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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analysed the textbooks of Home Economics in middle school from 1st to 2009 curriculums to investigate the 

contents and the portion of Food and Nutrition section. The key words were generated by word cloud technique using 

text-mining, and the portion of Food and Nutrition section was presented as a ratio of the pages. 

The core key words of Food and Nutrition section through the curriculums were ‘raw food’･‘food’･‘diet’. In 1st and

2nd curriculums, the main key words were related to food materials, condiments and nutrients such as ‘vitamin’･
‘protein’. The words such as ‘nutrition’･‘eating’･‘requirement’ were newly appeared in 3rd, ‘portion’ in 6th, and ‘diet’･
‘adolescence’ in 7th curriculum. The mean ratio of Food and Nutrition section in Home Economics was 24.3%. While

the portion was as high as 31.8% in 7th it was strikingly reduced to 15.2% in 2009th. curriculum. Besides, Food and

Nutrition section was composed of 10 units of middle level category during the 2nd and 3rd curriculums, and was reduced

to 2 small units with none of middle level category in 2009th curriculum. 

Although the contents of Food and Nutrition section has been developed and adapted to the needs of the society 

through the curriculums, the portion of Food and Nutrition section in Home Economics has been reduced especially in 

2009th curriculum, which could raise concerns on the health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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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이 산업

화되어 편리해졌고, 즉석식품과 반조리 식품 등의 간편식 시장

이 날로 확장되고 있으나(Kim, 2017) 식생활은 여전히 한 개인

과 가정의 생활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할애해야 하는 영역으

로 남아있다(Cai & Lee, 2004; Koo & Lee, 2000). 이는 다른 

가사노동 영역과는 달리 식생활 영역에서는 노동시간의 절약 

및 편의성 뿐 아니라 영양･위생 등의 식사의 품질을 매우 중요

하게 인식하여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수준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

기 때문이다(Koo & Lee, 2000). 더욱이 식생활은 사회구성원

의 건강과 직결되고 이는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 시

대의 흐름에 따라 식생활 양상이 달라지면서, 과거에는 영양부

족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영양섭취를 강조했다면 20세기 말

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영양과잉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이 더 심각한 건강문제로 부상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학교교육에서는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따라서 학

교교육을 통하여 영양과 식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생

활에 실천하여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삶과 

국민건강에 매우 유익하다.

 교육과정은 인간의 능력을 계발하고자 하는 교육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

성･조직한 계획이고(Back, Seo, Jo, & Kim, 2002),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및 내용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편집한 교수･학습 자료이다(Lee, 2010). 가정과 교육과정은 시

대적 요구에 따라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내용 및 활동을 

재구성하여 변화를 거듭하여 왔으며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생

활에 접목하여 삶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최근에는 이런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하고 자주적인 삶

과 이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가정 및 공동체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식생활영역에서는 식생활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

하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규명하고 해

결하는 태도를 함양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

도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교육

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관련 연구들은 크게 교육내용

의 구성 체계와 핵심 요소를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분석하는 

종적연구(Ju & Park, 2015; Kim & Jun, 2012; Kim, Lee, & 

Sohn, 2014; Lee, 2001)와 특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횡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횡적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실

시되었는데, 검인정 교과서의 출판사 별 비교･분석(Jun, 2004; 

Park & Choi, 1997; Shin, 1995), 우리나라 교과서와 외국교과

서의 비교･분석(Cha & Yoon, 1991; Cho, Park, Jang & Lee, 

2011; Park, Cho, Jang, & Lee, 2011), 타교과와 비교･분석

(Kim, Yu, & Chae, 2015; Lee & Kim, 2000; Lee & Yu, 

2015; Yang, Chae, Yu, & Park, 2015), 학교급별 혹은 학년별 

연계성 분석(Lee, 2017; Lee & Shin, 2007; Yang, 2004) 등으

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가정교과서의 식생활 영역을 분석한 

연구들은 교과서에 수록된 교육내용 및 자료들의 출판사별 비

교･분석(Kim & Kim, 2010; Lee, 2010; Shim, Kim, & Kim, 

2011), 과학･도덕･체육･보건 등 타교과와 중복성 분석(Lee & 

Kim, 2000; Yang et al., 2015), 학교급별 연계성에 따른 교육

내용의 연계성 분석(Yang, 2004) 등의 관점으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09개정 교

육과정까지 식생활 분야의 교육과정별 핵심 교육내용 요소 및 

특성, 그리고 가정(기술･가정) 교과서에서 식생활 영역이 차지

하는 비율을 역사적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한 연

구는 없었다. 식생활 영역은 제1차 교육과정부터 현재까지 가정

과 교육의 한 축을 형성하는 핵심 분야이므로 교육과정의 흐름

에 따라 교육내용을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09개정까지 중학

교 가정과 교육과정해설서 및 가정교과서에 기술된 핵심 교육

내용요소와 내용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

정하였다

연구문제1. 각 교육과정의 가정과 교과서 식생활 영역의 핵심 

교육내용 요소는 무엇인가?

연구문제2. 교육과정에 따라 가정과 교과서 식생활 영역의 내

용 특성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3. 각 교육과정의 가정과 교과서에서 식생활 영역의 

비율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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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문헌 고찰

1. 교과서 분석 연구

가정과 교과서를 분석한 관련 연구들은 크게 교육내용의 구

성 체계와 핵심 요소를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분석하는 종적

연구와 특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횡적 연구로 구분

할 수 있다. 

종적 연구는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교과서를 분석하는 역

사적 관점의 접근 방법이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은 분석할 대

상이 방대하므로 전체 교과서를 분석하기 보다는 특정 분야 혹

은 대단원을 선택하여 통시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관점을 채

택한 연구로는 제1차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가정교과

서의 소비생활 영역 교육내용의 변천 및 내용특성을 분석한 Ju

와 Park(2015)의 연구, 제1차부터 2007개정 교육과정 가정교과

서의 가족분야 영역의 내용을 분석한 Kim과 Jun(2012)의 연구, 

제1차부터 2007 개정까지의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Kim et al., 2014), 제1차부

터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 다른 중학교 가정교과서의 가정관리

분야 단원의 변천과정을 분석한 Lee(2001)의 연구 등이 있다. 

그 외 제6차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가정교과서의 외형

과 체제를 비교･분석한 연구(Yoon, 2004)도 있다. 

횡적 연구를 통하여 가정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검

인정 교과서의 출판사 별 비교･분석, 우리나라 교과서와 외국교

과서의 비교･분석, 타교과와 비교･분석, 학교급별 혹은 학년별 

연계성 분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과서를 출판사별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여러 종류의 교과

서가 출판되는 검인정 교과서를 채택한 제6, 7차, 2007개정, 

2009개정 교육과정에 발행한 교과서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

되었는데, 식민지시대에 발행된 가사교과서 8종의 외형과 내용

을 분석한 연구(Jun, 2004)와 4종의 가사교과서에 실린 육아단

원을 비교･분석한 연구(Goh & Jun, 2006)도 있다. 제6차 교육

과정에는 8종의 중학교 가정교과서들의 교과 내용의 구성 및 

영역별 비중을 비교한 연구(Park & Choi, 1997), 교과서의 체

제 및 지도영역과 내용을 비교･분석(Shin, 1995; Yoon, 1996a; 

