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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aimed to suggest an efficient improvement plan for school food services by investigating the
operating situation and recognition of menu management in school food services for school food service dietitians
(and nutrition teachers) in Chungbuk. A total of 328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school food service die-
titians (and nutrition teachers) in Chungbuk by e-mail in September, 2010. A total of 265 questionnaires (80.8%)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highest allocation of nutrients and calories per day in school food services was
1:1.5:1.5 (breakfast : lunch : dinner) (38.5%). The reasoning for applying a flexible allocation of nutrients and
calories per day was 'considering the ratio of students who do not eat breakfast' (59.2%). And the way to apply
the flexible allocation for nutrients and calories per day was 'by agreement from the school operating committee
in arbitrary data without situation surveys' (86 respondents, 49.4%), and 'by agreement from the school operating
committee in analysis data through situation surveys' (80 respondents, 46.0%). The operational method of stand-
ardized recipes was 'cooking management site of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s' (87.5%) and the items
included in standardized recipes were menu name, food material name, portion size, cooking method, nutrition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in HACCP. The main reason for not utilizing all items of a cooking manage-
ment site of the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was 'no big trouble in menu management even though
it is used partly (29.1%). In addition, the highest use of standardized recipe was for 'maintaining consistency
of food production quantity'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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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성장 발육, 신진대사

및 신체활동이 활발하므로 영양요구량이 크고 식습관 형성

및 고정되는 시기이므로 다양하고 영양적인 식품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 잡힌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따

라서 학교급식은 식사를 제공해주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공급, 심신의 발달 도모,

영양교육을 통한 식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식습관을 형성하

게 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양적 성장을 거듭하여 학교급식은 2011년 2월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의 99.9%인 11,389개교에서 급식을 실시하

고 1일 평균 718만 명의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연간 4조 8,631억 원의 급식경비가 소요되고 있다(2).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향

상을 위해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급식운영시

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였다(1). 학교급

식은 운영의 내실화 정책에 따라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우

수농산물 사용 확대, 영양관리․식생활지도 강화, 정부지원

확대, 지도․감독시스템 개선 전략으로(3) 위생과 영양관리

강화가 추진되었다.

학교급식 관리의 중심인 식단관리는 급식대상자의 영양

필요량, 기호도와 예산 범위에서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 및

시간에 따라 음식의 종류와 양이 정해져야 한다(4). 영양부족

과 과잉의 문제가 공존하는 오늘날에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

병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섭취의 균형이 강조되고 있다(5).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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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학교 급식법에는 영양관리기준만 규정되고 그 실행을

위한 세부사항들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2008년 학교급

식법의 개정에 따라 영양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

5조 제1항)과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식단의 영양관리를 강화하였다.

종전 학교급식의 영양기준량은 시행령에 규정하였으나 개

정법령에서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의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영양관리기준

중 최저기준 미준수 시에는 시정명령, 징계, 과태료 등의 벌

칙을 부과하였다. 또한「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8가

지 영양소에 대해 식단계획 시 기준이 되는 권장섭취량과

최저 기준인 평균필요량의 2가지 기준을 제시하였고 탄수화

물, 단백질, 지방으로부터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에너지적정

비율을 산정하여 제시하였고 총 공급 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

지의 상한 섭취비율을 제한하였다. 세부적인 기준은 학교급

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 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

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양관리

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 영양공급량을 평가

하도록 하였다.

학교급식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학교급식 실태조사(6-

10), 식단평가(11,12), 영양관리 실태조사(13-15), 식단에 대

한 만족도(16), 식단에 대한 선호도(17), 식단 개발(18)에 관

한 연구는 있으나, 2007년 학교급식법 개정 후 변화하는 학교

급식 환경을 고려하여 실천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학교급식의 식단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는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급식법 개정(19) 후 학교급식 식단

관리 및 영양(교)사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

적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 실시률이 100%이나 학교급식의

식단관리실태 연구가 전무한 충청북도지역 학교를 조사대

상 지역으로 선택하였으며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배치

된 영양사 및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충북지역 영양사 및 영양교사가 배치된 총 328개

교의 영양(교)사에게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자

문서 이메일을 통하여 배포되었고, 배포된 설문지 총 328부

중 266(81.1%)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누락된 1부를 제

외한 265(80.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지 구성

평가도구인 설문지는 선행연구(20,21)에 사용된 설문지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용타당도에 대한

신뢰도 검정 결과를 실시하였으며, 식단 작성 시 고려 요인의

중요도(0.887), 어려운 정도(0.801), 인지도․중요도․수행

도(0.877), 영양관리 기준에 대한 인지도․중요도․수행도

(0.886), 어려운 정도(0.633)의 신뢰도 계수가 영양관리 기준

에 대한 어려운 정도를 제외하고는 0.8 이상으로 높게 나타

나 문항의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급식 식단관리 운영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1일 제공

끼니 수, 식단형태, 급식운영형태, 배식형태, 배식방법, 급식

시간, 급식비등의 운영실태와 식단 작성 시 고려하는 요인의

중요도와 어려운 정도, 학교급식 식단 작성 시 영양관리와

학교급식법령에 제시된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인지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중요도)와 실제로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수행도),

학교급식에서의 식단 작성 시 영양관리기준 운영 실태, 표준

조리법 작성 실태 및 인식, 학교급식법령에 제시된 영양관리

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인지도), 얼마나 중요하게 생

각하는지(중요도)와 실제로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수

행도), 급식 제공시 어려운 점 등을 조사하였다. 이중 인지도,

중요도, 수행도는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의 통계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12.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

였으며, 학교유형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

x2-test를 실시하였으며 사후 분석을 위해 Tukey multiple

comparison test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조사대상 학교급식의 일반 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 학교유형은 초등학교가 148개교(55.8%), 중학교

가 59개교(22.3%), 고등학교가 58개교(21.9%)로 급식유형은

도시형이 143개교(54.0%), 농촌형이 122개교(46.0%)로 나타

났다.

학교에서 1일 제공하는 끼니 수에 대해 1식이 214개교

(80.8%), 2식이 14개교(5.3%), 3식이 37개교(13.9%)로 중식

한 끼를 제공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식단형태는 262개

교(98.8%)가 단일식단을, 1개교(0.4%)가 선택식단, 2개교

(0.8%)가 단일식단과 선택식단을 같이 사용하였다. 전북지

역 학교급식 운영 형태별 연구(22)에서도 단일식단이 조사

대상 학교의 9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식에

서 단일식단 제공이 선택식단 제공률보다 높았다.

