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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희1․이영은2․박은혜2

1충북 학교 교육 학원 
2충북 학교 식품 양학과

Use and Perception of Environmentally-Friendly 
Ingredients by Dietitians in Chungbuk

Sang Hee Jung1, Young Eun Lee2, and Eun Hye Park2

1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nd 2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atus of environmentally-friendly ingredients and dietitians' 
perceptions toward them in order to find for improvement. Data was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completed by 202 
school dietitians and nutrition teachers in Chungbuk, and this data was analyzed utilizing the SPSS 20.0 program.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mixed grains (58.9%)’ and ‘eggs (36.6%)’ were found to be 
the most used environmentally-friendly ingredients. 81.7%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never used’ marine products, 
whereas ‘fruits (43.6%)’, ‘pork (40.8%)’, and ‘fish (54.5%)’ were the most preferred ingredients. Dietitians and nutrition 
teachers used environmentally-friendly marine products less than other ingredients, had a poor understanding about 
environmentally-friendly marine products, and demonstrated low reliability and belief in the necessity of the system. 
In order to verify the environmentally-friendly status of the ingredients, marks on the product and documents of certifi-
cation were mostly used. In order to improve the supply system, a more strict tracking system in the distribution 
process by securing more reliable supplier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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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통한 국민 식생

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1) 건강한 인재 양성

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2). 학생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적 성장

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학교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

성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3).

FTA(free trade agreement)의 개방 확대로 인해 해외 

식재료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전자조작 농산물, 각종 

항생제 사용과 식품첨가물 등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

소들이 현대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문제가 되면서 안전한 식재료와 관련된 우려가 높

아지고(4), 학부모들의 학교급식에서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5). 안전한 식재

료에 대한 욕구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은 환경과의 융합과 

생태계의 다양성 보호 등을 통해 재배한 친환경 식재료의 

생산과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6).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줄이

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의미한다(7). 친환경 쌀의 경

우 일반 농산물에 비해 필수아미노산과 phytic acid가 풍부

하고 친환경 감귤은 일반 감귤에 비해 비타민 C가 풍부한 

것으로 측정되는 등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비타민 C, 생리활성물질, 폴리페놀화합물 등 영양 성분과 

기능성 성분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양적으로도 우수

하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친환

경 농업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6).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학교급식법은 우수한 농･축･수산물

의 학교급식 사용 확대를 규정하도록 개정되었고(8),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에 관한 기준과 친환경 급식을 위한 경비 

조달을 위한 자치단체의 식품비 지원 항목 역시 포함되었다

(1). 충북도 내 11개 시･군들도 우수 농산물 구입비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체

력 증진 및 우리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 소비촉진을 도모

하고 있다(9).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은 우수한 영양과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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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식재료 소비가 생

태계 보전에 기여하여 환경적으로 긍정적 영향력을 끼칠 뿐 

아니라 친환경 급식을 경험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소비하게 되어 친환경 농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농어민, 축산민, 어민의 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10)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사용되

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실태와 인식, 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선행연구는 학교급식 영양(교)사들

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실태 및 인식(11-16),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연구(17),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식재

료 공급체계 연구(18)가 있으나 연구의 주제가 친환경 농산

물에 국한되어 있어 친환경 축산물과 수산물을 포함하는 친

환경 식재료의 전반적인 사용실태와 인식, 친환경 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도 및 구매절차에 관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역 학생들의 급식만족도에 영

향을 끼치는 친환경 식재료 관련 배경 변인 간 분석과 영양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인식과 현

재 학교급식에 적용하고 있는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친환경 

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도 및 구매절차 개선방안을 조사

함으로써 합리적인 식재료 구매방안을 모색하고 친환경 급

식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충북지역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2014년도 8월 1일부터 3일까지 관내 초･
중･고등학교 영양(교)사 10명을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

하였고, 설문지를 수정 및 보안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8월 12일 영양(교)사 연수에서 연수에 참석한 영양(교)사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280부를 

배포하여 202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72.1%). 

