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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a school foodservice menu evaluation and the
perception of the school’s dietitian on menu evaluation.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448 school dietitians
with an official letter, and a total of 292 responses were used for analysis. More than 90% of the respondents
stated that a menu evaluation for the school foodservice was necessary. The major barriers to menu evaluation
were “excessive workload” and a “lack of know-how”, and the expected benefits were “increased satisfaction
of customers” and “increased foodservice efficiency”. The menu evaluation for “student preferences”, “health
improvement”, and “ease of quality management” categories were performed in more than 45% of schools. The
proportion of subjects who answered that “customer satisfaction” and “increased efficiency of foodservice” were
expected benefits of menu evaluat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menu evaluation group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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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1,2), 2010년 현재 전체학교의

99.9%인 11,303개교에서 학생 734만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3). 2006년 7월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으로 직

영급식 원칙으로 급식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학교급식 운영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학교급식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고 있고, 학교급식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4), 홈페이지에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급식게시

판’을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에 반영

하는 방법 등이 학교급식 서비스 개선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는 등(1) 학교급식 수요자의 만족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메뉴’는 급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전체

시스템의 투입과 산출에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관리 및 통제

도구이며 마케팅 도구이다(5-7). 학교급식에서도 메뉴의 계

획과 평가는 급식운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좌

우하게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메뉴의 계획 시에는

고객 측면에서 영양적 요구, 식습관 및 기호도, 음식의 관능

적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급식관리 측면에서 조직의 목표

와 목적, 예산, 시장조건, 시설·설비 및 기기, 조리원의 숙련

도, 위생, 급식체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2), 이에 따른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 다음 메뉴 계획 시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5).

메뉴평가의 방법으로는 기호도 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잔

반량 조사, 메뉴엔지니어링 등이 있다(2). 특히 이 중 메뉴엔

지니어링 방법은 수요자의 만족과 함께 수익성 등 조직의

목표 달성에 대한 공헌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

한 메뉴 평가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8-10). 국내에서

도 메뉴엔지니어링 기법을 이용하여 대학교 급식소(11), 대

학교 기숙사 급식(12), 호텔 레스토랑(13), 관공서 급식소

(14) 등을 대상으로 메뉴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메뉴엔지니어링 기법 간 비교 및 보완(12,13,15)을 통해 보다

정확한 메뉴 분석을 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메뉴평가 방법에서 사용되는 공헌도는 주

로 식재료비와 판매 가격을 중심으로 산정된 공헌 마진, 노

무비 등의 형태로 평가되었으나 기본적으로 비영리급식인

학교급식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더욱이

2003년 ‘학교급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직영전환이 추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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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2)

Variables N (%)

Gender
Male
Female

2 ( 0.7)
290 (99.3)

Age (years)

20～29
30～39
40～49
Over 50
No response

30 (10.3)
117 (40.2)
137 (47.1)
7 ( 2.4)
1 ( － )

Education leve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No response

25 ( 8.7)
183 (64.0)
78 (27.3)
6 ( － )

Job position
Dietitian
Nutrition teacher
No response

82 (30.1)
190 (69.9)
20 ( － )

Period of working
in the school
foodservice

　　
12 years 3.53
months±6 years
3.92 months

1)

1)Mean±SD.

이래 2006년 7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전체 급식학교 중

94.4%에 해당하는 10,596개교에서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

어(16) 학교급식에서 수익성으로 공헌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평가는 학교급식 위생·영

양․경영 등 급식운영관리, 학생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학

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급식예산의 편성 및 운용

등에 대해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17), 관련 연구로

학교급식 급식관리, 식생활교육, 급식만족도, 학부모 참여프

로그램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품질 평가 중요도에 대한 연구

가 실시되었다(18). 또한 위생관리 수행 수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19-21), 그에 따라 학교급식의 위생관