1996b; Yoon, 1997)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제7차 

교육과정에는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각 종 교과서들을 

대상으로 초등 실과와 가정교과의 의생활 영역(Lee & Shin, 

2007) 및 식생활 영역(Yang, 2004) 교육내용의 연계성을 분석

하는 연구들이 있었고, 식생활(Shim et al., 2011), 주생활(Lee 

& Jang, 2011), 가족생활(Choi, 2002) 영역의 구성 체제 및 내

용구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그 외,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실천적 추론과정(Lee & Yoo, 2010; Moon, Lee, & Sohn, 

2013) 및 비판적 사고(Lee, Park, & Chae, 2010) 등이 교과내

용과 활동과제에 반영된 정도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2009 개

정 교육과정에는 의생활 영역의 내용체계(Heo et al., 2014), 

‘가족’ 영역의 핵심내용(Son, Baik, & Ju, 2014), ‘청소년의 소

비생활’ 단원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내용요소(Ju, 2016), 

안전교육(Kim, 2017)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그 외 우리나라 가정과 교과서와 외국교과서를 비교･분석한 

연구도 있다. Cha와 Yoon(1991)은 한국, 일본, 미국, 영국에서 

출판된 중학교 가정교과서의 체제, 영역 구성 및 비중을 분석한 

바 있고 Cho 외(2011)과 Park 외(2011)은 한국과 일본의 중･고

등학교 가정교과서에 실린 녹색생활교육을 위한 학습자료를 분

석하였다. Jang(2013)은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실과 및 가정 

교과의 교육과정 해설서 및 교과서에 기술된 소비생활 영역의 

내용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Suh, Lee와 Sohn(2016)은 청소년

의 임파워먼트 형성 관점에서 한･미 가정과 교과서의 서술과 

활동과제를 검토한 다음 관련 내용에 맞는 교육내용을 선정하

고 구성하여 ‘청소년의 이해’ 단원의 대안적 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다른 교과와의 교육내용 중복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교 연구

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활발

하게 수행되었다. Kim 외(2015)는 ‘가족생활’ 영역의 중복성을 

가정, 도덕, 사회, 과학, 체육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비교하여 분

석하였고, Yang 외(2015)는 가정교과의 ‘식생활 단원’을 과학, 

도덕, 체육, 보건교과서에 제시된 내용과 비교･분석하였으며 

Lee와 Yu(2015)는 가정교과의 ‘소비생활’ 영역을 사회, 도덕,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내용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Lee와 

Kim(2000)은 제6차 교육과정 중학교 가정, 체육, 과학 교과서

에 실린 식생활관련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학교급별 혹은 학년별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실과와 중등교육과정 가정교과의 의생활(Lee &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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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식생활(Yang, 2004), 소비자(Lee, 2017) 영역의 연계성

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고 양성평등적 관점에 기초한 실과(기술･

가정)교과서의 사진 및 삽화 등의 자료들을 계량 분석(Choi & 

Yoon, 2008)한 연구도 있다. 

2. 식생활 영역 교과서 분석 연구

식생활 영역은 의･식･주의 한 축을 형성하므로 가정과 교육

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왔다. 가정교과서의 식생활 영역을 분석

한 연구들은 교과서에 수록된 교육내용 및 자료, 타교과와 중복

성, 학교급별 연계성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Shim 외(2011)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출판된 12종의 중학

교 가정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Reigeluth의 정교화 이론에 제시

된 7가지 교수전략 요소들이 1학년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단

원의 교육내용 및 학습 자료들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비교･분

석하였다. Kim과 Kim(2010)은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

판된 11종의 중학교 1학년 2학년 가정교과서의 식생활 영역 교

육내용이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규정된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든 교과서들이 식생활교

육지원법에 명시된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건전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등-에 대체로 부합하는 구성 

및 서술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사진, 그래

프 등의 시각적 자료와 신문기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작은 

이야기 등의 활용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Lee 외(2010)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출판된 중학

교 1학년 가정교과서 3종을 택하여 교과서에 수록된 활동과제

의 비판적 사고 수준을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59.6점)’ 단원 활동과제의 비판적 사고 수준은 평균 59.6점으

로 전체 평균 66.8점에 크게 부족했는데, 이는 활동과제 유형-

탐구활동(75.7점), 토의･토론(74.6점), 실천활동(65.4점), 해보

기(50.7점)-에 따라 비판적 사고 수준에 큰 차이가 나타났기 때

문이다. Kim(2017)은 중학교 가정교과서에 수록된 우유 교육 

내용이 우유의 영양성분, 우유･유제품 이용, 우유의 선택과 보

관방법 등 일반적 내용이어서 유제품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도

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Lee와 Lee(2016)는 

2009개정 중학교 가정과 교과서 12종에 나타난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를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각의 범주에서 식

생활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신체이미지의 개념과 구성요소는 

27%, 신체이미지와 자아개념 형성은 15%, 신체관리행동은 

40%,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4%로 나타났다. 이

와 관련하여 식생활 영역에서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신체이미

지의 향상을 위한 행동과 방법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가정교과와 다른 교과의 식생활 교육내용을 비교･분석한 연

구를 살펴보면, Yang 외(2015)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가정, 

과학, 도덕, 체육, 보건교과서의 식생활 단원의 중복 내용을 분

석하였다. 가정교과의 ‘식생활 단원’과 중복 내용이 많은 교과

는 과학과 보건, 그 다음 체육, 도덕 교과 순이었다. 가정교과는 

청소년들이 당면한 식생활 문제에 대한 이론적 기초와 함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으나, 과학교과서는 

‘영양소의 역할’, ‘소화 흡수’ 등에 관한 과학적 이론과 원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과 보건교과는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Lee와 Kim(2000)은 식생활 관련 중복 내용에 

대하여 제6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1학년, 2학년의 가정, 체육, 과

학 교과서 각 8종을 대상으로 교육내용, 교육 자료의 양과 질을 

비교･분석하였다. 세 교과에서 공통으로 다룬 내용은 영양소의 

분류 및 기능, 함유식품, 결핍증 등 영양관련 내용이었고, 가정

교과와 과학교과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활

동을 많이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Yang(2004)은 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실과 5, 6학년 

교과서와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식생

활과 관련된 단원을 선택하여 교육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생활분야는 영양학, 식품학, 급식경영학

의 체계로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었고,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내용과 중･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내용 간에는 내용의 발전적 연

계가 이루어졌으나 중학교 과정의 학년별 내용은 반복되는 경

우가 많았다. Lee와 Kim(2000)은 중복된 학습내용은 학생들에

게 반복학습의 의미보다는 시간낭비로 인식되므로 교과간 혹은 

학년별 내용 선정 및 구성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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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교과서 선정

중학교 교육과정별 식생활 영역의 교육 내용 및 내용특성의 

변천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09개정 교육과

정의 교육과정해설서와 가정(기술･가정)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교육과정 해설서는 NCIC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

(http://ncic.go.kr)에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교과서는 교과서 박

물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육과정 시기에 따라 동

일 출판사에서 발간한 학년별 교과서 2종을 선정해 분석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부터 제5차 교육과정은 국정교과서를 발행한 시

기라 1종의 교과서만 분석하였고, 제1차와 제7차 교육과정에는 

동일 출판사에서 발간한 1, 2, 3학년 교과서 2종을 찾을 수 없어 

출판사가 다른 교과서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

의 경우 1, 2학년은 기술, 가정, 기술･가정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였으므로 가정교과서와 기술･가정 교과서에 기술된 식생

활 분야를 모두 분석하였고, 제7차 교육과정부터 2009개정 교

육과정까지는 기술･가정 교과서로 통합되었으므로 가정생활에

서 식생활 관련된 내용만을 분석하였다. 결국 이 연구에서는 제

1차 교육과정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까지 총 40권의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2. 분석 방법

이 연구는 각 교육과정에 따른 식생활 영역의 핵심 교육내용 

요소, 교육내용의 특성, 그리고 가정(기술･가정) 교과서에서 식

생활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였다. 