급식운영형태는 216개교(81.5%)가 단독관리, 49개교(18.5

%)가 공동관리 또는 공동조리로 운영되었으며, 배식형태는

259개교(97.7%)가 식당배식, 6개교(2.3%)가 교실배식이었

으며, 전국 학교급식 배식형태 현황(23)의 식당 배식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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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foodservice and respondents (N=265)

N (%)

School

Type of schoo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148 (55.8)
59 (22.3)
58 (21.9)

Type of school foodservice
Urban
Rural

143 (54.0)
122 (46.0)

Number of mealservice
per day

1
2
3

214 (80.8)
14 ( 5.3)
37 (13.9)

Type of menu
Non selective
Selective
Partly

262 (98.8)
1 ( 0.4)
2 ( 0.8)

Type of
operating

Self-operated
Contract management

216 (81.5)
49 (18.5)

Place for eating
Diningroom
Classroom

259 (97.7)
6 ( 2.3)

Serving method
Fixed quantity service
Self-service
Partly self-service

170 (64.1)
1 ( 0.4)
94 (35.5)

Number of total servings per day
(lunch only)

500 or under
501～1000
Above 1000

94 (35.5)
91 (34.3)
80 (30.2)

Number of
foodservice employee

5 or under
6～10
11 or more than

103 (38.9)
127 (47.9)
35 (13.2)

Beginning time of serving meals
Before noon
After noon

142 (53.6)
123 (46.4)

Finishing time of serving meals
Before 1 pm
After 1 pm

138 (52.1)
127 (47.9)

Dietitians
(and nutrition
teachers)

Gender
Male
Female

5 ( 1.9)
260 (98.1)

Age (years)
20～29
30～39
40 or more than

55 (20.8)
109 (41.1)
101 (38.1)

Working experience
Less than 10
10 or more than

137 (51.7)
128 (48.3)

Education leve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degree over

29 (11.0)
141 (53.2)
95 (35.8)

Type of employment
Regular
Non-regular

141 (53.2)
124 (46.8)

75.4%인 점을 고려할 때 충북지역 학교급식의 식당배식 비

율은 높은 편이었다.

배식방법은 정량배식 170개교(64.1%), 자율배식 1개교

(0.4%), 부분적 자율배식이 94개교(35.5%)로 조사되었으며,

조리종사원 인원은 10명 이하가 대부분(230개교, 86.8%)이

었다. 급식(중식)시간은 정오 12시 이전 시작인 경우는 142

개교(53.6%), 정오 12시 이후 시작은 123개교(46.4%)였으며,

138개교(52.1%)가 13시 이전, 127개교(47.9%)는 13시 이후

에 급식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영양(교)사

265명 중 여성이 260명(98.1%), 남성이 5명(1.9%)이었고, 연

령은 30대가 109명(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학교급

식이 확대 발전한 시기인 90년대에 신규채용이 많이 이루어

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전북지역 학교급식 운영

형태별 연구(22)에서도 영양사의 연령이 30～39세가 56.1%

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학교급식에서의 근무경력은 10년 미만이 137명(51.7%),

10년 이상이 128명(48.3%)으로 조사되었으며, 학력은 대학

교 졸업이 141명(5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재학

이상이 95명(35.8%)이었다. 이는 영양교사제도 시행 전의

학교급식 관련 연구(8)에서보다 학력수준이 높아졌는데 영

양교사 실시에 따른 학력보충이 이루진 것으로 판단되어진

다. 고용형태로는 정규직 141명(53.2%), 계약직 124명(46.8

%)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국 학교급식 영양(교)사 고용형

태 현황(19)의 정규직 비율이 62.7%인 점을 고려할 때 충청

북도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정규직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식단작성시 고려요인의 중요도 및 어려운 정도

학교급식 식단 작성 시 고려요인의 중요도 및 어려운 정도

에 대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중요도 점수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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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예산(평균 4.5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식중독위해요소

(4.42점), 영양기준량(4,42점), 피 급식자의 기호도 및 선호도

(4.18점), 조리시간(3.90점), 급식시설 및 기기수준(3.88점),

식재료의 원산지(3.79점), 음식의 색과 모양(3.77점), 조리종

사원의 숙련도(3.74점), 조리종사원 수(3.72점), 식품구매의

용이성(3.70점) 순이었으며, 모든 고려요인의 중요도 점수가

3점(보통이다) 이상이었다.

학교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식단 작성 시 고려요인 중 식

품비예산, 식품구매의 용이성, 식재료의 원산지, 영양기준

량, 조리시간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중요도를 인식하는 수준이 유사하였다. 식품비예

산(p<0.001)과 식재료의 원산지(p<0.01)와 영양기준량(p<

0.05)에 대한 사항은 초․중학교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

는 정도가 고등학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식품구매의 용이성에 대한 사항은 초등학교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고등학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p<0.01). 조리시간에 대한 사항은 초등학교에서 중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중학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p<0.05).

이런 결과는 부산지역 초등학교의 영양관리 실태 연구

(21)에서 나타난 식품비예산, 학교영양기준량, 조리기구 및

설비수준, 조리종사원의 조리능력, 아동의 기호도 순으로 고

려요인을 제시한 것과는 유사하였으나, 서울․인천지역 학

교급식 영양관리실태 연구(23)에서는 영양가, 아동의 기호,

급식비, 시설수준의 순으로 고려요인을 제시한 것과는 차이

가 있었다. 실제 식단 작성 시 영양기준량에 적합하게 작성

을 하였어도 시장가격을 적용하였을 때 예산초과가 되면 식

단 작성의 수정이 필요하므로 식품비예산이 영양기준량보

다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식단 작성은 일정한

예산, 시간, 인력, 설비․기구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

에 모든 고려 항목에서 보통이상의 중요도 수준으로 나타났

으며, 피 급식자의 기호도 및 선호도보다는 식중독 위해요

소, 영양기준량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7,13-15,23-25)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학교급식 식단의 건강지향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었다.

한편, 전국 초등학교 급식식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11)에

서 당질, 단백질, 지방의 열량구성비가 각각 60.8%, 16.0%,

20.2%로 나타났으나 이후 학교급식 식단에 대한 결과(8,26)

에서는 57%, 18%, 25%와 55%, 18%, 27%로 나타나 지방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급식 식단에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식단 작성에

유의해야 하겠다. 영양(교)사들이 식단 작성 시 영양기준량

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급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

의 기호도를 반영하다 보면 건강지향적인 급식이 되기가 어

렵다(27). 식단에 기호도가 낮으면 잔반률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영양 섭취가 감소한다. 식품비 사용의 제한이 적을 경

우 다양한 식품의 사용으로 기호도를 높일 수 있으나 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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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급식비가 제한되어 있어 예산 내에서 기호에 맞는 식품

과 조리방법을 사용한 음식을 제공하여 식단에 대한 호응도

를 높이도록 해야 하며 영양적 측면 또한 고려하여 상대적으

로 기호도가 낮은 음식의 섭취 증가를 위해 기호도가 높은

조리법을 개발, 선택하여 전체 음식의 기호도를 높임으로써

적극적인 섭취를 유도해야 한다(28). 따라서 영양(교)사가

식단 작성 시 식품비 예산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고려할 때 급식비 책정 시 학생에게 필요한 영양소와 기호도

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급식비를 책정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한 급식업무 중 하나이지만, 학교에서는 적정 급식비 책정

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급식비 책정에 필요한 매뉴얼 개발이 조속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려운 점은 ‘식품비예산’(평균 4.27점)에 대한 사항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 급식자의 기호도 및 선호도’(4.06

점), ‘식중독위해 요소’(3.98점), ‘급식시설 및 기기수준’(3.90

점), ‘조리시간’(3.82점), ‘조리종사원 수’(3.68점), ‘조리종사

원의 숙련도’(3.67점), ‘적온배식’(3.51점), ‘영양기준량’(3.44

점), ‘식품구매의 용이성’(3.44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고려요인의 어려운 정도 점수가 3점(보통이다) 이상이었다.

