[20]. 하지만 

여러 연구들[8, 18, 27, 29]에서 학생들은 식생활 단원의 수업에 

흥미와 관심은 있지만 실제로는 이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어려워

하고 지루해하고 있다.

식생활 문화를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이해하고 오래 기억하

여 실생활에서 실천하게 하려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인지

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정의적, 심동적 방법을 통합하여 수업에 적

극 참여하게 하고 수업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는 수업

방법이 필요하다[3].

게임을 활용한 학습방법은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인지적

인 방법뿐만 아니라 정의적, 심동적 방법을 통합하여 학생들이 수

업에 재미를 느껴서 적극 참여하고 수업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오

래 기억하게 하는 수업 방법의 하나이다. 게임을 활용한 학습 방

법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 이 방법은 정의적 영역인 학생들의 

태도[17], 자신감[33, 34], 흥미[34]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적 영역인 학업 성취도 향상[34]과 

기억력 향상[23], 그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26]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가정과 교사는 식생활수업 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

여 쉽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주의집중을 유도하는 수업을 진행하

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였다[21].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식상차림 카드’와 ‘세계의 음식문화 카드’를 

제작하고 카드를 활용한 활동과제와 게임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16개 국가의 식생활 문화를 쉽게 접근하기 위

한 혁신적인 수업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음

식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도록 게임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

정안을 개발하고 가정과 수업에 적용하여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 정도, 학습 내용 이해 정도, 수업의 장·단점으로 

수업을 평가하는데 있다.

이론적 배경

1. 게임 기반 학습

1) 게임 기반 학습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게임 기반 학습은 이미 제작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게임의 내용

에 따라서 수업을 구성하거나, 수업의 내용에 맞는 콘텐츠를 선별

하여 부분적으로 수업에 적용하는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방법

을 말한다. 즉, 게임을 활용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주면

서 학업의 성취를 도모하는 교수·학습체제를 의미한다[33].

게임 기반 학습을 설계하거나 개발하거나 혹은 교실에서 진행

하려고 할 때 참고가 되는 이론[1]에는 Reigeluth [32]의 정교화 

이론, Gagne의 9가지 교수사태[7], 구성주의 학습이론, Bruner 

[2]의 문화구성주의가 있다.

첫째, 정교화 이론은 게임기반 학습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참고

가 되는 조직된 기준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1]. 정교화 이론[32]

의 요지는 학습자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잘 습득하게 하는

데 의미 있는 내용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학습의 전이

나 기억에 교대로 도움을 줄 것이라는 데에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수업의 적절한 순서이며, 이는 학습자 동

기를 증가시키며, 안정적인 인지구조형성을 하게 한다. 정교화 이

론의 전략들이 추구하는 바는 학습자가 자신의 인지구조를 의미 

있고, 서로 연결된 아이디어의 체계로 구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다. 즉, 정교화이론이 제시하는 교수내용의 선택, 계열화, 요약, 

종합에 관한 전략들은 교수 설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처방전을 제

시하고 있다.

둘째, Gagne의 교수 사태[7] 9가지는 게임기반 학습에서 그

대로 적용될 수 있다[1]. 교수사태란 수업장면에서 교사가 학습

의 사태를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학습이 일어나

는 시기에 학습자 주위의 자극장면을 공간적 차원에서 적절히 배

열한 것이다. Gagne는 수업 사태를 9단계, 즉 (1) 주의집중 유도

하기, (2) 학습자에게 목표를 알려주기, (3) 선수학습의 회상을 자

극하기, (4) 자극을 제시하기, (5) 학습 안내 하기, (6) 수행을 유

도하기, (7) 피드백을 제공하기, (8) 수행을 평가하기, (9) 파지와 

전이를 증진시키기로 나누고 9가지의 사태들이 학습의 내적과정

을 돕기 위한 외적인 도움을 주는 하나의 가능한 방법들임을 주장

하면서, 이들 각 사태들의 구체적 특성은 학습이 의도하는 능력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교수의 9가지 사태들은 

하나의 학습능력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수를 계열화하는 기본적 

원리들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즉, 효과적인 학습을 유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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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내적인 인지 과정인 (1) 수용, (2) 기

대, (3) 작동기억으로의 인출, (4) 선택적 지각, (5) 의미론적 약호

화, (6) 반응, (7) 강화, (8) 인출과 강화, (9) 인출과 일반화를 촉

진할 수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수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구성주의의 주된 관심은 인식의 대상(object)은 무엇인

가(what is known)와 인식은 어떻게 해서 성립하는가(how it is 

known)의 두 물음을 설명하려는 존재론과 인식론적 철학에 근거

를 둔 학문으로 지식의 본질은 무엇이며, 지식은 어떻게 구성되

며, 지식이 구성되었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

다. 학습은 사람들과 환경 사이에서의 경험과 상호작용으로 야기

되는 변화 속에서 발생한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학습이 유일하게 

내재하는 배경지식의 결과나, 순수하게 외부 동기의 결과가 아니

라, 매시간 주변 세계에서 계획적으로 서로에게 상호작용하는 사

람들이 존재하는 인접한 절차라 보고 있다.

구성주의는 학습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 있으므로 게

임기반 학습의 개념과 기초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1) 지식

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된다. (2) 학습은 학습

자가 역할을 맡아 활동하는 것이다. (3) 학습은 발전을 이루게 된

다. (4) 지식은 타인들과의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나타난다. 그리

고 (5) 학습은 실습 커뮤니티의 틀에서 영향을 받는다.

넷째, Bruner [2]는 문화의 주요한 특징을 전개하고, 이것이 

교육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문제를 탐색하여 이론을 제시하

였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교육은 단순히 잘 관리된 정보처리에 

대한 기술적 사업이 아니고, 교실에 ‘학습이론’을 단순히 적용하

거나 과목중심의 ‘성취검사’의 결과를 사용하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에 그 구성원들의 욕구

를 맞추고 구성원들과 앎의 방식들을 문화의 요구에 맞추는 복잡

한 추구과정이다. Bruner의 목표는 교육을 적절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좀 더 넓은 문화적 맥락(context)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2) 게임 기반 학습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게임을 활용한 학습에 대한 연구는 학습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

와 학습 효과의 요인들과의 관계를 모형으로 검증한 연구, 게임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연구로 나눠볼 수 있다.