1) 교육내용 요소 분석

식생활 영역의 핵심 교육내용 요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핵심 

단어를 빅테이터 분석을 통하여 추출하였는데, 텍스트의 분석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 대상 교과서 40권의 그

림, 그래프, 표를 포함한 모든 텍스트를 파일로 전환하고 한자, 

기호, 숫자와 같은 불용어를 제거한 뒤 형태소의 단위로 분리하

였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실시

하여 텍스트로부터 상위 10개의 핵심 단어를 추출하였다. 

2) 식생활 영역의 교육내용 특성 분석

교육과정 시기에 따른 식생활 영역의 내용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Lee 외(2002) 와 Yang 외(2015)가 제시한 내용기준과 내

용요소의 분류체계에 따라 제1차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의 중

학교 가정교과서 중 식생활 영역을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방법

과 절차는 Yang 외(2015)의 논문에서 제시한 분석준거 및 분석

방법을 참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정교육학을 전공하는 3인(교

수,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이 교과서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뒤 

특정 내용요소의 포함여부에 대한 3인의 의견이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였다. 식생활 영역의 내용

요소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나뉘는 부분은 거의 없었으

나, ‘생애주기에 따른 생리적 특성과 질병’ 및 ‘퓨전음식 만들

기’ 부분에서 분류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생애주기

에 따른 생리적 특성과 질병’ 부분에서는 제1차, 제5차∼제6차, 

2007개정∼2009개정 교육과정은 청소년기의 특징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생애주기 전체를 다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내용요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퓨전음식 만들기’ 부분

에서는 Yang 외(2015)가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식을 세계화 및 대중화시키기 위해 만드는 방법이나 재

료에 변화를 준 음식들은 퓨전음식 만들기”로 분류하여 7차 교

육과정의 관련 내용을 내용요소에 포함하였다. 

3) 식생활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 분석

전체 가정교과서의 면수 중 식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수의 비율로 계산하였고, 분석 대상이 기술･가정 교과서인 경

우는 전체 페이지 중 기술영역을 제외한 가정영역만의 면수를 

전체로 보았다. 제1차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까지 가정교과서

의 크기는 제1차∼제6차까지는 국판(148×210)인 반면 제7차부

터는 4×6배판(188×254)으로 확대되었으나 전체 교과서 면수 

중 식생활 영역의 면수의 비율은 교과서의 크기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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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고찰

1. 중학교 교육과정해설서를 통한 식생활분야의 내용 변화 

교육과정해설서에 나타난 식생활분야 학습내용의 변화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조리, 식품가

공을 대영역으로 편제하였다. 반면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09개

정 교육과정까지는 대영역이 식생활, 청소년의 식사, 생활기술, 

가정생활 등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제5차 

교육과정에 기술･가정 과목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제7차 교육

과정에서 기술 교과와 가정 교과가 기술･가정으로 통합되면서 

식생활 영역의 내용과 구성이 단순해지고 축소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차 교육과정(1955∼1963)에는 1학

Period Contents
1학년 2학년 3학년

1st
(1955-1963)

◎ 조리

○조리

･주식

･부식

･과자

･음료

◎식품가공

○저장

･건어물

･젓담기

･김치

･기타

◎조리

○조리

･주식

･부식

◎식품가공

○저장

･저장, 젓담기, 병조림

○가공

･훈제, 곡물, 콩, 유류, 
우유

◎조리

○조리

･주식

･부식

･과자

･음료

･어류(육)

◎식품가공

○저장

･병조림

･통조림

○가공

･훈제, 콩, 
 곡물, 과물

○양조

･감미료

･조미료

2st
(1963-1973)

◎ 식생활

○식품의 종류

○식품 다루기

○부엌 연모 다루기

○각 식품의 분량달기

○손님 접대

･차내기 ･과일내기

◎식생활

○영양과 보건

○조리

○위생적 식생활

･주식, 부식, 과자, 음료, 밑반찬

◎식생활

○일품요리

○식사 예절과 손님 접대

○식품 가공과 저장

○식생활 개선

○식생활 관리

3차
(1973-1981)

◎식생활

○청소년의 식사

･일상 식품의 영양가

･청소년기 영양의 특징

･청소년을 위한 식단 짜기

○식품의 위생

･식품의 선택

･식품다루기, 씻기와 소독하기

･썰기와 매만지기

○조리 준비

･부엌의 설비

･부엌용 기구의 종류 및 사용법

･조리용 기구의 종류 및 사용법

･조리용 열원의 성능과 사용법

･조리작업의 몸차림

○간이식 조리

･화채 만들기

･영양빵 만들기

･간이식 대접하기

･차와 과일 대접하기

◎식생활

○가족의 식단

･성인의 영양 권장량

･성인의 1일 식품 필요량 기준

･성인영양과 영양 권장량

･가족의 식단 짜기

○조리와 식품의 성분

･과일･채소의 조리에 의한 성분변화

･조리에 관계되는 밀가루의 성질

･조리에 관계되는 쌀, 고기, 생선의 특징

･조미료가 조리에 미치는 영향

○일품 요리 만들기

･채소밥과 맑은장국

･국수장국과 김치

･샌드위치와 과일, 음료

･호트케이크와 밀크

○식품과 위생 문제

･기생충 제거

･식중독 예방

･전염병 감염 방지

◎식생활

○노인, 어린이, 환자의 영양

･노인과 어린이이 영양

･노인과 어린이의 식단 짜기

･질병과 음식의 관계

･환자 음식의 요건

･환자 음식의 종류

○식품의 저장･가공

･식품의 저장･가공의 원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식품 저장 방법

･저장･가공 식품의 선택

○식생활의 현대화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

･식습관, 식사 형식의  개선

･식품 생산 및 유통 과정

･식품 구입 방법

･가공 식품 이용하기

･조리 계획 세우기

○음식 만들기

･미음과 죽

･푸딩

･다과회

<표 계속>

Table 1. Curriculum of Food and Nutrition unit in Home Economics from 1st to 2009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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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서 3학년까지 전 학년에 ‘조리’, ‘식품가공’이 대영역으로 

편제되고, 중영역은 1학년에 ‘조리･저장’, 2학년에 ‘조리･저장･

가공’, 3학년에 ‘조리･저장･가공･양조’로 확대 편성되었다. 이 

시기는 식품과 영양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주식, 부식을 

비롯한 일상식 및 저장식품의 조리･가공･저장 등 음식 만들기

를 중심으로 식생활 단원을 구성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1963

Period Contents
1학년 2학년 3학년

4st
(1981-1987)

◎청소년의 식사

○영양

･영양과 건강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청소년기의 영양의 특징

･양양 권장량

○식품

･식품의 종류

･식품의 성분

○식사 계획

･하루의 식품 구성량

･식품의 선택과 구입

･음식 만들기

○식사예절

◎청소년의 식사

○식품의 이용

･조리에 의한 성분 변화

･식품 관리

○식단 관리

･식단 짜기

･음식 만들기

･상차림

○식생활의 향상

･우리나라의 식생활

･외국의 식생활

･식생활 향상의 방안

              

5st
(1987-1992)

◎식생활

○우리의 식생활

･건강과 식생활

･청소년기의 영양

･식생활 계획

◎식생활

○식생활의 향상

･식품의 조리

･식품의 가공

･식품의 문화

        