리 수행수준은 최근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22). 하지

만 메뉴평가와 관련하여서는 학교급식 운영평가 항목 중 영

양평가와 식단관리에 대해 각각 1개 항목씩 총 2개 항목만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으로 관련 연구도 영양 평가와 관련한

주제가 대다수이고(23-26), Jeong 등(27)의 연구에서 식생

활의 전통성 유지 측면에서의 초등학교 급식 식단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급식 생산성 측면에서의 평가와 식

생활 개선 측면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해당

연구들은 학교급식 식단 전체에 대한 평가로 개별 메뉴에

대한 평가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복합적 분석도 부족하였다. 실제로 학교급식 선호도와

만족도에 대한 조사 연구들(28,29)에서 채소류 등 일부 메뉴

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나 식단 작성 시 계획된 영양량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가

능성을 시사하는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동시에 고려한 메뉴

평가와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 영양(교)사들의 메뉴평가

에 대한 인식과 실시 현황을 조사하여 학교급식 메뉴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내용 및 방법

영양(교)사 대상 메뉴평가 현황 설문조사 실시

조사 방법 및 기간: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0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영양

(교)사 448명(각 시․도교육청별 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다. 설문지 배포는 교육과학기술부 협조를 통해 설문지와

설문 지침을 공문과 함께 시․도교육청에 발송하였고, 설문

지 회수는 해당학교 영양(교)사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연구

자에게 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총 292부가 회수되어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회수율, 이용

률 65.2%).

연구내용 및 통계분석: 설문지는 문헌조사(3,4,9-13,18,

30,31)와 영양(교)사 6명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를 통해 개발되었다. 메뉴평가 현황과 관련하여 시행 여부,

시기, 방법, 주요 대상 메뉴 등에 대해 명목척도로 측정하였

고, 메뉴평가 수행 빈도에 대해 리커트(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학교급식 메뉴평가에 대한 견해 4문항, 일

반사항 등에 대해 명목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메뉴평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설문지 서두에

‘식단 전체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메뉴 항목 각각에 대한 평

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메뉴평가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ver. 17.0)를 이용하여 메뉴

평가 현황과 인식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메뉴

평가 실시교와 비실시교 영양(교)사의 메뉴평가에 대한 인

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χ2-test)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및 급식현황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290명(99.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40

～49세가 137명(47.1%), 30～39세가 117명(40.2%)으로 나타

났으며,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183명(64%)으로 가

장 많았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직급은 영양교사가 190명

(69.9%)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식 근무경력은 평균 148개

월로 나타났다.

급식운영방식(중식기준)은 직영급식이 98.5%로 대부분

이었고, 급식의 배식형태는 식당배식이 83.3%로 높게 나타

났다. 근무학교급은 표본 추출 비율과 유사하게 초등학교가

52.5%,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23.8%로 나타났고, 급식

수(중식 기준)는 평균 834명으로 나타났다(Table 2).

학교급식 메뉴평가에 대한 인식 및 시행 현황

학교급식 메뉴평가에 대한 인식: 학교급식메뉴평가에

대한 영양(교)사 의견으로는 ‘메뉴평가는 필요하지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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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oodservice characteristics of schools with subjects
(N=292)

Variables N (%)

Management type
(lunch)

Self-operated
Contracted
No response

267 (98.5)
4 ( 1.5)
21 ( － )

Distribution type

Dinning hall
Classroom
Dinning hall＋
Classroom
No response

240 (83.3)
40 (13.9)
8 ( 2.8)

4 ( － )

School level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No response

148 (52.5)
67 (23.8)
67 (23.8)
10 ( － )

Number of students
using school meals
per day (lunch)

　
　

833.68±440.491)

1)Mean±SD.