학습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수학, 영

어, 음악, 역사, 재량교과로 진행되었다. 수학교과에서 곱셈 기호

와 나눗셈 기호의 생략 과정을 재미있게 학습하도록 하기 위한 방

안으로 카드 게임을 고안하고, 이를 활용한 수업을 시행한 결과, 

카드 게임이 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음

을 관찰하였다[5]. 그리고 카드 게임을 시행하는 동안 학생들 간

의 협력 학습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오개념이 즉각적으로 확

인되고 교정되었으며, 연산 기호를 생략하는 과정 뿐 아니라 그 

역과정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5]. 

음악교과에서는 음악교육용 리듬게임을 제작하여 적용한 후 반복

적인 멜로디 패턴의 노트설계를 통해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며, 시각, 청각, 촉각의 공감각적 이해를 통해 음악 감상교

육의 효과 및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었다[30]. 초등 과학

교과에서는 게임을 활용한 수업이 외래생물에 대한 인식, 학습동

기, 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학생들이 수업에 대

해 재미있어 했으며,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

었음을 확인하였다[31]. 스마트폰을 이용한 일반인의 기억력 향

상을 위한 기능성 게임은 남성과 여성, 초·중·고·대학생, 자

영업, 사무직, 서비스, 연구원 직종에서 기억력 향상에 효과가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23].

게임제작을 통한 학습 효과의 요인들과의 관계를 모형으로 검

증한 연구[26]는 과제난이도,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의 하위요

인으로 이루어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동기와 학습태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하였다.

게임을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에는 교육용 

게임 모델 제시[16], 수학 교수·학습이론인 Realistic Mathematics 

Education (RME)을 기반이론으로 하여 초등 기하 교육용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19]이 있다.

이와 같이 게임을 활용한 학습은 주로 초등학교와 수학, 영어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의적 영역인 학생들의 태도, 자신

감, 흥미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지적 영역인 학업 

성취도 향상, 기억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식생활 문화 

1) 식생활 문화의 개념

식생활 문화는 식생활에 관한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문화

에 대한 정의를 보면, 문화인류학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인간고유의 총체적인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법률, 풍습 등 사회의 

성인으로서 인간에 의해서 학습되고 획득된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한 복합체의 전체이며, 후천적·역사적으로 형성된 외면적이

고 내면적인 생활양식의 체계인데, 한 집단 또는 특정한 일부 사

람은 그 문화를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문화를 가짐으로써 

비로소 인간다움을 구분 짓게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14]. 즉, 문

화란 인간이 자라면서 배우는 생활방식이다[6]. 한편, 식생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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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것과 관련된 생활행위이며, 어떤 지역에서 인간이 자라면서 

배우는 먹는 것과 관련된 생활방식[6]이라고 할 수 있다.

식생활 문화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정의내

리고 있다. Kim 등[15]은 한 민족이 서로 같은 환경과 역사 속

에서 개인과 그 지역에서 먹는 것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행동 양식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저장, 가공, 조리, 식기와 조리 도구, 상차림, 식습관과 기호, 영

양, 위생, 관행, 사고방식 등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Kang 등[9]은 식량의 생산과 조리 가공, 식사양식과 의례음식

의 규범, 식사관리의 관행, 식사용구 및 주방용구 등 식생활에 

관계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각각의 

민족이 사용하는 기본식량은 그 고장의 토양과 기후조건에 따라

서 결정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에서 식생활 문화의 

공통적인 정의는 먹는 것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광범위하게 포

함하고 있다는 것이고, 환경과 역사 속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이러한 절대성에

서 식생활 문화는 발생하게 되었고, 식생활 문화는 인간에게 영양

학적 생리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심리학자 매슬로(Maslow)가 말하는 인간의 욕구 단계설에서 가

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음식, 물 등은 생존에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에게 있어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인간에게 있어 음식은 동물과 같은 생명

유지를 위한 것 이외에 심리적 충족감을 갖게 하고 사회적으로 인

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류는 그

들의 생활 안에서 맛 좋고, 영양 좋은 양질의 음식을 만들고, 즐기

는 데 있어 온갖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한 나라의 전통

음식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전수받은 고유한 조리법으로 만들어

진 그 민족의 고유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여러 

민족은 음식과 함께 모든 희로애락을 나누며, 통과의례 때나 종

교의식과 관계된 규범 안에서도 음식관행은 식생활 문화의 중요

한 요소이고, 그 내면에는 역사를 거쳐 온 고유하고 사회적인 의

미가 깊이 내재되어 있다[14]. 즉, 프랑스 부리야 사바랭(Brillat-

Savarin)의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이야기하면 나는 당신이 어

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겠다”라는 말처럼 식생활 문화는 집단의 문

화적 특성을 나타내는[6]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식생활 문화 교육의 의의

종래에는 식과 사람의 관계를 주로 영양학, 특히 영양소적이며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추구되어 왔으나 현대 사회의 식생활 구조

는 경제·사회구조·소득·식량정책·산업기술·조리기술·식

습관·사교적 측면·문화 등 많은 요인이 복잡하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형성되고 있으므로 학제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특

히, 식생활 문화를 충분히 이해해야만 앞으로의 식생활 문제를 바

르게 논할 수 있으므로[28] 식생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식생활 문화는 음식 재료의 획득방법과 종류, 식품의 가

공법과 조리법, 식기류, 상차림 및 음식을 먹는 방법 등에 대한 정

보를 주기 때문에 식생활 문화를 통해 한 국가의 역사, 관습, 전통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나라 사람들과 보다 친밀해지

는 계기가 될 수 있다[15].

이에 따라 식생활 문화 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식생활 문화를 관련 요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으

며,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식생활 문화를 학습해봄으로써 

식생활 문제를 바르게 논할 수 있으며, 글로벌 시대에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다. ‘식생활’은 가정교과에

서 꾸준히 다뤄온 내용이기도 하면서 ‘식생활’에 대한 접근을 과

거에는 영양적, 생리학적 관점에서 다루었지만, 현재에는 ‘식생활 

문화’라는 문화적인 관점으로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등을 고

려하여 학제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Class Topics & Learning Objectives

Period Class topic Learning objective

1-2 What should I do with regard to our country's · I can describe the history of Korean food culture.

food culture to form a healthy eating culture? · I can understand the kinds of traditional Korean food table settings and configure the Korean diet.