6st
(1992-1997)

◎식생활

○청소년기의 영양관리

･청소년기 영양의 특성

･기초 식품군

･청소년기의 식습관과 영양 문제

･조리의 기초

◎식생활

○식품의 선택과 이용

･식품의 선택, 다루기

･기본적인 조리 방법

･반찬 만들기

◎식생활

○식사 관리

･하루 식단 작성, 식사 평가

･상차림, 식사예절

･식품의 낭비와 쓰레기 문제

･간식 만들기

7차
(1997-2007)

◎생활 기술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청소년의 영양

･청소년의 식사

･조리의 기초와 실제

          ◎생활 기술

○가족의 식사관리

･식단과 식품의 선택

･식사준비와 평가

･식사 예절

2007개정

(2007-2009)

◎가정생활

○청소년의 생활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가정생활

○가족의 생활

･식단과 식품 선택

○가정생활의 실제

･식사 준비와 예절

◎가정생활

○가정생활과 복지

･생애 단계와 가족 복지

2009개정

(2009∼2017)

중학교 1∼3학년군

◎가정생활

Ⅰ

○청소년의 생활

･건강한 식생활과 식사구성

Ⅱ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녹색 식생활의 음식 만들기

* ◎ 대영역, ○ 중영역 ･ 소영역

* 2009개정 교육과정은 학년 구분 없이 Ⅰ,Ⅱ 학년군으로 편제되어 있음.
* 2007개정 교육과정 ‘생애 단계와 가족 복지’ 단원에 식생활 영역이 가족･소비･의･주생활과 함께 교과내용과 학습활동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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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은 전 학년에 대영역이 식생활로 편제되어 있고, 중영

역은 1학년에 ‘식품의 종류･식품 다루기･부엌 연모 다루기･각 

식품의 분량달기･손님접대’로 구성되어 있고, 2학년에 ‘영양과 

보건･조리･위생적 식생활’이 포함되어 있으며 3학년은 ‘일품요

리･식사 예절과 손님 접대･식품 가공과 저장･식생활 개선･식생

활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조리･저장･가공을 중심으로 구성된 

1차 교육과정과 달리 2차 교육과정에서 식생활 전반에 대한 내

용으로 확장되었고 영양과 보건, 위생, 식사예절, 손님접대에 대

한 내용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식

품 다루기, 부엌연모 다루기를 비롯한 실질적인 생활기술이 강

조되었으나 식품의 계량과 위생, 영양 및 보건 등의 과학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식생활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

(1973∼1981)은 제2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식생활이 전학

년에 걸쳐 대영역으로 편제되었지만, 중영역은 1학년에 ‘청소년

의 식사･식품의 위생･조리 준비･간이식 조리’, 2학년에 ‘가족의 

식단･조리와 식품의 성분･일품 요리 만들기･식품과 위생 문제’, 

3학년에 ‘노인, 어린이, 환자의 영양･식품의 저장, 가공･식생활

의 현대화･음식 만들기’로 구성되어 있다. 제3차 교육과정에는 

식생활영역의 중영역수가 증가하면서 교육내용이 다양하고 체

계적으로 구성되었고 중영역을 구성하는 내용요소가 교육과정

에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 시기에 청소년의 영양섭취

와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한 ‘청소년의 식사’가 중영역으로 처음 

편제되었고, 영양소의 균형을 고려한 가족의 식단 구성 및 간단

한 음식 만들기, 생애주기별 영양문제 등을 포함한 건강한 식생

활 내용이 강조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학문중심의 교육과정

이 강조되면서 식품의 영양가, 영양과 건강, 조리 가공 시에 나

타나는 식품성분의 변화 등 식생활 전반에 대한 과학적 이론과 

설명을 부가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1981∼1987)은 1학년과 2

학년에만 식생활 영역이 편제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식사’가 

대영역으로 편제되어 1학년과 2학년에 걸쳐 ‘영양･식품･식사 

계획･식사예절･식품의 이용･식단관리･식생활의 향상’ 등의 내

용을 중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의 영양과 건

강을 위한 음식 만들기와 식사계획을 중심으로 식생활영역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5차 교육과정(1987∼1992)에는 식

생활영역의 중영역이 1학년에 ‘우리의 식생활’, 2학년에 ‘식생

활의 향상’으로 매우 단순하게 축소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

(1992∼1997)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전 학년에 식생활이 대

영역으로 편제되어있고, 중영역은 1학년에 ‘청소년기의 영양관

리’, 2학년에 ‘식품의 선택과 이용’, 3학년에 ‘식사관리’로 구성

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1997∼2007)에는 기술･가정 통합 

교과로 운영하였으며 1학년과 3학년에 식생활 영역이 편제되어 

있고, 대영역은 생활 기술이다. 중영역은 1학년에 ‘청소년의 영

양과 식사’, 3학년에 ‘가족의 식사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계가 도입되면서 교육과정을 수

정･보완하는 부분개정의 형태로 진행되어 이전의 교육과정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7개정 교육과정(2007∼

2009)은 7학년에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가 중영역으로, 8학년

에 ‘식단과 식품선택’과 ‘식사준비와 예절’이 소영역으로 식생

활이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학년에는 ‘가정생활과 

복지’ 영역에 “가족 복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가족･소비･식･

의･주생활과 관련된 실습을 통해 가족생활 주기별 가족 구성원

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한다.’는 형식으

로 본문과 학습활동에 포함되어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2009

∼2017)은 학년군으로 편제되어 있고, ‘가정생활’ 대영역에서 

식생활영역은 중영역인 ‘청소년의 생활’ 에 ‘건강한 식생활과 

식사구성’이 소영역으로 포함되어 있고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중영역에 ‘녹색 식생활의 음식 만들기’가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식생활 영역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 2, 3, 5차 교육과정에서는 전 학년에 걸쳐 식생활영역이 편

제되었고 제4･5･7차･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개 학년에만 

독립된 영역으로 편제되었다. 교육내용의 질적 구성에서는 제2

차와 3차 교육과정에서 10개를 상회하던 식생활영역의 중영역

의 수가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의･식･주를 통합하여 구성

된 중단원에 소단원으로 편제되었다. 

2. 가정과 교과서 식생활 영역의 핵심단어

중학교 가정교과서 식생활 영역의 교육내용 변천을 분석하기 

위해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기법을 이용하여 교육과정 시

기별 핵심단어 10개를 추출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워드 

클라우드는 문서에 사용된 단어의 출현빈도를 계산해서 시각적

으로 배열하거나 표현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문자 텍스트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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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Word cloud Key word N %

1st
(1955∼1963)

1 식품 147/1769 8.31
2 소금 128/1769 7.24
3 비타민 99/1769 5.6
4 음식 94/1769 5.31
5 식사 90/1769 5.09
6 그릇 78/1769 4.41
7 생선 67/1769 3.79
8 단백질 66/1769 3.73
9 채소 66/1769 3.73

10 사용 58/1769 3.28

2st
(1963∼1973)

1 식품 102/1238 8.24
2 음식 98/1238 7.92
3 소금 68/1238 5.49
4 설탕 54/1238 4.36
5 달걀 53/1238 4.28
6 비타민 53/1238 4.28
7 재료 53/1238 4.28
8 쇠고기 49/1238 3.96
9 참기름 48/1238 3.88

10 단백질 47/1238 3.8

3st
(1973∼1981)