Table 3. Necessity of school foodservice menu evaluation
perceived by school dietitians (N=292)

Opinions N (%)

Absolutely necessary
Necessary though there are some problems
Not necessary
I don't know
Etc.
No response

42 (14.8)
223 (78.8)
6 ( 2.1)
9 ( 3.2)
3 ( 1.1)
9 ( － )

Table 4. Preferred menu evaluation methods by school die-
titians (N=292)

Methods N (%)

Periodic official meeting for evaluation
Application to the menu index after
menu development
Periodic evaluation using checklists
Etc.
No response

104 (40.8)
95 (37.3)

52 (20.4)
4 ( 1.6)
37 ( － )

Table 5. Performance of school foodservice menu evaluation
(N=292)

Menu evaluation category Perform Not perform

Student preference
Teacher preference
Food costs
Labor & time consumption
Ease of quality management
Health improvement
Educational effect
Environmental protection

147 (50.3)1)

118 (40.4)
108 (37.0)
122 (41.8)
133 (45.5)
134 (45.9)
108 (37.0)
114 (39.0)

145 (49.7)
174 (59.6)
184 (63.0)
170 (58.2)
159 (54.5)
158 (54.1)
184 (63.0)
178 (61.0)

1)N (%).

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223명(78.8%)으로 가

장 많았고, ‘메뉴평가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

다’가 42명(14.8%), ‘잘 모르겠다’ 9명(3.2%), ‘메뉴평가가 필

요하지 않다’ 6명(2.1%), ‘기타’ 3명(1.1%) 순이었다(Table 3).

학교급식에서 메뉴평가를 실시한다면 가장 적합한 방법

이 어떤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영양사, 조리사 등 실무자

중심의 정기적 메뉴 평가 회의’가 104명(40.8%)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 메뉴 개발 시 메뉴 평가 후 메뉴 인덱스에 반영’

에 응답한 수가 95명(37.3%), ‘체크리스트를 통한 정기적 메

뉴 평가’가 52명(20.4%), ‘기타’ 4명(1.6%)의 순으로 나타났

다(Table 4). 이러한 결과는 서식을 통한 정기적 평가가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결과로 판단되는데, 실제

로 Ryu 등(32)의 연구에서 학교 영양사들이 급식생산단계에

서의 서식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의무항목이 아닌

서식 사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연구에서 직영이 많은 초등학교보다 위탁급식이

많은 중 고등학교의 경우 서식 사용률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급식운영방식에 관계없이 학

교급식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서식의 개발과

매뉴얼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 메뉴평가 시행 현황: Table 5는 메뉴평가 항목

별 평가 시행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학생 선호도에 대한 평

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147명(50.3%)으로 가장 높았고 학생

들의 건강 개선 134명(45.9%), 품질관리 용이성 133명

(45.5%)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교직원 선호도의 경우 118

명(40.4%), 식재료비에 대해서는 108명(37.0%명), 노동력 및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122명(41.8%)이 메뉴별 평가를 시행

하고 있었다. 메뉴의 친환경성(114명)과 교육적 효과(108명)

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평가 비율이 높았던 항목들은 피급식

자 만족도, 급식 위생, 영양관리 등 최근 학교급식에서 관리

가 강화되고 있는 요소들(3,16)과 관련된 항목들로 판단되

고,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 영양(교)사들이 메뉴 관리를 통한

급식 품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메뉴평가를 시행하는 상황은 Table 6에 제시하였는데, 학

생 선호도는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86명(60.6%)으로

가장 많았고, 메뉴 개발 시에 평가한다는 응답이 39명(27.5%)

으로 나타났다. 교직원 선호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여 선

호도 평가는 주로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그 밖에 식재료비, 노동력 및 소요시간, 품질관리 용이성,

학생들의 건강개선, 친환경성 등의 항목들의 경우 모두 메뉴

개발 시에만 평가하는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교급식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2)에서 급식

영양적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매 급식 식단 작성 시 영양량을

산출한다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바 있는데,

이는 식단 전체에 대한 평가여서 개별 메뉴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는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33)에서 종사자들의 직무스

트레스가 이직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

어 메뉴별 노동 강도와 소요시간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 평가

를 실시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

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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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Occasions of school foodservice menu evaluation

Menu evaluation category
Occasion

Total
Periodic evaluation After menu development Etc.