· I can understand the excellence of Korean food culture.

3-7 What should I do with regard to the food culture · I can describe factors influencing the food culture of different countries.

of other countries to form a healthy eating culture? · I can explain the characteristics and typical foods of each country food.

· I can create a start-up business plan.

· I can cook start-up business items.

· I can cultivate the ability to form healthy eating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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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생활 교육 관련 선행연구 고찰

가정교과에서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연구에는 식생활 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 연구, 교과서 분석 연구, 교

수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과정안을 개발하여 실행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 등이 있다.

식생활 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로는 

수업컨설팅 및 식생활수업에 대한 가정과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21], 중학생의 전통 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를 조

사한 연구[22], 대구·경북지역 고등학생의 식생활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20] 등이 있다. Kim [21]은 식생활 수업에 대한 인식

을 가정과교사 139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으로 설문조사하였

는데, 식생활 수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수매체에는 시청각자료

가 가장 많았고, 수업형태는 강의식 수업이 가장 많이 실시되었으

며, 식생활 수업 진행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개인차를 고려한 수

업진행으로 조사되었다. Kim 등[22]은 전통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 실태, 교과내용별 요구도를 5개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 하였는데, 전통식생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

타났고, 전통식생활 교육은 주로 강의식 설명위주로 진행되는 경

우가 가장 많았으며, 학생들은 좀 더 실천적인 교수·학습 방법

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20]은 고등학생들의 식생활영

역 실천도 및 교육 요구도를 고등학생 463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

입식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식생활, 식생활 

평가, 생애주기를 고려한 식생활에 대한 실천도는 낮게 나타났고, 

식생활교육에서 조리능력 향상을 위한 요구도와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에 대한 요구도가 많았다.

교과서 분석 연구에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식생

활 교육 내용을 분석한 연구[22]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가정교과서 식생활단원 내용을 분석한 연구[11]가 있

다. Choe 등[4]은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29종과 고등학교 기

술·가정 교과서 7종을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식생활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중학교 1, 3학년 교과서는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건강,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식생활 문화와 관련된 내용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Kang과 Kim [10]

은 고등학교 가정교과서 6종의 내용과 구성 체계를 분석하였는

데, 대부분의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권장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포함하고 있는 내용에는 다양한 차이

가 있었으며, 평가 내용은 출판사별로 다양한 평가유형을 보이고 

있었다.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과정안을 개발하여 실행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는 실천적 문제중심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 및 적용한 연구[10]와 녹색식생활 교육과 자아존중감 및 행

복감과의 관계를 연구[12]한 것이 있다. Kang과 Kim [10]은 고

등학교 ‘식생활의 변화’ 단원 중 유전자변형식품의 선택을 학습 

주제로 선정하여 실천적 문제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고, 

학생용 학습 활동지 17종, 학생용 읽기자료 17종, 교사용 읽기자

료 3종을 개발하여 고등학교 6개 학급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한 

후에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학습방법에 대한 학

습자 반응을 조사하였는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졌으며 학생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능동적으로 변화됨을 확인하

였다. Kim 등[12]은 중학교 ‘녹색식생활과 음식 만들기’ 단원에서 

활동지 중심으로 모둠별 협력 및 토의·발표 수업으로 진행하고, 

지구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식생활 방법 실천을 위해 환경교육과 

연계하여 과학교과와 융합수업을 실행하였는데, 녹색식생활에 대

한 흥미와 실천도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과 행복감 요인들에는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식생활 문화에 대한 학생의 교육 요구도는 높으나 

교사는 교육자료 부족과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 방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생활 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게임 기

반의 수업 자료를 개발한 연구는 거의 드문 실정이었다.

연구방법

1. 카드·게임 자료 개발

본 연구는 카드·게임 자료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ADDIE) 교수설계 모형의 절차를 따랐다. 즉, 영문의 약어를 사

용한 ADDIE 교수설계 모형의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

(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분석단계에서는 2007년 개정 기술·가정교육과정의 내

용을 식생활 문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수업 첫 시간에 경기도 

소재 고등학생 286명을 대상으로 어떤 수업을 원하는지 수업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

지 선행 개발된 전국교육자료전의 수상작들을 탐색하여 교육자료 

제작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둘째, 설계단계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목표

를 진술하고, 식생활 문화 교육의 접근 방법을 설정하였다.

셋째, 개발단계에서는 Reigeluth의 정교화 이론에 따라 교육 

자료의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고, Gagne의 교수사태에 따라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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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매체의 형식을 결정하였다.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따라 카드

를 활용한 9가지 활동과제를 개발하였으며, Bruner의 문화구성

주의 이론에 따라 카드 게임의 스토리 및 규칙을 구안하였다. 카

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카드 속에 들어갈 사진 자료를 촬영·정리

한 다음, 2010 PowerPoint 프로그램(Microsoft, Redmond, WA, 

USA)으로 일반 보드게임의 카드 크기와 비슷하게 카드 도안(6.5 

cm×8.7 cm)을 만들어 사진을 삽입하였다. 또한, 음식의 특징, 

조리 방법 등을 담고 있는 quick response (QR)코드도 만들어 카

드에 삽입하였다. 카드는 쉽게 제작하기 위해서 신분증 코팅 용

지(7 cm×10 cm)를 이용하여 출력한 카드를 코팅하였다. 이렇게 

제작한 카드를 보관하기 위해 하드보드지로 카드 보관함을 제작

하였고, 게임 진행방법 설명서와 게임판을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카드를 활용한 활동과제를 수업의 과정에 적용하여 7차시의 교

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넷째, 실행단계에서는 개발된 교수·학습 과정안을 경기도 소

재 고등학교 1학년 6개반 192명을 대상으로 7차시의 수업을 본 

연구자가 직접 실행하였다.

다섯째, 평가단계에서는 수업 실행 후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통

해 이 수업의 학습 동기유발 정도, 학습 내용의 이해 정도, 수업의 

장·단점을 조사하여 수업을 평가하였다.