학교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식단 작성 시 고려요인의 어려운

점을 비교해 보면 ‘조리종사원의 숙련도’, ‘조리종사원 수’,

‘급식시설 및 기기수준’, ‘식중독위해요소’에 대한 사항을 제

외하고는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어려움을 인식하는

수준이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식품구매

의 용이성’(p<0.001)과 ‘식품비예산’(p<0.01)에 대해서는 초

등학교에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다른 학교유형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리시간’(p<0.05)에

대해서는 초등학교가 중학교보다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적온배식’(p<0.001)과

‘영양기준량’(p<0.01)은 초등학교에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고등학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피 급식자의 기호도 및 선호도에 대한 사항은 중학교

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정도가 고등학교에 비해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p<0.05).

이런 결과는 식품비를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양한 식품을 사용한 식단제공으로 기호도를 높일 수 있지

만, 학교급식은 급식비 제한을 받으므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피 급식대상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과 조리법을 이용한 음식

을 제공하기 어려운 관계로 나타난 것으로써, 식단 작성 시

영양기준량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

하여 물품(부식류)계약 후 영양기준량이 미 충족되는 경우

가 발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부산지역 초등학교의

영양관리 실태 연구(21)에 의하면, 식단 작성 후 영양기준량

충족 여부에 대해 81.0%의 학교가 20일 중 16일 이상 영양기

준량이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식품비 과부족에 상

관없이 학교영양기준량은 충족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학

교마다 사용하는 식재료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식단 작성 시 아동의 기호도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식품비

예산에 맞는 양질의 안전한 식단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

운 일이다.

앞에서 살펴 본 식단 작성 시 고려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과 어려운 것으로 ‘식품비예산’이 제일 높게 나타났고, 반

면 ‘식품구매의 용이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식단

계획 시 기본이 되는 것으로써 ‘식품비예산’을 가장 중요하

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과거보다 빠른 시간

내 식품의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식품구매의 용이성’에 대해

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식단작성시 영양관리

학교에서 영양(교)사들이 학교급식법령에 제시된 영양관

리기준(19)에 맞는 식단 작성 시 영양관리에 대한 조사결과

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식단 작성 시 고려주기에 대한

조사는 주별이 63.8%로 가장 높았고, 끼니별 31.3%, 월별

3.8%, 계절별 1.1% 순이었다. 학교급식은 운영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평가 항목 중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 영양공급량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19).

따라서 영양(교)사들이 식단 작성 시 영양관리기준을 주별

로 고려하여 식단을 작성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식단 작성의

고려주기를 월별(3.8%), 계절별(1.1%)로 한다고 나타난 것

은 수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영양(교)사는 영양전

문가로서 끼니별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식단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식단 작성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영양소로 1순위는 에너

지가 239명(90.1%)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2순

위는 단백질이 218명(82.3%), 3순위는 칼슘이 192명(72.4%)

으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비타민류는 응답률이 낮았다.

학교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식단 작성 시 고려하는 영양소

중 2순위(p<0.01)와 3순위(p<0.001)는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순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고려하는 영양소 중 단백질은 초등

학교에서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칼슘은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고려하

는 것으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학교

우유 급식율이 초등학교 80.5%, 중학교 31.0%, 고등학교

21.2%로(19) 중․고등학교의 우유 급식율이 초등학교에 비

해 낮은 관계로 학교급식에서 칼슘의 영양기준량을 충족시

키기 위하여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3순위로 고려하는 영

양소 중 칼슘은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비해 많이 고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철분은 초등학교에서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단백질은 초․중학교

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학교급식 영양관리실태 조사 연구(14,15)

에서와 유사하였고, 식단 작성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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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trition management in menu planning (N=265)

Tota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x2-value

Cycle on dietary reference of
nutrition in menu planning

1 day
7 day
Every month
Every season

83 (31.3)
169 (63.8)
10 ( 3.8)
3 ( 1.1)

－
－
－
－

－
－
－
－

－
－
－
－

－

Nutrient considered
first in menu
planning

1)

1st

Energy
Protein
Calcium
Vitamin C

239 (90.1)
15 ( 5.7)
10 ( 3.8)
1 ( 0.4)

140 (94.6)
5 ( 3.4)
2 ( 1.3)
1 ( 0.7)

52 (88.1)
4 ( 6.8)
3 ( 5.1)
－

47 (81.1)
6 (10.3)
5 ( 8.6)
－

0.077

2nd

Energy
Protein
Calcium
Iron

12 ( 4.5)
218 (82.3)
32 (12.1)
3 ( 1.1)

3 ( 2.0)
133 (89.8)
10 ( 6.8)
2 ( 1.4)

4 ( 6.8)
47 (79.6)
8 (13.6)
－

5 (8.6)
38 (65.6)
14 (24.1)
1 ( 1.7)

0.004**

3rd

Energy
Protein
Calcium
Iron
Vitamin A
Vitamin B1
Vitamin B2
Vitamin C

6 ( 2.3)
20 ( 7.5)
192 (72.4)
31 (11.7)
2 ( 0.8)
4 ( 1.5)
1 ( 0.4)
9 ( 3.4)

2 ( 1.4)
3 ( 2.0)
110 (74.3)
26 (17.6)
1 ( 0.7)
－
－
6 ( 4.0)

2 ( 3.4)
7 (11.9)
46 (77.9)
1 ( 1.7)
－
1 ( 1.7)
－
2 ( 3.4)

2 ( 3.4)
10 (17.2)
36 (62.1)
4 ( 7.0)
1 ( 1.7)
3 ( 5.2)
1 ( 1.7)
1 ( 1.7)

0.000
***

Nutrient exceeded in
menu planning

2)

Energy
Protein
Calcium
Iron
Vitamin

96 (36.2)
111 (41.9)
26 ( 9.8)
11 ( 4.2)
21 ( 7.9)

28 (18.9)
69 (46.6)
26 (17.6)
10 ( 6.8)
15 (10.1)

36 (61.0)
20 (33.9)
－
－ 
3 ( 5.1)

32 (55.2)
22 (37.9)
－ 
1 ( 1.7)
3 ( 5.2)

57.715***

Nutrient lacked in menu
planning

3)