설문지 구성

선행연구(3,4,11,16)에 사용된 설문지를 참고로 수정･보
완하였으며 일반사항, 친환경 식재료 사용실태, 친환경 식재

료에 대한 인식, 친환경 식재료 사용 시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사항은 행정구역, 학교 형태, 학

교 유형, 근무경력,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급식인원, 식품비, 

친환경 항목으로 설정하여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

고자 하였으며, 친환경 식재료 사용실태에서는 친환경 식재

료의 사용빈도와 이용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친환경 식

재료에 대한 인식에서는 친환경 식재료 선택 시 기준 및 품

질 평가 항목의 중요도, 납품업체의 능력 및 이용 시 불만사

항, 친환경 식재료 검수방법 및 최소 품질 요구 기준, 농･축･
수산물의 품질 인식 및 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와 구매절

차 개선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서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ackage program(PC SPSS 

Version 20.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변인별 차이

에 대한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 ANOVA를 실시하

였고, 사후검증을 위해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조사대

상 영양(교)사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여자 195명

(96.5%), 남자 7명(3.5%)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45세 이상 

55명(27.2%), 40세 이상이 59명(29.2%), 35세 이상이 21

명(10.4%)이었고 응답자의 대부분이 기혼 여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유형은 초등학교 87개교(43.1%), 중학교 

56개교(27.7%), 고등학교 59개교(29.2%)로 초등학교의 응

답자수가 가장 많았고, 급식유형은 도시형 118개교(58.4%), 

농촌형 84개교(41.6%)로 조사되었다. 영양(교)사 총 경력

은 평균 12년 4개월이었으며, 급식 학생 수는 평균 601명으

로 조사되었다. 식품비는 평균 2,151.4원이었으며, 식품비 

외에 지자체에서 친환경 급식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평균 

229.2원이었고, 친환경 식재료 지원금은 쌀만을 지원하는 

경우가 140명(69.3%), 쌀과 그 외의 식재료를 지원하는 경

우가 62명(30.7%)이었다. 충북 내 우수 식재료를 이용하되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였으며, 특히 친환

경 쌀과 친환경 잡곡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 비율은 5~10%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99명

(49.0%)로 가장 많았고, 10~15% 55명(27.2%), 15~20% 

23개교(11.3%)로 과반 정도의 학교에서 10% 이하로 친환

경 식재료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식재료의 이용실태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빈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Table 2

에 제시하였다. 농산물 중 친환경 제품의 사용 비율은 잡곡

류가 평균 58.7%, 버섯류는 평균 51.2%, 채소류와 과실류

는 평균 8.4%, 농산물 가공식품은 평균 4.0%로 조사되어 

잡곡류의 친환경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농산물 가공식품

의 친환경 제품 사용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학교 유형에 따라 

잡곡류의 친환경 재료 사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P<0.001),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잡곡류를 가장 많이 사용

하고 고등학교에서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에 따라 잡곡류(P<0.001), 채소류

(P<0.001), 버섯류(P<0.01), 과실류(P<0.001), 농산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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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N (%)1)

General foodservice 
status of dietitians

Type of schoo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87 (43.1)
 56 (27.7)
 59 (29.2)

Type of foodservice
Urban
Rural
Island and isolated area

118 (58.4)
 82 (40.6)
  2 (1.0)

Rate of environmental-
friendly product use

 0 to less than 5%
 5 to less than 10%
10 to less than 15%
15 to less than 20%
20 to less than 25%
25 to 30%

  0 (0.0)
 99 (49.0)
 55 (27.2)
 23 (11.4)
 11 (5.4)
 14 (6.9)

Support fund Grains only
Grains and others

140 (69.3)
 62 (30.7)

Total working experience (years)2)   11.6±7.9
The number of students2)  601.3±399.4
Food cost (won)2) 2,151.4±344.3
Support fund cost (won)2)  229.2±186.9

General characteristic
of dietitians

Gender Female
Male

195 (96.5)
  7 (3.5)

Age (years)

Less than 30
30 to 34
35 to 39
40 to 44 
45 or more than 

 21 (10.4)
 46 (22.8)
 21 (10.4)
 59 (29.2)
 55 (27.2)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46 (22.9)
155 (77.1)

1)N (%)=202 (100). 2)Mean±SD.