2. 자료 제작의 기본 방향

본 연구를 위한 자료제작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도록 즐겁고 쉽게 학습할 수 있

는 자료를 제작하는데 중점을 둔다. 즉, 교사는 가르쳤으나 학생

들은 배움이 없는 강의식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는 학습 자료

를 주고, 학생들이 모둠별로 협동하여 주도적으로 배움이 일어나

도록 한다.

 둘째, 식생활 문화 교육의 접근방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다

른 여러 나라의 음식문화를 이해하여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형성

하도록 한다. 즉, 각 나라의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따른 음

식 문화의 특징을 알고, 대표적인 음식의 종류와 특징, 조리방법, 

재료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작한다.

 셋째, 카드 게임을 위주로 개발하되 게임기반 학습의 이론적 

배경인 Reigeluth의 정교화 이론, Gagne의 교수 사태, 구성주의 

학습이론, Bruner의 문화구성주의를 토대로 하여 교육 자료를 제

작한다. 즉, 카드를 제작할 때 Reigeluth의 정교화 이론에 따라서 

카드의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 Gagne의 교수 사태에 따라서 카

드 매체의 형식, 방법 및 디자인을 구성하며, 구성주의 학습 이론

에 따라서 카드 매체를 활용하는 다양한 학습 방법 및 활동과제를 

개발하며, Bruner의 문화구성주의에 따라서 카드를 활용하는 게

임의 스토리 및 게임 방법을 개발한다.

 넷째, 교사가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료

를 제작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제를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일반화가 용이하도록 경제적이면서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안한다.

3. 수업 평가 방법

카드·게임을 활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가정과 

수업시간에서 연구자가 직접 실행하고 이 과정안을 적용한 수업

을 평가하였다. 이 수업의 실행 대상 학생은 경기도 소재 고등학

교 1학년 6학급(남학생 81명, 여학생 111명)이고 7차시의 수업

을 실행하였다. 수업 기간은 2013년 4월 8일에서 5월 31일까지

이며, 수업 내용은 ‘우리나라의 식생활 문화’와 ‘다른 나라의 식생

활 문화’이며 수업 방법은 카드 게임을 활용한 방법이었다. 수업 

실행 후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지, 수업에 대한 흥미가 있는

지, 식생활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학

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학습의 동기유발 정도(3문항), 학습 

내용의 이해 정도(5문항), 수업의 장·단점(4문항)을 조사하였다. 

설문 문항은 모두 12문항으로 5점 리커트(Likert) 척도 8문항, 개

방형 4문항이다. 1점에서 5점으로 갈수록 수업에 대해 긍정적으

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설문지는 192부 중에서 결측치가 있

는 17부를 제외하고 175부가 분석되었고, 설문지의 내용은 내용

분석 기법과 SPSS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한 기술통계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수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

한 평가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각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을 컴퓨

터에 모두 전사한 다음, 내용을 유목화하여 빈도를 산출하고, 한 

학생이 복수로 응답할 경우에도 빈도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카드·게임 개발을 위한 분석 및 설계, 카

드·게임 자료의 개발, 카드·게임 수업의 실행, 카드·게임 활

용 수업의 평가로 구성되었다.

1. 카드·게임 자료 개발을 위한 분석 및 설계 결과

1) 교육과정, 수업 요구도 및 전국교육자료전 수상작 분석 결과

2007년 개정 기술·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 ‘우리나라의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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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의 변화를 이해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다양한 생

활 문화를 이해하며 직접 체험함으로써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를 

창조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활 문화를 체험하기 위

한 방법을 고안하였다. 한편, 고등학생들은 수업 첫 시간에 어떤 

수업을 원하는지 개방형 설문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19명 중 

98명(82.3%)이 ‘재미있게 해주세요,’ ‘지루하지 않게 해주세요,’ 

‘졸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응답하였다. 2003년부터 2012년까

지 개발된 전국교육자료전 수상작(12개)의 대부분(9개)은 의생활

을 위한 자료였으며, 식생활에서는 음식 만들기 동영상으로 한정

되어 있었다.

2) 학습 목표 진술 및 수업 설계

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Table 1과 같이 7차시의 학습 목

표를 진술하였고, 앞서 고찰한 식생활 문화 교육의 접근 방법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요인(수질, 토질, 기후, 지형)과 사회적 요인

(종교, 관습, 세대, 국제화)을 통해 음식 문화의 특징을 이끌어내

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나라별 대표적 음식의 종류

와 특성 및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이해할 수 있도

록 하였다.

2. 카드·게임 자료의 개발

게임기반 학습의 이론이 되는 Reigeluth의 정교화 이론, 

Gagne의 교수사태, 구성주의 학습이론, Bruner의 문화구성주의 

이론에 따라서 카드·게임 자료를 개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Reigeluth의 정교화 이론

에 따라서 교수내용의 선택, 계열화, 요약 및 종합의 과정으로 교

육 자료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교수내용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16개국의 음식 문화로 

하였고, 교수내용을 한식 상차림의 종류와 규범, 104가지 한국 

음식의 특징, 재료 및 조리방법, 각 여러 나라의 식생활 문화 형성

의 영향요인, 음식 문화의 특징, 대표적 음식의 종류, 각 음식의 

특성으로 계열화하였고, 카드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과제를 개발

하여 요약 및 종합을 하도록 교육 자료를 구성하였다.

둘째,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Gagne의 교수사태 9가지

를 포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카드 매체를 활용하였고,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카드 매체의 형식을 설정하였다.

주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식생활 문화에 대한 학습 내용을 

담은 카드 매체를 선정하였고, 학습자에게 목표를 알려주기 위해

서 카드 분류 활동을 구상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 안내’를 제

공하기 위해 QR코드와 카드 게임 설명서를 설계하였으며, 자극

을 제시하기 위해 카드 속의 사진을 삽입하였다. 수행을 유도·

평가하기 위해서 카드 속에 학습 내용을 담았고, 피드백을 제공하

고 파지와 전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카드 게임 방법을 개발하였다.

셋째, 구성주의 학습이론의 가정에 의하면, 지식은 사회적 상

Figure 1. System of educational materials based on elaborated theory. Figure 3. Use of card project activities.