Energy
Protein
Calcium
Iron
Vitamin

27 (10.2)
4 ( 1.5)
100 (37.7)
89 (33.6)
45 (17.0)

27 (18.3)
3 ( 2.0)
11 ( 7.4)
73 (49.3)
34 (23.0)

－ 
1 ( 1.7)
43 (72.9)
7 (11.9)
8 (13.5)

－
－ 

46 (79.3)
9 (15.5)
3 ( 5.2)

139.937
***

Nutrient exceeded in
energy ratio

4)

Carbohydrate
Protein
Fat

78 (29.4)
125 (47.2)
62 (23.4)

23 (15.5)
79 (53.4)
46 (31.1)

26 (44.1)
23 (39.0)
10 (16.9)

29 (50.0)
23 (39.7)
6 (10.3)

33.548***

Nutrient lacked in
energy ratio

Carbohydrate
Protein
Fat

126 (47.6)
78 (29.4)
61 (23.0)

101 (68.2)
29 (19.6)
18 (12.2)

17 (28.8)
23 (39.0)
19 (32.2)

8 (13.8)
26 (44.8)
24 (41.4)

61.984
***

**
p<0.01,

***
p<0.001.

소 1순위로 에너지, 2순위 단백질로 나타난 결과는 학교급식

의 실태 연구(29)에서 보면 학생들의 기호식품은 가공식품

및 육류가 대부분으로 단백질을 영양기준량에 맞게 배식할

경우 학생들은 ‘적다’고 느낀다고 나타냈고, 그러므로 식단

작성 시 영양기준량 이상으로 식단을 작성하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로 사료되며, 현대 사회에서 외식의 발전으로 인해

아동들의 간식이나 식사가 대부분 고열량, 고단백, 고지방식

으로 1969년 3%에 불과하던 동물성 식품 섭취 비율은 현재

20% 수준에 이르렀으며, 육류와 우유로 섭취량이 증가하면

서 지방으로부터 섭취하는 에너지 비율도 7%에서 18%로

크게 증가하였다(30).

식단은 학생들의 기호를 반영하여 계획하여야 하지만, 아

동의 영양기준량을 고려하지 않고 기호 위주로 식단을 작성

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될 것이다.

최근 조사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아도 권장

섭취량 대비 에너지 섭취비율이 아동은 97.1%, 청소년은

84.9%로 영양섭취기준에 비해 조금 미달되었고, 단백질은

아동이 196.6%, 청소년이 136.6%로 권장섭취량 대비 아동의

경우 2배 정도, 청소년은 1.4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

섭취량은 권장섭취량 대비 75～125% 범위를 섭취하고 있는

반면, 칼슘은 권장섭취량 대비 아동이 66.2%, 청소년이 47.6

%의 영양부족 상태(30)로 자라나는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영양(교)사가 식단 작성 시 학생들의 기호도를 고려한 영양

기준량에 맞는 식단을 계획하여야 하며, 기호도가 낮은 음식

은 그 원인을 알아서 대체 식품의 사용과 조리법의 변화를

모색하여야한다. 동시에 영양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식품

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식습관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

직하겠다. 채소 기피 아동에 대한 영양교육 효과 연구(3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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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영양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기피

하는 채소에 대한 식습관을 교정할 수 있고 실질적인 행동교

육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식단 작성 시 가장 초과되는 영양소는 단백질이 111명

(41.9%)으로 가장 높았고 에너지 96명(36.2%), 칼슘 26명

(9.8%), 비타민류 21명(7.9%), 철분 11명(4.2%) 순이었다. 반

면, 식단 작성 시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칼슘이 100명(37.7%)

으로 가장 높게 응답률을 나타냈고, 철분 89명(33.6%), 비타

민류 45명(17.0%), 에너지 27명(10.2%), 단백질 4명(1.5%)

순이었다. 식단 작성 시 가장 초과되는 영양소, 가장 부족한

영양소, 에너지 구성 권장비중 가장 초과되는 영양소, 부족

한 영양소 모두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식단

작성 시 가장 초과되는 영양소로 초등학교는 단백질, 중․고

등학교는 에너지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가장 부족한 영양소

로 초등학교는 철분, 중․고등학교는 칼슘으로 나타나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 급식의 영양관리 현황(15) 연

구에서 가장 초과되기 쉬운 영양소는 단백질(66.5%),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는 철분(50.7%)으로 나타난 결과와

중․고등학교급식 영양평가 연구(32)에서 가장 초과되는 영

양소는 에너지와 단백질,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칼슘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현재 식단 작성은 에너지공

급 위주의 식사와 기호도를 높일 수 있는 단백질 식품 섭취

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서 설명

한 것과 같이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의 우유 급식률

이 낮아 식단 작성 시 칼슘의 영양기준량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식단 작성 시 에너지구성 권장비 중 가장 초과되

는 영양소로 초등학교는 단백질, 중․고등학교는 탄수화물

로 가장 많이 나타나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가장 부족한

영양소로 초등학교는 탄수화물, 중․고등학교는 단백질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0.001), 에너지구성 권

장비 과․부족에 영향을 주는 영양소가 초등학교와 중․고

등학교가 서로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에 제시된 에너지는 학교급

식의 영양관리 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단

백질 :지방의 에너지비율이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하며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 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

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초과되는

영양소와 부족한 영양소를 조사한 것이다. 초등학교 급식의

영양관리 실태 연구(15,21)에서도 식단 작성 시 단백질이 가

장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철분

(15) 혹은 칼슘(21,32)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단백질이

나 지질과 같은 다량 영양소는 초과되기 쉬운 반면, 칼슘,

철분 등의 미량 영양소는 식품의 선택에 따라 부족한 영양소

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보고서(33)

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 중 한국인영양섭취기준의 125%

이상으로 초과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영양소는 에너지(15.7

%, 10.9%), 지방(9.0%, 13.7%), 나트륨(80.8%, 84.9%)이었으

며, 75% 미만으로 부족하게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영양소는

에너지(22.4%, 42.2%), 단백질(3.9%, 14.4%), 지방(25.8%,

21.1%), 칼슘(67.1%, 87.5%), 철(42.9%, 56.7%), 비타민 A

(30.7%, 55.6%), 티아민(16.3%, 31.6%), 리보플라빈(25.3%,

56.9%), 비타민 C(42.0%, 61.2%)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영

양섭취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표준조리법(레시피) 개발이 요구된다.