공식품(P<0.001) 사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10%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의 사용 비율

이 높게 나타났다. 친환경 지원금에 따른 친환경 잡곡류의 

사용 정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축산물 중에서 친환경 제품의 사용은 계란이 평균 71.3%

로 가장 많았고, 닭･오리가 평균 49.0%, 돼지고기가 평균 

25.2%, 소고기가 평균 17.3%, 가공식품이 평균 9.9%로 나

타났다. 친환경 축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축산물을 사용

하는 비율은 소고기가 평균 7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계란이 평균 1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에 따

라 돼지고기(P<0.01), 닭･오리(P<0.001), 계란(P<0.01)에

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돼지고기, 닭･오리, 계란 모두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축산물의 사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에서 일반 축산물의 사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가 10% 미만인 

경우보다 친환경 축산물의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일반 

축산물의 사용은 낮게 나타났으며, 계란을 제외한 소고기

(P<0.001), 돼지고기(P<0.001), 닭･오리(P<0.01), 가공식

품(P<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친환경 지원금에 

따라 가공식품을 제외한 모든 축산물에서 쌀과 다른 식품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 친환경 제품의 사용이 많다고 응답되

었으나 소고기(P<0.01), 돼지고기(P<0.01)의 사용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학교급식에서의 식재료 중 친환경 수산물의 사용빈도에 

대한 조사 결과 일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류 91.9 

%, 패류 90.6%, 해조류 88.1%, 가공식품 85.1%로 나타났

고, 이에 반해 친환경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류 2.0%, 

패류 2.5%, 해조류 2.0%, 가공식품 2.5%로 나타나 친환경 

수산물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과 축산물에 비해 친환경 제품

을 사용하는 경우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 유형과 

친환경 지원금에 따른 친환경 수산물의 사용 정도는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에 따라 

해조류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0.05),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가 친환경 제품의 

사용과 친환경 제품과 일반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다.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빈도는 주 5회 사용이 평균 44.1%

로 가장 높았고, 주 3회 19.3%, 주 2회 14.9%, 주 4회 13.4 

%, 주 1회 7.4%,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1.0%로 조사되었다. 

Lee(3)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빈도가 주 3회 이상 사용인 경우가 50.4%, 

Park(14)의 논문에서는 66.1%였던 결과 값과 비교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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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본 연구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빈도가 선행연구에 비

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급

식기본계획에 따르면 친환경 식재료와 지역 농산물을 25% 

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월 1회 로컬푸드데이 운

영을 제안함으로써 우수 식재료 사용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9). 친환경 축산물의 경우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

지 않는 경우가 평균 22.9%로 가장 높았고 주 4회 사용하는 

경우가 평균 6.0%로 가장 낮게 응답되었다. 친환경 수산물

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평균 79.7%로 가장 높았고 

주 5회 사용하는 경우는 무응답으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배경변인에 따른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빈도에 대한 결과 

학교 유형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빈도가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는데(P<0.05), 초등학교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과 주 2회 사용하는 비율이 14.9%, 중학

교는 16.1%, 고등학교는 42.4%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

해 고등학교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빈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Kim(12)의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초등학교가 중･고
등학교보다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초등학교의 학교

급식에서는 우수한 식재료에 중심을 두는 반면, 제공하는 

식사의 횟수가 많은 고등학교는 안전한 전처리 식품을 사용

하는 데 더 높은 관심을 두어(19) 고등학교에서의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P<0.01), 친환경 

축산물(P<0.001)의 사용빈도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이 높은 군에서 친환경 제품의 사용

빈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친환경 지원금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P<0.01), 친환경 축산물(P<0.01)의 사용빈

도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쌀 외에 다른 식품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 친환경 축산물을 주 3~5회 사용하는 

비율이 쌀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친환경 지원금과 영양(교)사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이 친환경 수산물을 제외한 친환경 농산물과 축산

물의 사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친환경 수산물의 경우 현재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실제적인 