Figure 2. System of cards based on the situation of Gagne’s instruction [7]. QR, 
quick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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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며, 타인들과의 의미 있는 활동

을 통해 나타나므로 모둠별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활동과제

를 설계하였다. 활동과제의 내용은 Figures 1, 2를 바탕으로 하여 

Figure 3과 같이 9가지로 하였다. 10가지 한식 상차림의 종류 이

해하기, 조리방법에 따라 음식카드 분류하기, 104가지 한식의 특

성 알아보기, 10가지 한식 상차림 해보기, 한식 상차림 발표 및 평

가하기, 16개 국가별로 식생활 문화 형성요인, 음식문화의 특징, 

대표적 음식 등의 순서로 퀴즈카드 분류하기, 16개국의 지리적 위

치 확인하기, 협동학습으로 16개국의 음식문화 이해하기, 카드 게

임하기 등의 활동과제를 통하여 지식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넷째, Bruner의 문화구성주의에 따라서 게임의 스토리와 규

칙을 설계하였다. Bruner는 교육은 하나의 문화에 그 구성원들의 

욕구를 맞추고 구성원들과 앎의 방식들을 문화의 요구에 맞추는 

복잡한 추구과정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한식 상차림 카드와 세

계의 음식문화 카드 게임의 스토리를 구성하고, 게임 규칙 및 방

법을 개발하였다. 카드 게임의 스토리는 학생들이 현재 또는 미래

에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로 구성하여 학습자의 욕구

에 맞춰서 구성하였고, 카드 게임의 규칙 및 방법은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능력(한식 상차림을 구성하고,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게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하여 학습

자가 문화적 요구에 맞추도록 하였다.

3. 카드·게임 수업의 실행

한식 상차림 카드 세트와 세계의 음식문화 카드 세트를 제작하

고, 7차시분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Appendix 1 참조) 

고등학교 기술·가정시간에 192명에게 카드·게임 자료를 Table 

2와 같이 활용하여 실행하였다.

4. 카드·게임 활용 수업의 평가

개발한 7차시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현장에 실행하여 학습의 

동기유발 정도, 학습 내용의 이해 정도, 수업의 장·단점을 조사 

한 후에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실

행하면서 수업에 대해 평가해보았다.

1) 학습의 동기유발 정도, 학습 내용의 이해 정도 평가 결과

수업에 대한 평가 결과,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카드·게임 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학

습의 동기유발 정도와 학습 내용의 이해도 모두 학생들의 90% 이

상이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문항

Table 2. The Learning Content and Educational Materials of Each Period

Period The process of class Learning contents Educational material
1 · Opening a thought

· Suggested learning objectives
· Recognition problems
· Understand the concepts

· Factors to form food culture
·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food culture

·   The Korean food table setting 
cards

2 · Understanding the context of the problem
· Setting goal and explore alternative
·   Predict the outcome when implementing the 
workaround

· Widening thought
· Ensure learning achievement

· The type of traditional Korean food table setting
·   Features 104 kinds of the Korean traditional food, ingredients, 
cooking method, it is noted that during cooking

· Excellence of Korean food culture
· The Korean food table setting card game

·   The Korean food table setting 
cards

· Game guide

3 · Opening a thought
· Suggested learning objectives
· Recognition problems
· Understand the concepts

· Classification of various food culture of the world
· Announcing business plan 

· The world's food culture cards

4 · Understanding the context of the problem ·   Understanding 16 countries over the world's food culture 
(influencing factors to form food culture, characteristics of the 
food culture, typical foo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ood)

· The world's food culture cards
· Game board

5 · Organizing the class contents
· Widening thought
· Ensure learning achievement

· Writing the project exercises proposal 
· The world's food culture card game

· The world's food culture cards
· Game board
· Game guide

6-7 · Setting goal and explore alternative
·   Predict the outcome when implementing the 
workaround

· Cooking training in accordance with the business plan · Learning activity hand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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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njoyable parts of card game-based instructions. QR, quick response.

Figure 5. Helpful parts of card game-based instructions. QR, quick response.

Figure 6. Positive parts of card game-based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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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학생이 거의 67%-68% 정도로 높

게 나타났다. 또한, 수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는 응답의 

평균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카드 게임을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의 수업에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고 흥미도를 높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우리나

라 전통한식 상차림과 세계 여러 나라의 식생활 문화를 쉽게 이해

할 수 있으며, 학습 내용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수업의 장점에 대한 평가

수업에서 재미있었던 것, 도움이 되었던 것, 좋았던 것을 묻는 

문항에서 Figures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통적으로 ‘카드 게

임이 재미있으면서 식생활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또한, 모둠별 협동학습으로 카드를 활용하

여 다양한 활동을 한 것이 식생활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카드에 담긴 정보(음식 사진, 

QR코드, 식생활문화 관련 내용), 프로젝트학습에 따라 조리 실습 

한 것을 좋게 평가하였다.

3) 수업의 단점에 대한 평가

수업에서 나빴던 점을 묻는 문항에서는 Figure 7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없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다소 소란스럽

다’는 의견과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소란스럽게 느

낀 이유는 모둠별 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

기 때문으로 생각되기에 단점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몇 

학급에서 몇 학생은 모둠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떠

드는 경우가 있었기에 교사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사전에 지

도가 필요하다. 그 외에 ‘게임 및 활동 시간이 짧음,’ ‘게임이 단순

하거나 어려움,’ ‘게임에서 지면 감정이 상함,’ ‘적극적으로 참여

하지 않는 학생이 있음,’ 그리고 ‘이런 수업은 처음이라서 어색함’

의 응답이 있었다. ‘게임 및 활동 시간이 짧았던 것’은 주당 1시간

씩 제한된 수업 시간에 9가지 활동과제를 모두 수행했기 때문인

데, 교실 환경과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활동과제를 선택하여 진

행한다면 보완이 가능하다. 또한, ‘게임이 단순하거나 어렵다’는 

것은 개인별 수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학습자의 수

준에 맞춰 게임 방법을 교사가 변경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게임

Table 3. Students’ Assessment on Card Game-Based Instruction (N=175)

Content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Mean 
(SD)

Learning motivation Actively participate in class 1 (.6) 6 (3.4) 29 (16.6) 71 (40.6) 68 (38.9) 4.14 (.85)

Interesting lessons using Korean food table setting cards 2 (1.1) 7 (4.0) 54 (30.9) 76 (43.4) 36 (20.6) 3.78 (.85)