1 식품 291/1514 19.22
2 음식 139/1514 9.18
3 식사 90/1514 5.94
4 채소 85/1514 5.61
5 영양 80/1514 5.28
6 단백질 61/1514 4.03
7 비타민 60/1514 3.96
8 섭취 56/1514 3.7
9 필요 54/1514 3.57

10 재료 53/1514 3.5

4st
(1981∼1987)

1 식품 252/1259 20.02
2 음식 147/1259 11.68
3 식생활 81/1259 6.43
4 식사 71/1259 5.64
5 영양 65/1259 5.16
6 신체 64/1259 5.08
7 생선 60/1259 4.77
8 채소 57/1259 4.53
9 섭취 55/1259 4.37

10 필요 54/1259 4.29

5st
(1987∼1992)

1 식품 355/1223 29.03
2 음식 130/1223 10.63
3 단백질 84/1223 6.87
4 채소 82/1223 6.7
5 섭취 77/1223 6.3
6 식생활 72/1223 5.89
7 가공 71/1223 5.81
8 영양소 70/1223 5.72
9 보관 66/1223 5.4

10 생선 61/1223 4.99
<표 계속>

Table 2. Key words of Food and Nutrition unit in Home Economics from 1st to 2009 Curricul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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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단어가 다른 단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출현 빈도가 높으

면 글자의 크기와 색상을 이용하여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단어 및 상대적 출현빈도를 인지하는 데 유용하다(Gottron, 

2009; Huh, 2013; Kaptein & Kamps, 2011). 

전 교육과정에 걸쳐 식생활영역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요 

핵심단어는 ‘식품’, ‘음식’, ‘식사’이며 이는 식생활이 식품을 조

리･가공하여 음식을 만들어 식사를 하는 일련의 행위를 나타내

기 때문이다. 제1, 2차 교육과정에서는 ‘소금’, ‘생선’, ‘쇠고기’, 

‘달걀’, ‘채소’ 등의 식재료와 ‘소금’, ‘설탕’, ‘참기름’ 등의 조

미료, 이들 식품에 함유된 ‘비타민’,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주

요 핵심단어로 추출되었다. 이는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식품 다

루기, 음식 만들기, 부엌연모 다루기를 비롯한 실질적인 생활기

Period Word cloud Key word N %

6st
(1992-1997)

1 식품 519/1637 31.7
2 음식 260/1637 15.88
3 식사 194/1637 11.85
4 영양소 172/1637 10.51
5 섭취 149/1637 9.1
6 재료 148/1637 9.04
7 사용 143/1637 8.74
8 영양 139/1637 8.49
9 채소 130/1637 7.94

10 분량 102/1637 6.23

7st
(1997∼2007)

1 식품 553/1918 28.83
2 음식 301/1918 15.69
3 식사 240/1918 12.51
4 섭취 194/1918 10.11
5 식단 129/1918 6.73
6 영양소 128/1918 6.67
7 생선 121/1918 6.31
8 영양 117/1918 6.1
9 채소 117/1918 6.1

10 분량 112/1918 5.84

2007
(2007∼2009)

1 식품 431/1832 23.5
2 식사 278/1832 15.17
3 음식 254/1832 13.86
4 섭취 189/1832 10.32
5 영양 165/1832 9.01
6 영양소 114/1832 6.22
7 건강 106/1832 5.79
8 식단 97/1832 5.29
9 청소년 90/1832 4.91

10 가족 81/1832 4.42

2009
(2009∼2017)

1 식품 319/1501 21.25
2 식사 198/1501 13.19
3 음식 172/1501 11.46
4 섭취 163/1501 10.86
5 식생활 160/1501 10.66
6 건강 113/1501 7.53
7 영양 104/1501 6.93
8 영양소 85/1501 5.66
9 채소 78/1501 5.2

10 청소년 78/1501 5.2
* N=빈출횟수/전체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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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강조한 교육과정을 반영한 결과이며, 한국인들이 부족하

기 쉬운 비타민과 단백질 섭취를 강조한 시대상과 연관된다. 청

소년 및 가족의 영양과 건강을 강조한 제3차 교육과정부터 ‘영

양’, ‘섭취’, ‘필요’ 등의 영양소의 섭취를 강조하는 단어가 핵심

단어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청소년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영양소의 양과 균형을 갖춘 식사 섭취의 중요성

을 강조한 교육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전

의 교육과정 시기에 비해 ‘식품’의 비중이 대폭 상승한 이유 또

한 식품 속에 함유된 영양소를 강조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추

정할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식품구성탑’ 개념이 등장하

여 식품의 1인 1회 분량을 강조하면서 ‘분량’이 핵심단어로 새

로이 등장했고, 제7차 교육과정부터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를 주

요 내용으로 다루면서 ‘식단’, ‘청소년’ 등이 핵심단어로 등장하

였다.  

단어 구름(word cloud) 기법은 문서에 사용된 단어의 빈도를 

계산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므로 문서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그러나 제1차와 2차 교육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과정에서 ‘식품’, ‘음식’, ‘식사’ 등의 상위 핵심단어가 차지

하는 비중이 약 50%에 해당하여 이 방식으로 교과서 내용 변화

를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식품’, ‘음식’, ‘식사’ 등의 핵심용어와 관련된 주제

와 핵심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어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

하는 코워드 분석(co-word analysis)이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

이다(He, 1999).  

3. 식생활 영역의 교육 내용요소의 특성

교육과정 시기에 따른 식생활 영역의 내용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Lee 외(2002) 와 Yang 외(2015)가 제시한 체계에 따라 제

1차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가정교과서 중 식생활 영

역의 내용기준과 내용요소를 분석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Content Standard Content Element
Curriculum

1st 2st 3st 4st 5st 6st 7st 2007 2009

1.1 
Health & Nutrition

relationship of health and nutrition ○ ○ ○ ○ ○ ○ ○ ○ ○

functionality, digestibility, and absoption of 
nutrients

○ ○ ○ ○ ○ ○ ○ ○ ○

healthy dietary life ○ ○ ○ ○ ○ ○ ○ ○ ○

deficiency and overeating of nutrients ○ ○ ○ ○ ○ ○ ○ ○ ○

1.2 
Dietary Habit

dietary habit and body weight control × × ○ ○ ○ ○ ○ ○ ○

diet, calories and activities ○ ○ ○ ○ ○ ○ ○ ○ ○

social support for healthy dietary life × × × × × ○ ○ ○ ○

balanced diet and healthy meal plan ○ ○ ○ ○ ○ ○ ○ ○ ○

disordered eating behavior(anorexia, bulimia, 
etc.)