에너지 구성 권장비 중 가장 초과되는 영양소는 단백질이

125명(47.2%)으로 가장 높았고, 탄수화물 78명(29.4%), 지방

62명(23.4%) 순이었고,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탄수화물이

126명(47.6%)으로 가장 높았고, 단백질 78명(29.4%), 지방

61명(23.0%) 순이었다. 에너지 구성비 중 가장 초과되는 영

양소가 단백질인 것은 식단 작성 시 가장 초과되는 영양소가

단백질로 나타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며, 가장 부족한 영양

소가 탄수화물인 것은 급변하는 시대의 산업화, 서구화 과정

에서 외래 식생활 문화의 도입과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음식

등 우리의 식문화에 많은 변화로 곡류(백미)의 섭취량이 감

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33) 학교급식에서 전통식문화

계승으로 곡류의 섭취 증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쌀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34,35)에서 학생들이 개발되길

원하는 쌀로 만든 음식은 면류와 떡류이었고(34), 기호도가

높은 쌀로 만든 음식은 한 그릇 음식, 떡볶이, 떡꼬치, 식혜였

다(35).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기는 식습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로 우리 쌀의 우수성에 대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교육

과 학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쌀 음식의 개발과 조리법 개

선으로 에너지 권장구성비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초등학교 급식의 영양관리 현황(15) 연구에서 가장 초과

되기 쉬운 영양소는 단백질(66.5%),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

양소는 철분(50.7%)으로 나타난 결과와 중․고등학교급식

영양평가 연구(32)에서 가장 초과되는 영양소는 에너지와

단백질,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칼슘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

하다. 따라서 현재 식단 작성은 에너지공급 위주의 식사와

기호도를 높일 수 있는 단백질 식품 섭취에 중점을 두고 시

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중․고등학교급식 영양평가 연구(32)에서는 당질 :단백

질 :지질의 에너지 기여 비율이 56.1:16.7:27.1로 FAO 권장

비율(65:15:20)에 비해 당질의 제공 비율이 낮았고 지질의

제공 비율이 7.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는 다르게 지질이 에너지구성 권장비의 과․부족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낮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2007년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학교급식평가 항목

에 튀김의 사용횟수를 주 2회 이하로 제한하였고(19), 학교

급식에 오븐기 보급(51.1%)으로(36) 기름의 사용을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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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학교급식은 적절한 제공량에

대한 설정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기준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메뉴의 개발, 제공 식단에 대한 올바른 영양계획과 학

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급식법령에 제시된 식단작성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영양관리기준에 대한 인지도, 중요도 및 수행도 점수

학교급식법령에 제시된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영양관리기준에 대한 인지도(알고 있는지), 중요도(중요

하게 생각하는지) 및 수행도(준수하는지) 점수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학교급식법령에 제시된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

할 사항은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고려’,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 ‘염분, 유지류, 단순당류 또는 식품 첨

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음’,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

절식품을 사용’,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 모두 5개 항목으

로 인지도 점수결과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고려’(평균

3.78점) 이외의 항목은 4점(준수한다) 이상이었으며,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

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4.40점), ‘가급적 자연식품

과 계절식품을 사용’(4.40점)이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 점수

결과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고려’(3.77점) 이외의 항목

은 4점(준수한다) 이상이었으며,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4.45점), ‘염분, 유지류, 단순당류 또는 식품첨

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음’(4.45점)이 높게 나타났

다. 수행도 점수결과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3.71점)과 ‘전

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고려’(3.29점) 이외의 항목은 4점(준

수한다) 이상이었으며,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

용’(4.24점)이 높게 나타났다. 5개 항목 중 ‘전통식문화의 계

승발전을 고려’가 인지도, 중요도, 수행도 모든 부분에서 다

른 항목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학교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인지도는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 ‘전

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고려’ 항목에서 초등학교가 중․

고등학교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p<0.001), ‘가급

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p<0.001), ‘염분, 유지류, 단

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음’(p<

0.01),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p<0.05)은 초등학교가 고등

학교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는 ‘가급적 자연

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 항목에서 초․중학교가 고등학교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p<0.01),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고려’는 초등학교가 고등학교보다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났고(p<0.01),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은 초․중

학교가 고등학교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p<0.05). 수행

도는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고려’,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 항목에서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

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염분, 유지류, 단

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음’, ‘다

양한 조리방법을 활용’은 초․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5개 항목에 대해서 영양(교)사

들이 잘 알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준수하는 것으로 전반적으

로 높게 나타났으나, 아직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고

려’에 대한 항목은 영양(교)사들이 학교급식에 적용하는 것

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양

(교)사 보수교육 시 전통식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학

교급식에 적용 가능한 전통음식 조리법을 개발하여 보급하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음성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전통음식 요리 경연대회’처럼 다방면으로 전통식문화 계

승․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교급식법령에 제시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학

년별․성별 에너지공급기준±10% 이내’, ‘탄수화물(5～70

%) :단백질(7～20%) :지방(15～30%) 비율’, ‘단백질 상한

비율(20%) 이내’, ‘칼슘 등 미량영양소 기준’에 대한 인지도,

중요도 및 수행도 점수를 분석하였다. 인지도, 중요도 및 수

행도 조사결과 모든 항목에서 4점 이상(5점 만점)이었다. 인

지도는 ‘탄수화물(55～70%) :단백질(7～20%) :지방(15～

30%) 비율’과 ‘단백질 상한 비율(20%) 이내’가 각각 평균

4.59점, 4.56점이었고, ‘칼슘 등 미량영양소 기준’은 평균 4.33

점이었다. 중요도는 ‘학년별․성별 에너지공급기준±10%
이내’와 ‘탄수화물(55～70%) :단백질(7～20%) :지방(15～

30%) 비율’이 각각 평균 4.39점, 4.38점이었고, 칼슘 등 미량

영양소 기준’은 평균 4.16점이었다. 수행도는 ‘탄수화물(55～

70%) :단백질(7～20%) :지방(15～30%) 비율’과 ‘학년별․

성별 에너지공급기준±10% 이내’가 각각 평균 4.34점, 4.27

점이었고 ‘칼슘 등 미량영양소 기준’ 평균 3.86점이었다.

학교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인지도는 모든 항목에서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중요도는 ‘칼슘 등 미량영양소 기준’을 제외

한 나머지 항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낮

게 나타났으며, 유의적 차이는 없었고, ‘칼슘 등 미량영양소

기준’은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수행도는 ‘학년별․성별 에너지공급기준±10%
이내’와 ‘칼슘 등 미량영양소 기준’은 초등학교가 중․고등

학교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p<0.001), ‘탄수화물

(5～70%) :단백질(7～20%) :지방(15～30%) 비율’과 ‘단백

질 상한 비율(20%) 이내’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

로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특히 고등학교

에서 ‘칼슘 등 미량영양소 기준’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인식

하여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냈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대한 인식도 분석 연구(20)에서 고등학교가

칼슘 등 미량원소 기준(p<0.001)을 따르는 것을 어렵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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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고 나타냈고,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비율을 준수

하는 것(p<0.01)을 비롯해 단백질 상한 비율을 맞추는 것

(p<0.05)과 영양관리기준을 모두 이행하는 데 있어(p<0.05)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이 유사한 결과로 사료된다.