Interesting lessons using the world's food culture cards 4 (2.3) 3 (1.7) 51 (29.1) 67 (38.3) 50 (28.6) 3.89 (.92)

Understanding of Understanding the features of Korean food and cooking methods 1 (.6) 11 (6.3) 56 (32.0) 59 (33.7) 48 (27.4) 3.81 (.93)

   learning content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and typical foods of 16 countries in food culture 1 (.6) 4 (2.3) 48 (27.4) 73 (41.7) 49 (28.0) 3.94 (.83)

Understanding Korean food table settings 1 (.6) 5 (2.9) 61 (34.9) 65 (37.1) 43 (24.6) 3.82 (.85)

Helps you remember Korean food culture 1 (.6) 5 (2.9) 60 (34.3) 60 (34.3) 49 (28.0) 3.86 (.88)

Helps you remember food cultures of the world 0 (.0) 5 (2.9) 53 (30.3) 50 (28.6) 67 (38.3) 4.02 (.89)

Values are presented as n  (%).

Figure 7. Weaknesses of card game-based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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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면 감정이 상한다’는 것은 수업이 끝난 후에 교사가 게임

의 취지를 설명하고 추후 수업시간에 그 학생이 잘할 수 있는 부

분을 보상해 준다면 오히려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 게임·카드 활용 수업에 대한 교사 자기 평가

매년 첫 가정 수업 시간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수업 시간에 바

라는 점을 개방형으로 답하는 문항에서 항상 ‘재미있는 수업(지루

하지 않은 수업)’을 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학습자

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있었고, 식생활 

단원은 아이들의 개인차이가 많아서 연구자 본인도 수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재미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의 깊은 이해를 

통해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늘 생각하였다. 자료

를 개발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지만 카드·게임 수업을 진행하

면서 평소에 무기력했던 학생이 매우 자신감 있게 참여하고 있었

고, ‘가정시간이 재미있어요,’ ‘카드를 활용한 수업 또 안하나요?’

라는 의견이 있었고, 카드를 활용한 수업에 학생들의 참여도는 높

았고 매우 즐거워하였다. 따라서 카드·게임을 활용한 수업을 다

른 단원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를 쉽고 재

미있게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 한식 상차림 카드와 세계의 음식문

화 카드와 게임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수업을 평가하는 데 목적

을 두었다. 이를 위해 ADDIE 교수설계 모형에 따라 카드·게임

을 개발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교육과정과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설계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를 진술하였고, 식

생활 문화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게임기반 학습의 이론을 탐

색하였다. 개발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게임기반 학습 이론을 바

탕으로 하여 카드의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였고, 교수 사태에 따라

서 카드 매체의 형식, 방법 및 디자인을 구성하였으며, 카드 매체

를 활용한 9가지 활동 과제를 개발하였으며, 카드를 활용하는 게

임의 스토리 및 규칙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카드 및 

카드 보관함과 게임 진행방법 설명서를 제작하였고, 7차시의 교

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실행 단계에서는 개발된 7차시

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 1학년 남·여 

6개 학급 192명에게 실행한 후 설문조사하였다. 취합한 설문지 

192부 중에서 결측치가 있는 17부를 제외하고 175부의 설문지를 

SPSS ver. 12.0과 내용분석 기법으로 분석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기반 학습의 4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카드 게임을 개

발하였다. Reigeluth의 정교화 이론에 따라 교수내용은 우리나라

와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문화로 하였고, 계열화된 학습 내용을 

한식 상차림의 종류와 규범, 104가지 한국 음식의 특징, 재료 및 

조리방법, 16개국의 식생활 문화 형성의 영향요인, 음식 문화의 

특징, 16개국의 대표적 음식의 종류, 각 음식의 특징으로 구성하

였다. 이렇게 선택된 내용을 Gagne의 교수 사태에 따라 카드 게

임의 형식을 구상하였다. 주의 집중은 문화에 대한 학습 내용을 

담은 카드 매체로 하였고, 학습자에게 목표 알려주기는 카드 분류

활동을 통해 알려주며, 자극 제시는 카드 속의 사진을 통해 제시

하며, 학습에 대한 안내 제공은 QR코드와 카드 게임 설명서를 통

해 제시하였다. 수행 유도·평가 사태는 카드 내용을 인지하도록 

하였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파지와 전이를 증진시키는 사태는 카

드 게임 활동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상된 카드· 

게임의 형태를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따라서 학습하도록 9가지 

활동과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9가지 활동과제는 한식 상차림의 

종류 이해하기, 조리 방법에 따라 음식 카드 분류하기, 104가지 

한국 음식의 특성, 조리 방법 알아보기, 10가지 한식 상차림 해보

기, 한식 상차림 발표 및 평가하기, 16개국 국가별 식생활문화 형

성요인, 음식문화의 특징, 대표적 음식 등의 순서로 퀴즈카드 분

류하기, 16개국의 지리적 위치 확인하기, 모둠별로 16개국의 음

식문화 이해하기, 각 카드별로 게임하기이다. 게임의 스토리와 규

칙 및 방법은 Bruner의 문화구성주의에 따라서 개발하였다. 게임

의 스토리는 학생들이 현재 또는 미래에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

는 사례들로 구성하였고, 게임의 규칙 및 방법은 한식 상차림을 

구성하고,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게

임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둘째, 한식 상차림 카드 세트와 세계의 음식문화 카드 세트를 

제작하였다. 자료의 일반화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면서 쉽게 제작

할 수 있도록 카드의 이미지는 PowerPoint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작하였고, 음식 사진은 연구자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인터넷에

서 사용이 허락된 사진을 활용하였다. 카드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잘라서 카드 7 cm×10 cm의 신분증 코

팅 필름으로 코팅하였다. 이렇게 하여 제작된 한식 상차림 카드 

세트는 한국의 10가지 상차림을 알 수 있는 주문카드 30장, 104

가지 음식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음식카드 185장, 카드 보관함, 카

드 게임 진행방법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의 음식문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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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세트는 16개국의 식생활문화 형성의 영향요인, 음식문화의 특

성, 대표적 음식의 종류 및 특성을 학습할 수 있는 세계의 음식문

화 퀴즈카드 113장, 16개국 대표적 음식의 외관과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의 전통음식 카드 63장, 지리

적 위치를 확인하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세계의 음식문화 카드 게

임판, 카드 보관함, 카드 게임 진행방법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2가지 카드 세트를 제작하는데 12,080원이 소요되

었으며, 연구자의 블로그나 메일을 통해 교육자료 공유 및 일반화

가 쉽게 되어 있다.