2)

Student preference
Teacher preference
Food costs
Labor & time consumption
Ease of quality management
Health improvement effect
Educational effect
Environmental protection

86 (60.6)1)

60 (52.6)
34 (33.0)
37 (31.6)
55 (42.0)
51 (40.2)
33 (33.0)
41 (38.3)

39 (27.5)
40 (35.1)
65 (63.1)
74 (63.2)
66 (50.4)
71 (55.9)
54 (54.0)
55 (51.4)

17 (12.0)
14 (12.3)
4 ( 3.9)
6 ( 5.1)
10 ( 7.6)
5 ( 3.9)
13 (13.0)
11 (10.3)

142 (100.0)
114 (100.0)
103 (100.0)
117 (100.0)
131 (100.0)
127 (100.0)
100 (100.0)
107 (100.0)

1)N (%).
2)
'Etc.' includes 'after every meal service' and 'at the point of meal planning'.

Table 7. Actual methods of school foodservice menu evaluation

Menu evaluation category
Method

Total
Checklists Official meeting Etc.

2)

Student preference
Teacher preference
Food costs
Labor & time consumption
Ease of quality management
Health improvement effect
Educational effect
Environmental protection

83 (59.7)1)

54 (49.5)
29 (29.0)
25 (21.9)
46 (36.5)
48 (39.0)
37 (38.9)
39 (37.5)

29 (20.9)
27 (24.8)
21 (21.0)
49 (43.0)
41 (32.5)
32 (26.0)
20 (21.1)
30 (28.8)

27 (19.4)
28 (25.7)
50 (50.0)
40 (35.1)
39 (31.0)
43 (35.0)
38 (40.0)
35 (33.7)

139 (100.0)
109 (100.0)
100 (100.0)
114 (100.0)
126 (100.0)
123 (100.0)
95 (100.0)
104 (100.0)

1)N (%).
2)
'Etc' includes 'interview', 'leftover monitoring', 'personal decision of dietitian'.

Table 8. Target menu items for school foodservice menu
evaluation

Target menu items N (%)

All menu items
Frequently served menu items
Side dishes
Main dishes
Random choice
Etc.

58 ( 41.1)
31 ( 22.0)
26 ( 18.4)
12 ( 8.5)
7 ( 5.0)
7 ( 5.0)

Total 141 (100.0)

Table 7은 주된 메뉴평가 방법을 조사한 결과이다. 메뉴

평가 방법으로는 학생 선호도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이

용하는 경우가 85명(59.7%), 실무자회의 29명(20.9%), 기타

27명(19.4%)으로 나타났는데, 기타의 경우 급식시간 중 직

접 인터뷰를 하거나 잔반을 이용한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교직원 선호도의 경우에도 체크리스트 이용

이 54명(49.5%)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선호도에 대한 평가

를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게 되므로 영양(교)

사들이 ‘체크리스트’로 응답한 것으로 판단된다. 식재료비에

관한 메뉴평가 방법은 기타가 50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영양

(교)사가 식단 작성 시에 비용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

다. 노동력 및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실무자회의를 실시하는

경우가 49명(4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리

종사원의 의견 수렴이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그 밖에 품질관리 용이성, 학생들의 건강개선, 교육적

효과, 친환경성 등에 대한 평가는 체크리스트와 기타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기타의 경우 영양(교)사의 직접 평가

가 주된 평가 방법이었다. 메뉴 평가의 장애요인으로 과도한

업무부담과 노하우의 부족이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메뉴 평가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Lee 등(18)의 연구에서 급식 전문가 집단에 비해 학교급

식 영양사들이 급식관리 분야와 급식 만족도 분야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본 연구 결과에