× × × × × ○ ○ ○ ○

2.1 
Food Variety & 

Selection

food selection and purchasing ○ ○ ○ ○ ○ ○ ○ ○ ○

food variety: seasonal food, substitutional food, 
healthful food, functional food 

○ ○ ○ ○ ○ ○ ○ ○ ○

food processing & preservation ○ ○ ○ ○ ○ ○ ○ ○ ○

food portion & nutrition label × × × × × × ○ ○ ○

2.2 
Food Preparation 

& Cooking

food preparation and scientific cooking ○ ○ ○ ○ ○ ○ ○ ○ ○

eco-friendly food management × × × × × ○ ○ ○ ○

food hygiene & food poison ○ ○ ○ ○ ○ ○ ○ ○ ○

environmental hormone & food × × × × × × × × ×
food preparation for family ○ ○ ○ ○ ○ ○ ○ ○ ○

3.1 
Life Cycle & 

Nutrition

adolescent nutrition ○ ○ ○ ○ ○ ○ ○ ○ ○

physiology and disease in life cycle × ○ ○ ○ × × ○ ○ ×
obesity, disease, & diet × × ○ × ○ ○ ○ ○ ○

<표 계속>

Table 3. Content elements of Food and Nutrition unit in Home Economics from 1st to 2009 Curricul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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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과 영양

내용기준 ‘건강과 영양’의 서술적 내용은 ‘건강의 의미를 이

해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의 기

능을 안다’이며, 내용요소는 4개의 항목으로 ‘우리의 몸과 건강, 

영양과의 관계’, ‘영양소의 기능 및 소화흡수’, ‘건강한 가족의 

식생활’, ‘영양소의 결핍과 과잉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과 

영양’은 식생활 영역의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이 영역의 모든 하

위요소들은 제1차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에 걸쳐 전 교육과정

에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들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1차∼제2차, 제4차, 제6차∼7차 교육과정에서는 ‘건강과 영

양’ 또는 ‘영양과 건강’이 소단원으로 편제되어 있으나, 그 외 

교육과정에서는 특정 단원으로 편제시키지 않고 음식을 중심으

로 ‘건강’과 ‘영양’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거나 서술하고 있다. 

2007개정∼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양섭취의 기준으로 ‘상

한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

했다.

2) 식습관

내용기준 ‘식습관’의 서술적 내용은 ‘식습관을 형성하는 요소

들을 파악하고, 식사와 열량, 활동과 식습관의 관계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안다’이며, 내용요소는 ‘식습관의 형성과 체중조

절’, ‘식사와 열량, 활동의 관계’, ‘식생활 관리를 돕는 사회적 

지원체제’, ‘균형있는 식사와 바람직한 식사 계획’, ‘이상적인 

식습관(거식증, 폭식증 등)의 문제’ 등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

성되어 있다. 하위요소 중 ‘식습관의 형성과 체중조절’ 요소는 

제3차 교육과정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식생활 관리를 돕는 

사회적 지원체계’는 식생활 지침을 알기 쉽도록 표시한 ‘식품구

성탑’ 개념이 제6차 교육과정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2009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식품 자전거’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이상적

인 식습관(거식증, 폭식증 등)의 문제’는 제6차 교육과정부터 

다루기 시작했는데, 제6차∼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체중 부족으

로 인한 신경성 식욕부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고, 2007개정부

터 거식증과 폭식증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였다. ‘식사와 열

량, 활동의 관계’, ‘균형 있는 식사와 바람직한 식사 계획’ 요소

는 전 교육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3) 식품의 종류와 선택

‘식품의 종류와 선택’의 서술적 내용은 ‘다양한 식품의 종류

와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영양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신선한 식

품을 선택한다’이며, ‘식품의 종류 선택과 구매’, ‘여러 가지 식

품(계절식품, 대체식품, 건강식품, 기능성 식품)’, ‘식품의 가공

과 저장’, ‘식품의 분량과 영양표시’의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식품의 종류, 선택과 구매, 가공과 저장 등의 내용요소

들은 전 교육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1995년 가

공식품의 영양표시제도가 도입되면서 제7차 교육과정부터 ‘식

품의 분량과 영양표시’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교과서

에 영양표시와 관련된 내용을 첨가하였다. 

Content Standard Content Element
Curriculum

1st 2st 3st 4st 5st 6st 7st 2007 2009

3.2 
Problems of 

Modern Diet & 
Therapy

favorite food & health ○ ○ × × × × ○ × ×
prevention & solution: smoking, alcohol and 
drug abuse

× × × × × × × ○ ×

diet and disease: cancer, hypertension, diabetes, 
etc.

× × ○ ○ ○ ○ ○ ○ ○

supplemental food and GMO × × × × × × × ○ ○

4.1 
Dietary Culture & 

Table Manner

dietary culture ○ ○ ○ ○ ○ ○ ○ ○ ○

Korean food ○ ○ ○ ○ ○ ○ ○ ○ ○

table manners ○ ○ ○ ○ ○ ○ ○ ○ ○

preparation of Korean food ○ ○ ○ ○ ○ ○ ○ ○ ○

preparation of fusion food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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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 다루기 및 조리

내용기준 ‘식품 다루기 및 조리’의 서술적 내용은 ‘식품의 위

생 및 관리방법을 이해하고, 환경보존 및 과학적인 조리방법으

로 음식을 조리한다’이며, 내용요소는 ‘식품 다루기와 과학적인 

조리방법’, ‘환경보전을 위한 식품관리’, ‘식품위생과 식중독’, 

‘환경호르몬과 식품’, ‘가족을 위한 음식 만들기’의  5개 하위요

소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 다루기와 과학적인 조리방법’, ‘식품

위생과 식중독’, ‘가족을 위한 음식 만들기’ 등의 내용요소는 식

생활 영역의 기초적인 내용으로 전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제6차 

교육과정부터 ‘환경보전을 위한 식품관리’ 요소가 등장하였고, 

제6차∼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식품의 낭비와 음식 쓰레기 문제

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07∼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탁 받은 식품을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단체인 ‘푸

드뱅크’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자의 섭취에 이르기까지 소요

되는 거리를 일컫는 ‘푸드마일리지’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

다. 환경호르몬과 식품은 주로 고등과학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전 교육과정에서 그 요소를 찾아볼 수 없었다. 

5) 생애주기와 영양

내용기준 ‘생애주기와 영양’의 서술적 내용은 ‘청소년기와 생

애주기에 따른 생리적 특성과 질병에 따른 식이요법을 이해한

다’이며, 내용요소는 ‘청소년의 영양관리’, ‘생애주기에 따른 생

리적 특성과 질병’, ‘비만 및 질병과 식이요법’의 3개 하위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의 영양관리’ 요소는 전 교육과정

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나, ‘생애주기에 따른 생리적 특성과 

질병’ 요소는 인간발달 영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주로 청소

년기의 발달 특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생애주기 중 일부의 

주기만을 다루고 있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1

차, 제5차∼제6차, 2007개정∼2009개정 교육과정은 청소년기

의 발달 특징만을 다루고 있었고, 나머지 교육과정은 청소년기

를 포함하여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특히,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식생활 관리 내용에 청소년, 어린이, 노인의 영

양 특징에 관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고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소단원으로 1학년에서 청소년, 2학년에서 성인, 3학년에서 어린

이와 노인에 대한 영양특징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제4차 교육

과정에서는 영양 증진 내용에 청소년, 어린이, 노인의 영양적 

특징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족의 식

단 작성을 위하여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노인, 임신부

의 영양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비만 및 질병과 식이요법’ 요소

는 제3차 교육과정, 제5차∼2009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

었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 환자의 음식과 식이요법에 대해 다루

고 있고, 제5차 교육과정에 ‘비만’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고,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영양문제로 ‘비만’을 하나의 

소단원으로 편제하였다. ‘청소년의 영양관리’ 요소는 전 교육과

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6) 현대 식생활 문제 및 식이요법

내용기준 ‘현대 식생활 문제 및 식이요법’의 서술적 내용은 

‘현대 식생활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

법을 찾는다’이며, 내용요소는 ‘기호식품과 건강’, ‘흡연, 음주, 

약물의 예방과 해결방법’, ‘현대 식생활과 질병(암, 고혈압, 당

뇨병 등)’, ‘건강 보조식품, 유전자 조작 식품의 문제’ 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호식품과 건강’ 요소는 제1차

∼제2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커피와 홍차,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기호품의 

장･단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콜라,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흡