셋째, 카드 게임을 활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카드를 활용한 활동과제 9가지를 수업의 각 과정에 투입하여 7차

시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넷째, 개발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실행한 후 5점 리커트 척도

로 평가한 결과, 학습의 동기유발 정도, 학습 내용의 이해 정도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수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는 응답의 평균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카드를 활용한 수업은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흥미

도를 높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우리나라 전통 한식 상차림과 

세계 여러 나라의 식생활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학습 내

용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문항으로 

수업의 장·단점을 평가한 결과, 수업의 장점으로는 ‘카드 게임이 

재미있으면서 식생활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으로 평가 

되었다. 수업의 단점으로는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소 

소란스러웠다,’ ‘게임 및 활동 시간이 짧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 과정 및 결과에서 나타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식 상차림카드와 세계의 음식문화 카드 게임을 활용

한 수업을 평가한 결과, 학습 동기유발,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 정

도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국가적인 요구인 식생

활교육지원법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교재 개발이 필요[25]하다

는 문제를 해결하였고, 카드 게임을 활용하여 식생활교육에 대한 

흥미를 높였기에 실제 생활에서의 실천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방

법[20]에 대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식생활수업에 대해 가정과 교사는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진행의 

어려움, 주의집중 유도의 어려움, 매체제작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

고 있는데[21], 모둠별로 카드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러

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게임을 활용한 수업은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의 태

도, 자신감, 흥미 등의 정의적 영역과 학업 성취도, 기억력 향상 

등 인지적 영역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과 관련된 사후 평가를 보았는

데, 추후에는 인지적 영역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알아 볼 것을 제언한다. 또한, 게임을 활용한 수업을 

식생활 문화 단원 외 다른 단원에도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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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연·채정현

Appendix 1. 교수·학습과정안 실행

1. 1,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주제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식생활 문화와 관련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학습 목표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 상차림의 종류를 이해하고 식단을 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식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교수 학습

자료 

교사
한식 상차림 카드 5세트, 카드 게임 설명서 5부, PowerPoint (PPT)자료, 스마트 폰, 

한국 전통음식 이해자료
교실

환경
모둠별 구성 (6-7명), 인터넷 기반

학생 학습 활동지, 스마트 폰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도입 ◈ 생각열기

1. 미국의 조리 전공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정통 한식’을 배우는 사진을 제시하고 스토리텔링을 해보도록 한다.

2. 한식 상차림 카드를 제시하면서 한식에 대해 동기를 유발한다.

<한식 상차림 카드 세트의 구성>

 ·  한식 상차림 주문카드: 10가지 상차림의 

종류로 30장

 ·  한식 상차림 음식카드: 104가지 음식의 

종류로 185장

 ·  카드게임 진행 설명서

학습목표를 모든 학생이 인지하도

록 지도한다.

◈ 지난 수업 내용 확인

1.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결혼식 문화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 학습목표 제시

1. 학습 활동지에 학습 목표를 제시하여 함께 읽으면서 학생들이 인지하도록 한다.

전개 ◈ 문제 인식

1.   진수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들려주어 문제를 인식하도록 한다. 진수는 동아리 체험 활동으로 수련

원에서 프랑스인 친구를 만나 서로의 식생활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나라의 우수한 식생

활 문화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다. 진수가 알아야 할 지식을 살펴보도록 한다.

◈ 개념 이해

1.   식생활 문화의 형성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하며,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요인을 

인식하도록 한다. 기후와 음식의 관계, 종교에 따른 금기 식품 및 식생활을 살펴본다.

2. 식생활 문화 형성의 요인에 따라 우리나라 전통 음식 문화의 특징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

PPT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

접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

다.

PPT 자료와 학습 활동지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발전 ◈ 문제의 맥락 이해

1. 우리나라 전통 음식 상차림의 종류를 한식 상차림 주문카드를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3, 5, 7, 9, 12첩 등 5가지 반상차림

과 죽상, 장국상, 교자상, 주안상, 

다과상차림 등 10가지 상차림의 

종류를 사진을 통해 이해하고 한

식의 우수성을 확인한다.

음식카드의 종류가 많으므로 모둠

별로 협동하여 카드를 분류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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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2.   모둠별로 협동하여 상차림 규범의 기준인 22가지 조리방법에 따라 한식 상차림 음식 카드를 분류해보도

록 한다.

 

3.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의 특성을 개별 학습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스마트 폰으로 알고자 하는 음식의 카드

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스마트 폰 학습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PC에 블로그(http://blog.naver.com/seongyouncho)를 띄워 놓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며, 인터넷이 안 

될 경우에는 100가지 음식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모둠별로 한식 상차림의 종류에 따라 상차림을 해보고, 모둠원이 상차림 내용을 설명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 목표 설정 및 대안 탐색

1. 진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둠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한다.

2.   진수가 프랑스인 친구들에게 우리나라 전통 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글을 모둠별로 써보도록 한다.

카드의 분류기준은 조리방법으로 

밥, 국, 김치, 장류, 찌개, 찜(선), 전

골, 나물, 구이, 조림, 전, 마른반찬, 

장과, 젓갈, 회, 편육, 수란, 죽, 면

류, 떡·한과, 음료, 마른안주 등 

22가지이다.

QR 코드로 자기주도적 학습과 심

화학습을 유도한다.

모둠별로 토의활동을 진행한다.

정리 ◈ 수업내용 정리 및 생각 넓히기

1. 우리나라 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정리하도록 한다.

2. 한국 전통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써보도록 한다.

◈ 성취확인학습

1. 모둠별로 한식 상차림 카드 게임한 결과를 형성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학습 활동지에 정리하도록 한다.