인지도, 중요도 및 수행도에서 ‘칼슘 등 미량영양소 기준’

이 제일 낮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칼슘 등 미량영양소

기준’ 준수의 어려움으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따라서

미량 영양소를 기준에 맞는 식단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과

표준조리법(레시피)의 제시된다면 수행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대한 인식도 분

석 연구(16)에서는 영양관리기준에 대한 인지도, 수행도에

있어서는 평균 3점 이상(4점 만점)이었으나, 태도(영양관리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태도) 점수는 3점 이하로 영양관리기

준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부정적 태도는 갖지만 준수하지

않으면 점검 시 제재 조치가 있으므로 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도 학교급식법 개정

직후 연구(20)와 비교할 때 영양(교)사들이 영양관리기준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여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단작성시 영양관리기준 적용실태

학교급식 식단 작성 시 영양관리기준 적용실태에 대한 조

사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1일 영양기준량(아침:점심:

저녁) 적용 비율은 1:1.5:1.5가 102명(38.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일 영양기준량을 탄력으로 적용하는 이유로는

‘아침 결식률을 고려해서’가 103명(59.2%)으로 가장 높았고,

1일 영양기준량(아침:점심:저녁)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으로는 ‘실태조사 없이 임의자료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

아 적용’이 86명(49.4%)으로 가장 높았다. 학교별 영양기준

양 산출시 교직원 포함 여부에 대해 ‘포함’이 167명(63.0%)

으로 높았다. 학교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1일 영양기준량(아

침:점심:저녁) 비율이 초등학교는 1:1.5:1.5로 76명(51.3%)으

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1:1 비율

로 32명(54.2%)과 25명(43.1%)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1일 영양기준량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이유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아침 결식율을 고려해

서’가 73명(64.0%), 17명(6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

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신체활동 정도를 고려해서’가 19명

(5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8년도 국민건강영양조

사에 의하며 아침 결식률이 20.9%로 하루 식사 중 아침의

결식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경우 9.7%,

청소년(12～18세)의 경우는 26%로 조사되었으며,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중등도 이상 활동은 29.5%, 격렬한 운동

은 24.9%, 중등도 활동은 9.6%, 걷기 실천율 55.2%로 나타났

다(33).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영양섭취상태 및 신

체활동율 등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학교급식 운영의 질적인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일 영양기준량(아침:점심:저

녁)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별 ‘실태조사 없이 임의자료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적용’이 47명(41.2%), 17명(63.0%), 22명(6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별 영양기준량 산출시 교직원 포함 여부

는 초․중학교에서 ‘포함’이 107명(72.3%), 35명(5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에서는 ‘미포함’이 33명(56.9%)

으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학교급식법령 해설서」에 따르면, 한 끼 기준량을 제시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학생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9). 학교급식을 통해 영양소를 적절히 보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의 영양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므

로(37) 학생들의 영양섭취상태, 건강상태, 성장상태, 신체활

동 정도 및 지역적 상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학교급식 식단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식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학교급식에서 1일 영양

기준량(아침:점심:저녁) 비율을 1:1.5:1.5로 적용 시 ‘실태조

사 없이 임의자료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적용’하는

것과 교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함에도 자체영양기준량 산출

시 교직원을 포함하지 않으면, 실제 제공되는 영양기준량은

초과될 수 있으므로 수정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급식법령에 의한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은

한 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시 학교급식 영양기준에 바탕을 둔 개별 학교의 특성을 감안

하여 적정량의 영양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들의 영양

섭취상태, 신체활동 수준, 지역적 상황, 성장발달 상태, 식습

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영양기준량을

학교에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의 자료로 적용하고

있었다. 자칫 영양불균형 상태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므로, 학교급식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프로그

램과 학생집단의 영양섭취상태, 성장발달 상태, 신체활동 수

준, 지역적 상황, 식습관 등을 학교 현장에서 간편하고 객관

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 도구 개발이 요구된다.

200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며 아침 결식률이 20.9

%로 하루 식사 중 아침의 결식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아동(6～11세)의 경우 9.7%, 청소년(12～18세)의 경

우는 26%로 조사되었으며, 청소년(12～18세) 신체활동 실

천율은 중등도 이상 활동은 29.5%, 격렬한 운동은 24.9%,

중등도 활동은 9.6%, 걷기 실천율 55.2%로 나타났다(33). 그

러므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영양섭취상태 및 신체활동률

등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학교급식 운영의 질적인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의 확대로 이제 급식 수요자들의 영양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사회의 식생활 개선으로 질병을 예방

하는 질적 향상을 기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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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level of difficulties in applying the dietary reference of nutrition enacted in school foodservice regulation to
menu planning

Tota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F-value

Hard to reflect students' preference
Gap between supply on the daily record and
the students' actual intake level
Hard to supply proper nutrient due to food
cost
Hard to balance between energy and
micronutrient
Hard to focus on developing new menu
Hard to meet the dietary reference of nutrition
due to each school's characteristics
Including school staffs not covered by the
dietary reference of nutrition for students

4.19±0.73
4.07±0.90

4.03±0.90

3.94±0.93

3.89±0.80
3.62±0.92

3.28±1.03

4.01±0.78b
3.91±0.94b

4.01±0.87

3.95±0.82

3.80±0.74
3.85±0.89a

3.39±0.95

4.51±0.51a
4.27±0.78a

4.27±0.87

3.83±0.99

3.95±0.81
3.25±0.78bc

2.95±0.99

4.21±0.70ab
4.21±0.85ab

3.84±0.96

4.00±0.78

4.02±0.90
3.36±0.94b

3.30±0.89

7.277
***

3.024*

2.472

0.387

1.341
8.708

***

2.728

5-point Likert type scale (1-certainly no/ 5-certainly yes).
***p<0.001. a-ⅽTukey multiple comparison.

서는 급식에 대한 피 급식자의 영양상태 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피 급식자의 정확한 답변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새로운 조사도구 개발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대

한 인식도 분석 연구(20)에서 고등학교가 칼슘 등 미량원소

기준(p<0.001)을 따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고 나타

냈고,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비율을 준수하는 것(p<0.01)

을 비롯해 단백질 상한 비율을 맞추는 것(p<0.05)과 영양관

리기준을 모두 이행하는 데 있어(p<0.05) 초등학교나 중학

교에 비해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냈다. 학교급

식에서 적용 가능한 미량영양소 강화 메뉴 개발과 조리법

개선, 식품별 미량영양소 체내 흡수율 등 현실적인 교육으로

‘칼슘 등 미량영양소 기준’에 대한 수행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학교급식법령에 제시된 영양관리기준량에 따른 급식 제

공시 어려운 정도

학교급식법령에 제시된 영양관리기준량에 따른 급식 제

공시 어려운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피 급식자의 기호도 반영이 어렵다는 점’(평균 4.19점)과 ‘실

제 공급량과 급식일지의 불일치한다는 점’(4.07점), ‘급식단

가에 따라 적절한 영양소 공급이 어렵다는 점’(4.03점), ‘미량

영양소나 에너지 균형의 어려운 점’(3.94점), ‘새로운 메뉴개

발의 업무가 소홀해진다는 점’(3.89점), ‘학교특성에 맞는 요

구량을 맞출 수 없다는 점’(3.62점), ‘영양기준 비적용대상이

함께 급식수혜자가 된다는 점’(3.28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영양기준 비적용대상이 함께 급식수혜자가 된다는 점’을 제