사용이 어려워 사용빈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사용빈도가 배

경변인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급식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친환경 식재료

현재 급식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조

사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현재 급식에서 사용빈도

가 가장 높은 친환경 농산물 종류는 잡곡류가 평균 5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채소류는 19.8%, 버섯류 16.8%, 과실

류 4.5%로 조사되었으며, 농산물 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사

용한다는 응답은 조사되지 않았다. 친환경 잡곡류의 사용이 

19.2%로 채소류의 사용(55.3%)에 비해 낮게 나타난 Park 

(16)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충북지역의 대부분 지역

의 친환경 식품비 지원이 쌀 및 잡곡 구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9).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친

환경 농산물 종류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 정도에 따른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고(P<0.05) 10% 미만인 경우와 10% 이상인 

경우 모두 잡곡류의 사용이 가장 높았으나, 10% 미만인 경

우는 친환경 잡곡류 다음으로 친환경 버섯류의 사용이 22.2 

%로 높은 반면에 10% 이상인 경우는 친환경 채소류의 사용

이 24.3%로 높았고 친환경 과실류의 사용 비율도 높게 나타

났다. 또한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친환경 농산물 종류는 친

환경 지원금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P<0.05), 친환

경 지원금이 쌀에 국한되는 경우 친환경 잡곡류와 버섯류의 

사용 비율이 각각 62.9%, 18.6%로 쌀과 다른 식품을 지원받

는 경우의 50.0%, 12.9%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쌀과 다른 

식품을 지원받는 학교에서는 채소류의 사용 비율이 32.3%

로 쌀만 지원받는 학교의 14.3%보다 높게 응답되었다. 친환

경 제품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축산물 중 계란의 비율은 평균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공식품은 1.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 유형(P<0.001)과 친환경 사용 정도(P< 

0.001)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수산물은 어류가 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수산물의 이용 정도와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

으며 친환경 수산물을 이용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평균 

81.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친환경 수산물의 사용빈도가 매

우 낮을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0조

(20)에 근거한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는 식품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21). 대상 품목

은 넙치와 무지개송어, 패류는 굴과 홍합, 해조류는 김, 미

역, 톳, 해조가공품은 건김, 건미역, 간미역으로 총 15개로 

지정되어 있으나(21), 현재 인증된 품목이 많지 않아 친환경 

수산물의 사용빈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급식에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친환경 식재료

급식에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조사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가장 사용하고 싶은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로 과실류가 평균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채소류 평균 35.1%, 잡곡류 평균 11.4%, 농산물 가공식

품 평균 6.4%, 버섯류 평균 3.5% 순으로 나타났다. 과실류

와 채소류의 경우 껍질을 섭취하거나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

는 경우가 많아 농약이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가장 사용하고 

싶은 친환경 축산물은 돼지고기가 평균 40.8%로 가장 높았

고 닭고기가 22.9%, 소고기 21.9%, 계란 8.5%, 가공식품이 

6.0%로 나타나 돼지고기를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기를 원

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이, 연령, 

생활 수준과 관계없이 돼지고기의 선호도가 매우 높았고

(22) 돼지고기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 반

해(23), 2010년 170건의 구제역 발생 등 축산물에 돼지고

기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24)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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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 유형(P<0.05)과 친환경 사용 정도(P<0.01)

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초등학교에서는 돼지고기

(43.0%)와 소고기(30.2%로)의 선호도가 높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돼지고기의 친환경 제품 사용에 대한 선호도

가 높았으나 돼지고기 다음으로 닭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

게 나타났다. 친환경 사용 정도에 따라 친환경 사용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돼지고기(36.3%)와 소고기(31.4%)를 친

환경으로 가장 사용하고 싶어 하였고, 10% 미만인 경우 돼

지고기(45.3%)와 닭고기(27.3%)를 친환경으로 가장 사용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용하고 싶은 친환경 

수산물로서 어류가 54.3%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지만 학교

급식에서 사용이 많지 않은 넙치와 무지개송어 2종만 친환

경 수산물로 인증되어 있어(21)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 친환

경 수산물을 학교 급식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

로 사료된다.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인증에 대한 인식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 식재료의 이해 수준 및 인증에 대