연, 음주, 약물의 예방과 해결방법’ 요소는 보건교과서에서 주

로 다루고 있으며(Yang et al., 2015),  가정교과서에는 2007개

정 교육과정 ‘가정생활과 복지’단원에 임산부의 약물･음주･흡

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

하고 있다. 제3차 교육과정부터 ‘현대 식생활과 질병(암, 고혈

압, 당뇨병 등)’ 요소와 관련된 ‘혈압’, ‘동맥경화증’ 이라는 단

어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다. ‘건강 보조식품, 유전자 조작 식

품의 문제’ 요소는 2001년에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가 시행되

면서 2007개정부터 ‘유전자 변형식품’,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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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생활 문화와 식사예절

내용기준 ‘식생활 문화와 식사예절’의 서술적 내용은 ‘우리나

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식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전통 음식을 익

히며, 식사방법과 식사예절을 안다’이며, 내용요소는 ‘한국과 

세계의 식생활 문화’, ‘한국 음식의 종류와 특징’, ‘한국과 세계 

음식의 식사방법과 식사예절’,‘전통음식 만들기’, ‘퓨전음식 만

들기’ 등 5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퓨전음식 만들기’

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전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

하고 있었다. ‘퓨전음식 만들기’는 교육과정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전주비빔밥 고추장 소스와 스파게

티, 초밥과 마요네즈, 연두부와 숙주를 넣은 샐러드 등 퓨전음

식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전통 음식 만들기’ 요소는 ‘음식 

만들기’ 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1차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까지의 내용 변천을 보면 식생활 

영역의 교육 내용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시대적 요

구와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 식생활 영역의 비중이 대폭 축소되면서 교과서에 관

련내용에 대한 정보와 설명이 부족하여 식생활 교육에 대한 질

적 저하가 우려된다.

4. 교과서 내 식생활 영역의 비율

각 교육과정의 가정(기술･가정)교과서에서 식생활 분야의 비

율을 총 교과서 면수 가운데 식생활 분야가 차지하는 면수를 계

산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각 교육과정에서 2종의 교과

서를 선택하여 면수의 비율을 각각 계산하여 평균값을 구하였

Period Grade Title Publisher N
%

page
Portion Mean

1st
(1955∼1963)

1

새로운 

가정
영지문화사 75/176 42.6

27.4

23∼98

모범 

증등가정
홍지사 53/210 25.2 135∼188

2
이상적인 

가정생활
장왕사 36/238 15.1 39∼75

새로운 가정 영지문화사 52/181 28.7 37∼51/ 68∼106

3
즐거운 

가정생활
정음사 54/204 26.5 92∼120 /164∼190

자료 없음

2st
(1963∼1973)

1

현대가정 문화당

41/144 28.5

20.2

65∼106

2 42/165 25.5 1∼42

3 28/151 18.5 1∼28

1
새로운 

중등가정
민중서관

25/156 16.0 77∼102

2 23/156 14.7 37∼60

3 29/164 17.7 29∼58

3st
(1973∼1981)

1

가정 국정교과서

43/201 21.4

22.9

127∼170

2 48/193 24.9 1∼48

3 43/193 22.3 53∼96

4st
(1981∼1987)

1 가정
국정교과서

56/191 29.3
26.3

65∼94 /129∼156

2 가정 52/223 23.3 47∼78 / 143∼164

5st
(1987∼1992)

1
가정 국정교과서

51/191 26.7
23.5

31∼82

2 45/223 20.2 43∼88

1
기술･가정 국정교과서

23/92 25
23.3

79∼102
(7-44), (79-134) 

2 27/95 28.4 73∼100(43-138)

<표 계속>

Table 4. Portion of food and nutrition unit in Home Economics from 1st to 2009 Curricul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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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제1차 교육과정의 경우 1학년∼3학년까지 사용된 동일 

출판사의 교과서를 찾지 못하였고, 3학년의 경우 1종의 교과서 

면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제1차 교육과정은 평균 27.4%, 제2

차는 20.2%, 제3차는 22.9%, 제4차는 26.3%, 제5차는 23.5%

(가정), 23.3%(기술･가정), 제6차는 29.7%, 제7차는 31.8%, 

2007개정 교육과정은 22.3%, 2009개정은 15.2%로 나타났다. 

식생활 영역의 전체 평균은 24.3%인데 제2차, 제3차, 제5차, 

2007개정, 2009개정이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제6차 및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각각 29.7%와 31.8%로 이 시기에 식생활 분야

의 비율이 높았다. Yoon(1996a; 1996b; 1997)과 Shin(1995)도 

제6차 교육과정 8종의 중학교 가정과교과서를 분석한 연구에서 

식생활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식생활 분야의 비율이 22.3%로 감소했고 2009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15.2%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교육과정별 

가정교과서 가족분야의 비중을 분석한 김과 전(Kim & Jun, 

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1차∼제7차 교육과정까

지 대략 10%를 머물렀던 가족분야의 비율이 2007개정에서는 

35.9%로 대폭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종의 출판사를 비교한 제2차, 제6차, 2007개정, 2009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제2차 교육과정에서 24.1%(문화당)와 

16.2%(민중서관), 제6차 교육과정은 32.1%(지학사)와 27.3%

(천재교육),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24.2%(두산동아)와 20.3% 

(천재교육), 2009개정은 15.9%(동아출판)와 14.5%(천재교육)

로 나타나 가정과 교과서에 기술된 식생활 분야의 비율이 출판

사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Yoon(1996a; 1996b; 

1997)도 제6차 교육과정 중학교 가정과교과서 8종을 분석한 연

Period Grade Title Publisher N
%

page
Portion Mean

6st
(1992∼1997)

1

가정 지학사

53/192 27.6

29.7

71∼124

2 41/108 38.0 27∼68

3 37/108 34.3 27∼64

1

가정 천재교육

47/192 24.5 80∼127

2 35/104 33.7 34∼69

3 27/104 26.0 34∼63

7st
(1997∼2007)

1

기술･가정 (주)두산

45/79 57.0

31.8

42∼87(8-87)

2 0/104 0 (8-73), (182-221)

3 47/108 43.5 60∼107(154-225)

1

기술･가정

천재교육 37/75 49.3 46∼83(8-83)

2 천재교육 0/102 0 (8-59), (164-215)

3 대한교과서(주) 47/97 46.4 54∼101(154-204)

2007
(2007∼2009)

1

기술･가정 두산동아

21/107 19.6

-

58∼79(08-115)

2 44/162 27.1 42∼63/106∼129 (7-169)

3 - - -

1

기술･가정 천재교육

36/113 31.9 66∼87(8-121)

2 36/146 24.7
42∼59/106∼125
(7-169)

3 - - -

2009
(2009∼2017)

Ⅰ
기술･가정 동아출판

19/133 14.3

15.2

39∼58(6-139)

Ⅱ 25/143 17.5 41∼66(6-149)

Ⅰ
기술･가정 천재교육

21/161 13.0 48∼69(10-171)

Ⅱ 25/157 15.9 54∼79(8-165)

* N= 식생활 영역 페이지/가정생활영역 전체 페이지

* 상세페이지의 범위는 식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의미하고, (  )영역은 가정영역의 전체 페이지를 의미함.
* 1차 교육과정의 ‘자료 없음’은 자료를 구하지 못한 경우임.
* 4차와 5차의 중학교 가정은 1, 2학년만 있음.
* 2007개정 교육과정 3학년 교과서의 식생활 영역은 ‘생애 단계와 가족 복지’ 단원에 가족･소비･의･주생활과 혼재되어 기술되어 있으므로 식생활 영역의 페