외하고는 Likert 5점 척도 중 그렇다(4점)에 가까운 수준으

로 조사되었다. 학교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학교특성에 맞

는 요구량을 맞출 수 없다는 점’, ‘피 급식자의 기호도 반영이

어렵다는 점’, ‘실제 공급량과 급식일지의 불일치한다는 점’

을 제외하고는 초·중·고 모두에서 어려움을 인식하는 수준

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교특성에 맞는 요구량을 맞출 수

없다는 점’은 초등학교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정도가

다른 학교유형별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p<0.001),

‘피 급식자의 기호도 반영이 어렵다는 점’(p<0.001)과 ‘실제

공급량과 급식일지의 불일치한다는 점’(p<0.05)은 중학교에

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정도가 다른 학교유형별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대한

인식도 분석 연구(20)에서 미량영양소나 에너지 균형의 어

려움을 제외하고는 초·중·고 모두에서 어려움을 인식하는

수준이 유사하였고, 미량 영양소나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항목은 고등학교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정도가 다른 학

교유형별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p<0.05).

학교급식에서의 표준조리법 작성실태 및 인식

학교급식에서의 표준조리법 작성실태 및 인식에 대한 조

사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표준조리법은 품질 양 및

가격 면에서 관리자가 급식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설정된 재료의 양, 비율과 식재료의 조리법이 일정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한다(38). 현재 학교에서는 2003

년부터 도입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급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급식관리’와 ‘급식외 관리’로 구분되어

있다. 급식관리 부분은 ‘학교기본정보등록’, ‘식품기본정보

관리’, ‘요리관리’, ‘식단관리’, ‘시장조사관리’, ‘식재료 구매관

리’, ‘급식일지’, ‘급식인력관리’, ‘학교급식개시/변경보고서

작성’, ‘승인내역현황’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급식외 관리

부분에서는 ‘우유급식관리’, ‘중식지원관리’, ‘급식교육관리’,

‘집행액 관리’, ‘보고자료 마감관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87.5%)이 요리관리를 통해서 표준조리법을

작성하고 있었다. 표준조리법 작성방법에 대해 ‘교육행정정

보시스템의 요리관리’가 232명(87.5%)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개인 소장 표준조리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24명(9.1%)이었다. 작성 중인 표준 조리법

구성항목은 ‘음식명’, ‘식품명’, ‘1인 분량’은 조사대상 전체인

265명(100%)이 작성하고 있었고 ‘영양가 분석’은 1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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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actual state and perception on operational method of standardized recipes (N=265)

N (%)

Operational method of standardized
recipes

Cooking management site of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Own standardized recipes
Cooking management site of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and own standard recipes

232 ( 87.5)
9 ( 3.4)
24 ( 9.1)

Items included in
standardized recipes

1)

Menu name
Food material name
Total servings
Portion size
Total weight of food materials as purchased
Weight of edible portion of each food material
Total yield
Cooking method
Cooking time
Nutrition analysis
Distribution equipment
Cooking equipment and facilities
Food material
Critical control point in HACCP

265 (100.0)
265 (100.0)
22 ( 8.3)
265 (100.0)
28 ( 10.6)
24 ( 9.1)
17 ( 6.4)
189 ( 71.3)
19 ( 7.2)
195 ( 73.6)
13 ( 4.9)
32 ( 12.1)
27 ( 10.2)
127 ( 47.9)

The reason for not utilizing all
items of cooking management site
of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Utilization of all items of cooking management site
No big trouble in menu management even though is used partly
Having perception on the necessity but excess workload
Managing menu well without standardized recipe
Perception on no necessity for standardizing recipe
Various cooking method, cooking equipment and facilities

106 ( 40.0)
77 ( 29.1)
60 ( 22.6)
15 ( 5.7)
4 ( 1.5)
3 ( 1.1)

The use of standardized recipe
1)

Maintaining consistency of food production quantity
Preventing food wastes and unnecessary purchase
Maintaining consistent food quality
Increasing the productivity of employees
Training employees
Calculating total cost
Never used

196 ( 74.0)
160 ( 60.4)
138 ( 52.1)
63 ( 23.8)
58 ( 21.9)
29 ( 10.9)
1 ( 0.4)

1)Duplicated response.

(73.6%), ‘조리방법’은 189명(71.3%)이었으나 ‘이용 배식도

구’는 13명(4.9%)으로 낮았다. 학교급식 영양관리 실태조사

연구(21)에서도 표준조리법에 식재료, 1인 분량, 조리방법,

급식인원수만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

하였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요리관리 항목을 ‘모두 작성하여 활

용’하는 경우 106명(40%)이었으며, 모든 항목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부만 사용하여도 별 무리가 없기 때문’이

77명(29.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성은 느끼나

업무과다로 시간이 없어서’가 60명(22.6%)이었다. 표준조리

법 용도는 ‘생산되는 음식의 양을 균일성 있게 유지’하도록

하는데 196명(30.4%)이었고 ‘음식낭비를 방지 및 과다 구매

로 인한 비용 절약’을 위해서가 160명(24.8%), ‘음식의 항상

균일한 품질을 유지’를 위해서 138명(21.4%)이었다. 레시피

의 표준화는 특정 음식을 급식소에 맞도록 하는 작업으로

급식 관리자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로, 메뉴명, 1인 분량, 생

산식수, 배식방법, 필요 조리기구, 조리시간, 재료의 양, 조리

과정, 전처리 과정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39).

그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표준조리법 작성 항목인

요리관리에는 음식명, 식품명, 1인 분량, 영양가분석, 요리

(조리)방법, 중점관리사항(특이사항) 내용만 기록하도록 되

어 있어 요리관리의 항목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학교급식의 모든 업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 내용 중 요리관리 부

분에 요리등록(내요리)이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조리법 역

할을 하고 있다. 음식명, 식품명, 상세 식품명, 1인 분량, 1인

단위, 규격단위, 요리의 구성성분(영양소구성), 요리방법, 특

이사항(중점관리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용도가 낮았

다. 이는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들이 표준화된 조

리법의 필요성 및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행정정

보시스템(NEIS) 급식프로그램에 등록식품이 제한되어 있

어 식품을 선택하는 폭이 좁고, 새로운 식품을 등록시키려면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여 업무에 부담을 느껴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학교급식에서 전산화 시

스템 비중이 커져가는 만큼 사용자의 현실을 반영한 프로그

램 설계 및 운영이 가장 중요하며, 신규영양(교)사를 대상으

로 NEIS 급식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

시하고 기존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NEIS 급식프로그램 사

용의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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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또한 새로운 식품의 내용의 부족은 신 메뉴 개발을

어렵게 하고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새로운 식품의 등록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NEIS 급식프로

그램 분야 전문담당자를 배치함으로써 효과적인 프로그램

관리가 요구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충청북도 지역 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학

교급식 식단관리 운영실태 및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학교급

식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조사기간

은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배포된 설문지는

328부이며 이 중 265부(80.8%)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으로

학교유형은 초등학교 55.8%, 중학교 22.3%, 고등학교 21.9%

로, 급식유형은 도시형이 54.0%, 농촌형이 46.0%로 나타났

다. 학교에서 1일 제공하는 끼니 수에 대해 1식이 80.8%,

2식이 5.3%, 3식이 13.9%로 중식 한 끼를 제공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식단형태는 98.8%가 단일식단을, 0.4%가 선

택식단, 0.8%가 단일식단과 선택식단을 같이 사용하였다.