한 인식에 대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친환경 농산

물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이 평균 3.89점, 종류에 대한 이해 

수준은 평균 3.99점,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은 평균 

4.00점으로 나타나 영양(교)사들의 이해 수준이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고 축산물, 수산물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은 

이해 수준 정도를 보였다. 학교 유형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의 개념, 종류,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는데 초등학교의 영양(교)사가 중학교, 고등학교의 

영양(교)사 비해 이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0.001).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에 따라 식재료를 10% 이

상 사용하는 그룹의 이해 수준이 적게 사용하는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이해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P<0.05, 

P<0.01) 친환경 지원금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

았다.

친환경 축산물의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은 평균 3.62점, 

종류에 대한 이해 수준은 평균 3.71점, 인증제도에 대한 이

해 수준은 평균 3.68점으로 나타났고, 친환경 농산물에 비해

서는 낮게 조사되었으나 비교적 높은 이해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유형에 따라 친환경 축산물의 개념, 종

류,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친환경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의 영양(교)사가 중학

교, 고등학교의 영양(교)사에 비해 이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P<0.001).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개념, 종류, 인증제도에 대

한 이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P<0.01, P< 

0.001) 친환경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지원금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친환경 수산물의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은 평균 2.72점, 

종류에 대한 이해 수준은 평균 2.75점, 인증제도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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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준은 평균 2.82점으로 나타나, 친환경 식재료 중 가장 

점수가 낮았고 점수도 2점대로 조사되어 이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경변인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도 인식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축산물의 경우 각각 평균 3.51점, 평균 3.50점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신뢰도를 보였으나 친환경 수산물의 경

우 농산물과 축산물에 비해 낮은 평균 3.08점으로 조사되어 

친환경 수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보통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 수산물의 경우 2008년 도입되어(21) 도

입시기가 비교적 최근이므로, 친환경 농산물과 축산물에 비

교하여 인증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농산물과 축산물에 비해 생소한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친환경 수산물 대상 품목이 15종으로 적어(21) 

학교급식에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됨에 따라 친환경 

수산물 사용이 빈번하지 않아 인식 수준이 낮고 인증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친환경 식재료 선택 시 고려요인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식재료 선택 시 고려요인을 Table 

6에 제시하였다. 먼저 친환경 식재료 선택의 동기가 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 결과는 농산물, 축산물의 경우 평균 

3.90점으로 나타나 친환경 식재료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산물의 경우 평균 3.48점으로 나

타나 농산물과 축산물에 비해 필요성을 비교적 낮게 인지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의 영양(교)사가 중학교, 고

등학교의 영양(교)사에 비해 농산물과 축산물의 친환경 인

증제품의 사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P<0.05),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 비율이 많

은 경우에 친환경 축산물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0.05).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경우 중학교, 고등

학교 영양(교)사에 비해 친환경 식재료에 대해 높은 이해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이 더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선행연구(25)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시범학교에 속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경험이 많은 학부모가 친환경 농산물

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횟수가 높았고, 친환경 농산물에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와 Kim 

(26)의 연구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구

매 비율이 높게 나타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경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 경우 자연스럽게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정보에 대해 더 많이 접하게 되고 친환경 식재료의 사

용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이 더 필

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친환경 식

재료 사용을 통한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이해 증가는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필요성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로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

해서 사용한다는 응답이 평균 4.48점,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응답이 평균 4.27점으로 높게 나타났

고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 때문에 친환경 식재료를 선택한다

는 의견은 평균 3.9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친환경 농

산물 관련 선행연구(26,27)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이유로 ‘건강’과 관련된 문항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성 검사 방법이 마련이 되

어야 하는데 인증단계, 생산단계, 유통단계를 추적할 수 있

는 시스템과 마련, 산지 출하단계에서 안전성 검사 실시 등

이 요구된다(28).