이지수를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2009개정 기술･가정은 학년이 아닌 학년군(Ⅰ,Ⅱ)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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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식생활 영역의 구성 내용에 대한 비중이 출판사별로 2

배에서 3배 정도까지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제1차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의 변

천에 따른 식생활 영역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핵심 교육 내

용, 내용 특성, 식생활 영역의 비중을 분석하였다. 교육과정해설

서와 가정(기술･가정) 교과서 40권을 조사･분석에 사용하였고, 

핵심단어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워드 크라우드 분석

을 통하여 추출하였으며 식생활 영역의 비중은 전체 가정교과

서에서 식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면수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식생활 영역의 변화를 양적 질적 측면에서 조사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생활 영역 교육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1차 교육과

정에서는 조리･식품가공을 대영역으로 편제하였으나 제2차 교

육과정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까지는 대영역이 식생활, 청소년

의 식사, 생활기술, 가정생활 등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

되었다. 식생활 영역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 2, 3, 5차 교육과

정에서는 전 학년에 걸쳐 식생활영역이 편제되었고 제4･5･7

차･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개 학년에만 독립된 영역으로 

편제되었으며, 제2차와 3차 교육과정에서 10개를 상회하던 식

생활영역의 중영역의 수가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영역이 

없어지고 의･식･주를 통합하여 구성된 중단원에 소단원 2개로 

편제되었다.

둘째, 각 교육과정에 따른 식생활 영역의 내용 특성을 살펴보

면 전 교육과정에 걸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요 핵심단어는 

‘식품’･‘음식’･‘식사’이다. 생활기술을 강조한 제1, 2차 교육과

정에서는 식재료와 조미료, 식품에 함유된 ‘비타민’,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주요 핵심단어로 추출되었고, 청소년 및 가족의 

영양과 건강을 강조한 제 3차 교육과정부터 ‘영양’･‘섭취’･‘필

요’ 등이 핵심단어로 등장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식품구

성탑’ 개념이 등장하여 식품의 1인 1회 분량을 강조하면서 ‘분

량’이 새로이 핵심단어로 등장하였고, 제7차 교육과정부터 청소

년의 영양과 식사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면서 ‘식단’･‘청소년’ 

등이 핵심단어로 추출되었다. 새로이 추가된 내용요소를 살펴

보면, 제6차 교육과정부터 ‘식생활 관리를 돕는 사회적 지원체

제’ 및 ‘이상적인 식습관(거식증, 폭식증 등)의 문제’,  ‘환경보

전을 위한 식품관리’, 제 7차 교육과정부터 ‘식품의 분량과 영

양표시’, 2007개정∼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건강 보조식품, 

유전자 조작 식품의 문제’가 등이 있다.

셋째, 식생활 영역이 가정교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4.3%였으며, 제6차 및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각각 29.7%와 

31.8%로 가장 높았고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5.2%로 크게 

감소했다. 

제1차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까지 식생활 영역의 교육 내용

은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시대적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여 왔

으나,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식생활 영역의 비중이 대폭 축소

되면서 교과서에 관련내용에 대한 정보와 설명이 부족하여 식

생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이는 결국 

개인과 사회의 생활과 건강에 점진적인 위해요인으로 작용하여 

미래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과 교육에서 식생활 영역의 교육방향에 대

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교과와 다른 교과의 교육내용이 중복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과 간 협력수업과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교과 간 교육내용의 중복성은 여러 선행연구

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으며, 특히 식생활 영역은 과학･

도덕･체육･보건 교과와 ‘영양과 건강’과 관련된 내용에 중복성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교과의 특성에 따라 교육 내용

을 다루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학생입장에서는 반복

학습으로 인하여 흥미가 저하되고 학습 피로도가 가중될 수 있

다. 이와 같은 문제는 관련 과목의 유사한 내용에 대한 교과 간 

협력수업을 수행함으로서 해결될 수 있으며 일부 교육현장에서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향후 교과 간 협력수업이 보다 수월하고 

상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현장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중심 주제

로 두고 가정과에서는 ‘영양과 식단’, 과학에서는 ‘소화 및 흡

수’, 보건교과에서는 ‘질병관리’, 체육교과에서는 ‘운동’ 등의 

다면적인 접근방식을 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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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정교과의 정체성에 부합하면서 다른 교과와 차별되

는 교육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숙의활동을 제안한다. 중등

교육과정에서 가정과의 시수는 대폭 줄어든 반면 교육내용의 

범위는 오히려 확장되면서 교과서에 기술되는 내용이 피상적이

고 질적 수준도 저하되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교

과와의 교육내용 중복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교과와

는 차별되는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작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가령 식생활 영역에서는 ‘영양과 건강’에 대한 내용은 다

른 교과와 중복되지만 ‘식품과 조리’ 관련 내용은 어떤 교과에

서도 다루지 않는 가정과의 고유 영역이다. 사실 종래 가정과의 

중심을 형성하는 의생활･식생활･주생활의 많은 내용이 다른 교

과에서는 다루지 않는 가정과의 고유 영역이다. 더욱이 21세기 

한국사회는 의생활･식생활･주생활의 질적 향상에 관심이 많고, 

이런 현상을 반영하여 관련 정보가 온갖 매체를 통하여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하여 가정과 

교육내용의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무리하게 많은 내용을 피상적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주요 교

육내용을 선정하여 학습활동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

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정과 수업의 조리실습을 위한 전문강사제 도입을 제

안한다. 중등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조리실습은 학생들이 선호

하는 학습활동으로 거론되고 대부분의 학교가 조리실습실을 보

유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조리실습 활동을 수행하기

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다. 교육 수월성을 제고하는 차원

에서 시･도 교육청이 조리실습 전문강사제를 도입하여 지역단

위로 몇 개 학교를 묶어 전문강사를 가정과 수업에 파견하여 가

정과 교사와 조리실습을 함께 운영하거나, 방과 후 활동으로 조

리실습을 진행하면 공간 활용도 되고 학생들의 생활기술을 향

상시키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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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1차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식생활 영역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핵심 교육 내용, 내용 특성,

식생활 영역의 비중을 분석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워드 크라우드 분석을 통하여 가정교과서 40권에 기술된 식생활

영역의 내용으로부터 핵심단어를 추출하였고, 식생활 영역의 비중은 전체 가정교과서에서 식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면수의 비율로 계

산하였다. 

전 교육과정에 걸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요 핵심단어는 ‘식품’･‘음식’･‘식사’였다. 제1, 2차 교육과정에서는 식재료와 조미료,

식품에 함유된 ‘비타민’,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주요 핵심단어로 추출되었고, 제3차 교육과정부터 ‘영양’･‘섭취’･‘필요’ 제6차 교육

과정에서 ‘분량’, 제7차 교육과정부터 ‘식단’･‘청소년’ 등이 핵심단어로 등장했다. 식생활 영역이 가정교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4.3%였으며, 제6차(29.7%) 및 제7차(31.8%) 교육과정에서 가장 높았고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5.2%로 크게 감소했다. 아울러 

식생활 영역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2차와 3차 교육과정에서 10개를 상회하던 식생활영역의 중영역의 수가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영역이 없어지고 소영역 2개로 축소되었다. 

1차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까지 식생활영역의 교육내용은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시대적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다만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식생활 영역의 비중이 대폭 축소되면서 교과서에 관련내용에 대한 정보와 설명이 부족하여 식생활 교육에 

대한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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