게임 방법은 주문카드 1장과 음식

카드 6장을 나눠 갖는다. 게임 시간 

10-15분 이내에 주문카드를 가장 

많이 완성한 사람이 승자가 된다.
<게임의 스토리>

나는 한국 전통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음식점의 메뉴는 10가지(3첩 반상, 5첩 반상, 7첩 반상, 

9첩 반상, 12첩 반상, 죽상차림, 장국상차림, 주안상차림, 교자상차림, 다과상차림)이다. 손님이 

주문카드로 메뉴를 주문하면 그에 맞는 상차림을 해야 한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문카드에 

맞는 음식의 종류를 모두 준비해보자.

◈ 적용 유도 및 차시 예고

1.   오늘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 실천하도록 하며, 다음 시간에는 세계의 식생활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

을 갖도록 한다.

게임의 규칙대로 평가를 하며, 게

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에

게 수행평가 참여도 점수로 보상

을 준다.

2. 3-7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주제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식생활 문화와 관련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학습 목표 ·다른 나라 식생활문화형성의 영향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각 나라 음식의 특징과 대표적 음식을 설명할 수 있다.

·창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창업 아이템을 조리할 수 있다.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교수 학습

자료 
교사

세계의 음식문화 카드 5세트, 카드 게임 설명서 5부, 세계의 음식문화 카드 게임판 5장, 

PPT자료
교실

환경
모둠별 구성 (6-7명)

학생 학습 활동지, 창업 계획서, 프로젝트 실습 계획서, 실습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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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연·채정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도입 ◈ 생각열기

1.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 사진을 제시하고 스토리텔링을 해보도록 한다.

2. 세계의 음식문화 카드를 제시하면서 세계의 여러 나라 음식에 대해 동기를 유발한다.

<세계의 음식문화 카드 세트의 구성>

 ·  세계의 음식문화 퀴즈 카드: 16개 국가별

로 6-8장씩 113장

 ·  세계의 전통음식 카드: 16개 국가별로 

3-5장씩 63장

 ·  카드게임 진행 설명서, 세계의 음식문화 

카드 게임판

◈ 지난 수업 내용 확인

1.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 학습목표 제시

1. 학습 활동지에 학습 목표를 제시하여 함께 읽으면서 학생들이 인지하도록 한다.

학습목표를 모든 학생이 

인지하도록 지도한다.

전개 ◈ 문제 인식

1.   진수의 두 번째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들려주어 문제를 인식하도록 한다. 진수는 동아리 체험 활동에서 미래에 

세계 전통 음식점을 창업하겠다는 꿈을 꾸게 되어 ‘세계 여러 나라의 고유한 음식’이란 주제의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출품할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려고 한다. 진수가 알아야할 지식을 살펴보도록 한다.

◈ 개념 이해

1.   세계의 다양한 식생활 문화를 어떻게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하며, 주식과 먹는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2.   밀, 쌀, 옥수수, 서류를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과 수식, 저식, 나이프·포크·스푼식 문화권에 따라 식생활 문화를 

이해하도록 한다.

3. 프로젝트학습에 따라 사전에 준비해온 프로젝트 과제(창업 계획서)를 모둠별로 발표한다.

PPT자료를 활용하여 학생

들이 직접 이야기를 만들

어보는 것도 좋다.

PPT 자료와 학습 활동지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하도록 한다.

창업계획서를 사전에 미리 

받아서 교사가 피드백을 

주어서 조리실습을 원활하

게 진행하도록 한다.

발전 ◈ 문제의 맥락 이해

1.   모둠별로 세계의 음식문화 퀴즈 카드를 나라별로 카드를 분류한 다음, 식생활문화 형성의 영향 요인, 음식문화의 

특징, 대표적 음식, 각 음식의 특징 순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카드의 장수가 많으므로 

모둠별로 협동하여 국가별

로 퀴즈카드를 분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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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2. 게임판에서 16개 국가를 찾아서 지리적 위치를 확인하도록 한다.

 

3.   16개국의 식생활 문화를 모둠원이 돌아가면서 게임판에 놓여진 퀴즈카드와 전통음식 카드를 가지고 음식문화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이해한 내용을 학습 활동지에 작성한다.

 

◈ 목표 설정 및 대안 탐색

1. 진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둠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한다. 

유럽(이탈리아, 스페인, 프

랑스, 영국, 독일), 서아시아

(인도, 터키), 동남아시아(태

국, 베트남), 동북아시아(한

국, 일본, 중국), 북미·중남

미(미국, 멕시코, 아르헨티

나, 브라질) 등 16개 국가의 

지리적인 위치를 확인하

고, 식생활문화 형성의 영

향 요인을 통해 다른 나라

의 식생활 문화를 쉽게 이

해하도록 지도한다.

카드에 있는 내용을 그대

로 받아 적기 보다는 모둠

원이 설명을 하고 모르는 

내용은 협동 학습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며,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사

가 지도한다.

퀴즈 카드만으로 대표적인 

음식을 이해하기 어려우므

로 전통음식 카드의 음식

사진과 음식재료를 통해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모둠별로 토의활동을 진행

한다.

정리 ◈ 수업내용 정리 및 생각 넓히기

1. 모둠별로 프로젝트 실습 계획서(창업 계획서에 따른 조리 실습 계획서)를 써보도록 한다.

2. 실습 계획서에 맞추어서 조리 실습을 한다.

◈ 성취확인학습

1. 모둠별로 조리 실습한 결과물로 상차림을 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2. 모둠별로 세계의 음식문화 카드 게임한 결과를 형성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게임의 스토리>

내일은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다. 나는 세계 여러 나라 음식 5가지를 만들어 부모님께 결혼기념일 

파티를 해드리기로 계획하였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를 사려면 세계의 

음식문화 퀴즈를 맞춰서 퀴즈카드를 획득해야만 한다. 세계의 전통음식카드 속의 점수를 획득하여 

5가지 음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모두 구입하여 음식을 준비해보자.

◈ 적용 유도 및 차시 예고

1.   학습한 내용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즉, 지금까지의 식생활을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며, 식생활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음을 알도록 한다.

학습 활동지에 정리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실습 진행시에는 위생과 

안전에 대한 지도를 한다.

게임 방법은 세계의 전통

음식 카드 5장씩 나누어 갖

는다. 게임시간 10-15분 동

안 퀴즈카드를 맞춰 5가지 

음식을 가장 먼저 준비한 

사람이 승자가 된다.

게임의 규칙대로 평가를 하

며, 게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에게 수행평가 참

여도 점수로 보상을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