친환경 식재료를 선택하는 기준은 ‘신선도’가 평균 4.32

점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되었고, ‘가격’이 평균 3.87

점, ‘영양가’가 평균 3.73점, ‘브랜드’가 평균 3.63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 식재료의 품질 평가 시 중요하게 고려하

는 요인으로서 친환경 인증 여부가 평균 4.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급능력이 평균 4.46점, 가격이 평균 4.14

점, 지역생산 여부가 평균 3.95점, 외관이 평균 3.91점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식재료의 품질 평가를 위해 친환경 인증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친환경 농산물

을 고려 시 최소 인증 기준에 대한 응답으로는 무농약농산물

이 84명(41.6%)으로 가장 높았고 저농약(22.3%), GAP 

(21.8%), 유기농산물(12.9%), 기타(1.5%) 순으로 나타났으

며 배경변인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로 분류된다(7). 유기농산물은 다년생 작물의 경우 3년, 그 

외 작물은 2년의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

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의미하며,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량의 1/3 이내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을 말한다. 저농약

농산물은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절반 이내로 사용하고 농약

살포 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절반 이하로 사용한 경우

를 의미하며 사용 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를 적

용한다(7).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만을 규정하는 유

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과 달리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

까지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로 소비자가 농산물의 관리 

정도를 알 수 있게 하는 체계이다(29). 

급식에서 영양(교)사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식단 작성부터 조리에 이르는 급식과정에서 친환경 식재

료 사용에 대한 영양(교)사의 인식과 수행도에 대한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영양(교)

사의 인식에 대한 결과로 식단 작성 시 친환경 농산물을 적

극적으로 식단에 반영한다는 의견이 평균 3.73점으로 가장 

높았고, 식단 작성 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면 식단의 질

이 향상된다는 의견은 평균 3.46점,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편함이 없다는 의견은 평균 3.2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식단 작성 시 친환경 농산물의 자료(정보)는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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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tatus and opinions about ingredient inspection, supply and purchase of environmental-friendly products       N (%)
Total

Ingredient 
inspection

1)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cation number
Attached mark
Certification document
Others

54 (26.7)
87 (43.1)
58 (28.7)
 3 (1.5)

Livestock products

Certification number
Attached mark
Certification document
Others

68 (33.7)
50 (24.8)
79 (39.1)
 5 (2.5)

Marine products

Certification number
Attached mark
Certification document
Others

28 (13.9)
57 (28.2)
75 (37.1)
42 (20.8)

Processed foods

Certification number
Attached mark
Certification document
Others

28 (13.9)
83 (41.1)
59 (29.2)
32 (15.8)

Supply

Supply capability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products
Marine products
Average

3.16±0.98
3.26±1.11
2.02±1.01
2.81±1.03

Complaints with 
supply

Difficult to purchase local products
Inconsistent size or amount 
Poor quality
High rate of waste

3.89±0.98
3.24±0.97
2.93±0.97
2.93±1.02

Way to improve 
supply procedures

More strict tracking system 
Development of manuals for production･storage･distribution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ystem
Systematic production management
Reinforcing education for suppliers

4.54±0.62
4.50±0.63
4.46±0.64
4.44±0.65
4.43±0.65

Purchase1) Desirable method
for purchasing 

Supply from organizations specialized in environmental-friendly 
school foodservice

Supply from organizations specialized in environmental-friendly 
foodservice

Local government secures supply and provides to schools
Transaction from food suppliers to schools
Direct transaction from producers (farms) to schools

88 (43.6)

36 (17.8)

31 (15.3)
24 (11.9)
23 (11.4)

Likert 5 points scale (1-very unlikely/ 5-very likely).