둘째, 학교급식 식단 작성 시 고려요인의 중요도 및 어려운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로 중요도 점수가 식품비예산(평균

4.5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식중독위해요소(4.42점), 영양기

준량(4,42점), 피 급식자의 기호도 및 선호도(4.18점), 조리시

간(3.90점), 급식시설 및 기기수준(3.88점), 식재료의 원산지

(3.79점), 음식의 색과 모양(3.77점) 순이었으며, 모든 고려요

인의 중요도 점수가 3점(보통이다) 이상이었다. 어려운 점은

‘식품비예산’(평균 4.27점)에 대한 사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피 급식자의 기호도 및 선호도’(4.06점), ‘식중독위해

요소’(3.98점), ‘급식시설 및 기기수준’(3.90점), ‘조리시간’

(3.82점), ‘조리종사원 수’(3.68점), ‘조리종사원의 숙련도’(3.67

점), ‘적온배식’(3.51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고려요인의

어려운 정도 점수가 3점(보통이다) 이상이었다. 셋째, 식단

작성 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결과 식단 작성 시 고려주기에

대해 주별이 63.8%로 가장 높았고, 끼니별 31.3%, 월별 3.8%,

계절별 1.1% 순이었다. 식단 작성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영양소로 1순위는 에너지가 90.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식단 작성 시 가장 초과되는 영양소는 단백질이

41.9%로 가장 높았고 에너지 36.2%, 칼슘 9.8%, 비타민류

7.9%, 철분 4.2% 순이었다. 반면, 식단 작성 시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칼슘이 37.7%로 가장 높게 응답률을 나타냈고, 철

분 33.6%, 비타민류 17.0%, 에너지 10.2%, 단백질 1.5% 순이

었다. 에너지 구성 권장비 중 가장 초과되는 영양소는 단백

질이 47.2%로 가장 높았고, 탄수화물 29.4%, 지방 23.4% 순

이었다. 넷째, 학교급식법령에 제시된 식단 작성 시 고려해

야 할 사항 및 영양관리기준에 대한 인지도, 중요도 및 수행

도 점수를 조사결과 학교급식법령에 제시된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할 사항은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고려’,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

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 ‘염분, 유지류, 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음’, ‘가급적 자

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 모두

5개 항목으로 인지도 점수결과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고려’(평균 3.78점) 이외의 항목은 4점(준수한다) 이상이었

으며,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4.40점), ‘가

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4.40점)이 높게 나타났

다. 중요도 점수결과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고려’(3.77

점) 이외의 항목은 4점(준수한다) 이상이었으며, ‘곡류 및 전

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4.45점), ‘염분, 유지류, 단순

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음’(4.45

점)이 높게 나타났다. 수행도 점수결과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3.71점)과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고려’(3.29점) 이

외의 항목은 4점(준수한다) 이상이었으며, ‘가급적 자연식품

과 계절식품을 사용’(4.24점)이 높게 나타났다. 5개 항목 중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고려’가 인지도, 중요도, 수행도

모든 부분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학

교급식법령에 제시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학년별․성

별 에너지공급기준±10% 이내’, ‘탄수화물(5～70%) :단백

질(7～20%) :지방(15～30%) 비율’, ‘단백질 상한 비율(20%)

이내’, ‘칼슘 등 미량영양소 기준’에 대한 인지도, 중요도 및

수행도 점수를 분석하였다. 인지도, 중요도 및 수행도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4점 이상(5점 만점)이었다. 인지도는 ‘탄

수화물(55～70%) :단백질(7～20%) :지방(15～30%) 비율’

과 ‘단백질 상한 비율(20%) 이내’가 각각 평균 4.59점, 4.56점

이었고, ‘칼슘 등 미량영양소 기준’은 평균 4.33점이었다. 중

요도는 ‘학년별․성별 에너지공급기준±10% 이내’와 ‘탄수

화물(55～70%) :단백질(7～20%) :지방(15～30%) 비율’이

각각 평균 4.39점, 4.38점이었고, 칼슘 등 미량영양소 기준’은

평균 4.16점이었다. 수행도는 ‘탄수화물(55～70%) :단백질

(7～20%) :지방(15～30%) 비율’과 ‘학년별․성별 에너지공

급기준±10% 이내’가 각각 평균 4.34점, 4.27점이었다. 다섯

째, 학교급식 식단 작성 시 영양관리기준 적용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1일 영양기준량(아침:점심:저녁) 적용 비율은 1:1.5

:1.5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일 영양기준량을 탄력

으로 적용하는 이유로는 ‘아침 결식률을 고려해서’가 59.2%

로 가장 높았고, 1일 영양기준량(아침:점심:저녁) 탄력적으

로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실태조사 없이 임의자료로 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받아 적용’이 49.4%로 가장 높았다. 여섯째,

학교급식법령에 제시된 영양관리기준량에 따른 급식 제공

시 어려운 정도를 조사한 결과 ‘피 급식자의 기호도 반영이

어렵다는 점’(평균 4.19점)과 ‘실제 공급량과 급식일지의 불

일치한다는 점’(4.07점), ‘급식단가에 따라 적절한 영양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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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어렵다는 점’(4.03점), ‘미량 영양소나 에너지 균형의

어려운 점’(3.94점), ‘새로운 메뉴개발의 업무가 소홀해진다

는 점’(3.89점), ‘학교특성에 맞는 요구량을 맞출 수 없다는

점’(3.62점), ‘영양기준 비적용대상이 함께 급식수혜자가 된

다는 점’(3.28점)으로 조사되었다. 일곱째, 학교급식에서의

표준조리법 작성실태 및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 표준조리법

작성방법에 대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요리관리’가 87.5%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개인 소장

표준조리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9.1%이었다. 작성 중인

표준 조리법 구성항목은 ‘음식명’, ‘식품명’, ‘1인 분량’은 조사

대상 전체인 100%가 작성하고 있었고 ‘영양가 분석’은 73.6

%, ‘조리방법’은 71.3%이었으나 ‘이용 배식도구’는 4.9%로

낮았다. 표준조리법 용도는 ‘생산되는 음식의 양을 균일성

있게 유지’하도록 하는데 30.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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