식단 작성 시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은 적정함, 발주 시 친환

경 농산물의 수급이 용이함에 대한 문항은 평균 2점대로 낮

게 응답되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있어 영양(교)

사들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적

극적인 활용을 원하고 있으나 가격이 비싸고 정보가 부족하

며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친환경 제품의 상황 때문에 어려움

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친환경 축산물의 경우 식단 작성 시 친환경 축산물의 사용

은 식단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견이 평균 3.62점으로 가장 

높았고, 식단 작성 시 친환경 축산물을 적극적으로 식단에 

반영함, 검수 시 친환경 축산물의 품질 상태가 양호함, 조리

과정에서 사용함으로 발생되는 불편함이 없다는 의견이 모

두 평균 3.57점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인지 수준과 개념 문항에 대한 점수는 농산물보다 낮게 조사

되었으나 수급의 용이함에 있어서는 농산물에 비해 높은 점

수를 나타내었다. 농산물은 지역성과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

해 결품이 잦은 것이 문제가 되어왔으나 축산물은 농산물에 

비하여 보관기간이 길어 납품에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수산물의 경우 친환경 수산물의 사용이 식단의 질

을 향상시킨다는 문항 외에 모든 문항이 평균 2점대로 나타

나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해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소극적

으로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친환경 수산물의 

정보, 가격, 수급과 같은 시장 환경과 관련된 문항에서도 부

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 환경 개선과 더불어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친환경 식재료 검수

친환경 식재료의 검수, 공급, 구매 실태 및 의견에 대한 

결과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친환경 식재료를 검수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 부착된 마크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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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이 각각 평균 43.1%, 평균 41.1%로 가장 높았고, 

친환경 축산물과 수산물은 친환경 인증서류 확인이 각각 평

균 37.1%, 평균 39.1%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친환경 식재료 공급업체의 납품능력에 대해 친환경 축산

물의 공급능력이 평균 3.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농산물 

3.16점, 수산물 2.02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

경 축산물과 농산물의 경우 3점대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

으나 수산물의 공급능력은 2점 초반으로 공급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7의 친환경 식재료의 수급에 관

한 문항에서 축산물의 점수가 가장 높아 수급이 가장 용이하

고 그다음으로 농산물, 수산물의 순서로 수급이 용이하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친환경 식재료 납품 시 불

만사항에 대한 의견으로서 지역 생산물로 공급받기 어렵다

는 의견이 평균 3.8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크기, 규격, 

양이 고르지 않다는 의견이 평균 3.24점, 품질 상태가 나쁘

고 폐기율이 높다는 의견이 평균 2.93점으로 나타났다. 친환

경 식재료 납품 시 지역 생산물로 공급받기가 어려운 것이 

가장 불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제주도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를 구매 시 우선 생산지의 순위를 지정하여 구매하는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식재료 구입의 우선순위를 지역 친환경, 도

내 친환경, 국내 친환경, 지역 일반, 도내 일반, 국내 일반, 

수입 친환경, 수입 일반 우선으로 지정함으로써 친환경 지역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 및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이루었

다(30). 충청북도의 경우 유기농 특화를 목표로 하여 친환경 

농산물, 축산물의 생산 비중을 높이고 친환경의 소비를 촉진

하고자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 사용의 비중을 함께 높이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31),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충북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에서 월 1회 로컬푸드데이 운영 

및 25% 이상의 친환경･로컬푸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9).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역할과 동시에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중요한 역

할을 가지지만(32), 현재 지역 농산물로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납품절차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는 

친환경 식재료의 이력제 강화가 평균 4.54점, 친환경 식재료

의 생산, 저장, 유통 단계별 효율적인 관리 매뉴얼 개발이 

평균 4.50점, 친환경 식재료의 유통체계의 개선은 평균  

4.46점, 친환경 식재료의 생산관리 시스템 체계화가 평균 

4.44점, 친환경 식재료 취급 시 납품업자 교육 확대가 평균 

4.4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식재료의 바람직한 구매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전담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3.6%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그다음으로 ‘친환경 급식 

전문업체에서 공급’이 17.8%, ‘지자체에서 물량을 확보’가 

15.3%, ‘학교에서 부식업체를 통해 구매’가 11.9%, ‘학교에

서 생산자 직거래를 통한 구매’가 11.4%로 나타났다. Kim 

(12)과 Park(14)의 선행연구에서도 지역단위 학교급식지원

센터를 통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과 식재료 전문유통업체의 

확보를 통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나 본 연

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이를 통해 영양(교)사들이 친환

경 식재료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통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친환경 식재료 전담센

터가 설치될 경우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가 이루어져 학교영

양(교)사들이 보다 저렴하고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이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15).

친환경 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도

친환경 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도에 대한 결과를 Table 

9에 제시하였다. 친환경 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도에 대

해 ‘신뢰할 수 있는 전담 납품업체의 확보’ 평균 4.60점, ‘현

실적인 친환경 지원금 지원’ 평균 4.59점,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 평균 4.43점, ‘친환경 식재료의 

교환･반품제도 개선’ 평균 4.34점,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교육 강화’ 평균 3.84점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4월 충청

북도 내에 학교급식과 어린이집 급식 등에 지역 농산물과 

친환경 농･축산물을 구입･가공･판매 목적으로 옥천푸드 유

통센터가 설립되었다(33). 친환경 유통센터의 설립은 친환

경 우수 식재료의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34),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의 경우 사업적자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

니라(32), 농협이 위탁 운영하는 천안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소규모 납품업체의 생존과 안전하고 저렴한 식재

료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35). 또한 서

울시 친환경 유통센터의 경우 운영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행정 처리(36)와 유통되는 채소류에서 기준치가 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되는 등 부적절한 품질관리(37)로 인하여 친환

경 급식의 안정성이 크게 논란이 되었다. 이에 서울시농수산

식품공사는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 개선 대책을 수립하였고

(38), 서울시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친환경 유통센터의 안

전성 검사를 포함한 학교급식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도록 하

여(39) 친환경 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영양(교)사들이 친환경 급식을 위하여 친환경 식재료를 공

급하는 전담 업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전담 

업체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예방함으로써 지역과 농민, 친환경 급식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실적인 친환경 지원금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Kim(40)의 선행연구에서도 영양(교)사가 

친환경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조사되었으며 무상

급식비를 지원받는 영양(교)사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영양

(교)사에 비해 친환경 지원금이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

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 수와 

학교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학교의 상황과 물가 상승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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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무상급식 지원액 때문으로 보고 있

다. 충북의 경우 초･중･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

시하고 있으며 학교 유형급, 지역별, 규모별로 식품비를 차

등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9) 본 연구에서 학교 유

형, 친환경 지원금의 지원 정도에 따른 요구도의 차이가 나

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위한 친환경 

지원금 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지원금 확대

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충북지역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식재

료에 대해 학교급식에 적용하고 있는 이용실태, 인식 및 의

견, 친환경 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도와 구매절차 개선방

안을 조사하였다.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친환경 농산물은 

‘잡곡류(58.9%)’였고 가장 사용하고 싶은 친환경 농산물은 

‘과실류(43.6%)’로 나타났다.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친환경 

축산물은 ‘계란(36.6%)’이었고 가장 사용하고 싶은 친환경 

축산물로는 ‘돼지고기(40.8%)’로 응답되었다. 친환경 수산

물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81.7%로 매우 높게 나타났

고, 가장 사용하고 싶은 수산물은 ‘어류(54.5%)’로 조사되었

다. 친환경 식재료 선택 시 ‘신선도’가 가장 중요시 되었고, 

수산물은 농･축산물에 비해 친환경의 사용빈도가 매우 낮았

고 수산물 인증에 대한 개념의 이해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

며, 인증에 대한 신뢰도와 필요성도 낮은 수준으로 응답되었

다. 중요도는 ‘친환경 인증 여부’와 ‘공급능력’이 높게 평가

되었다. 친환경 식재료 공급업체의 납품능력에 대해 농･축

산물은 보통 정도로 나타난 반면에 수산물의 경우 납품능력

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 식재료를 검수하기 위해 

농산물은 ‘부착된 마크’, 축산물은 ‘친환경 인증서류’, 수산

물은 ‘친환경 인증서류’, 가공식품류는 ‘부착된 마크’를 각각 

활용하였다. 친환경 식재료 최소 품질 요구 기준으로 무농약 

농산물 수준 이상이 납품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친환경 급식제도 개선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납품업체 확보

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구매절차에 대한 개선안으로

는 친환경 학교급식 전담센터 설치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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