서 급식관리 분야의 평가가 대부분 영양(교)사의 주관적 판

단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져 관련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메뉴평가의 주요 대상 메뉴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전

체 메뉴를 대상으로 메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58명

(41.1%)으로 가장 많았고, 다빈도 제공 메뉴 31명(22.0%),

부식류 26명(18.4%), 주식류 12명(8.5%), 특별한 기준 없이

임의 선정 7명(5.0%), 기타 7명(5.0%)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메뉴평가의 장애요인과 기대효과

Table 9는 영양(교)사들이 메뉴평가 시행 시 느끼는 장애

요인에 대해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과도한 업무부담’ 197명(70.1%), ‘메뉴평가에 대

한 노하우 부족’ 133명(47.3%), ‘시간 부족’ 113명(40.2%) 등

을 메뉴평가의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었다. 메뉴평가를 실시

하지 않고 있는 영양(교)사 집단에서 ‘메뉴평가에 대한 노하

우 부족’이 문제점이라고 응답한 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

나(p<0.05), 메뉴평가에 대한 노하우 부족이 메뉴평가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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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fferences of perception on barriers of menu evaluation by the menu evaluation performance

Barriers
Perform menu evaluation

Total χ²-value
Yes No

Excessive workload
Yes
No

2)
104 ( 73.2)1)

38 ( 26.8)
93 ( 66.9)
46 ( 33.1)

197 ( 70.1)
84 ( 29.9)

1.344

Lack of know-how
Yes
No

58 ( 40.8)
84 ( 59.2)

75 ( 54.0)
64 ( 46.0)

133 ( 47.3)
148 ( 52.7)

4.844*

Lack of time
Yes
No

58 ( 40.8)
84 ( 59.2)

55 ( 39.6)
84 ( 60.4)

113 ( 40.2)
168 ( 59.8)

0.048

Uncooperative attitude of officials
Yes
No

26 ( 18.3)
116 ( 81.7)

26 ( 18.7)
113 ( 81.3)

52 ( 18.5)
229 ( 81.5)

0.007

Costs
Yes
No

6 ( 4.2)
136 ( 95.8)

5 ( 3.6)
134 ( 96.4)

11 ( 3.9)
270 ( 96.1)

0.074

Resistance of kitchen employees
Yes
No

9 ( 6.3)
133 ( 93.7)

0 ( 0.0)
139 (100.0)

9 ( 3.2)
272 ( 96.8)

9.101
**

Total 142 (100.0) 139 (100.0) 281 (100.0)
*p<0.05, **p<0.01.
1)
N (%), multiple choices were allowed.
2)Not selected as a main barrier of menu evaluation.

Table 10. Differences of perception on expected benefits of menu evaluation by the menu evaluation performance

Expected benefits
Perform menu evaluation

Total χ²-value
Yes No

Increased satisfaction of customers
(students and teachers)

Yes
No2)

96 ( 67.6)
1)

46 ( 32.4)
74 ( 53.2)
65 ( 46.8)

170 ( 60.5)
111 ( 39.5)

6.068
*

More efforts to develop desirable menus
Yes
No

71 ( 50.0)
71 ( 50.0)

78 ( 56.1)
61 ( 43.9)

149 ( 53.0)
132 ( 47.0)

1.055

Development of menu management skills
of school dietitians

Yes
No

68 ( 47.9)
74 ( 52.1)

69 ( 49.6)
70 ( 50.4)

137 ( 48.8)
144 ( 51.2)

0.086

Increased efficiency of foodservice through
menu improvement

Yes
No

76 ( 53.5)
66 ( 46.5)

56 ( 40.3)
83 ( 59.7)

132 ( 47.0)
149 ( 53.0)

4.938
*

Pre-removal of risk factors such
as safety problems

Yes
No

34 ( 23.9)
108 ( 76.1)

33 ( 23.7)
106 ( 76.3)

67 ( 23.8)
214 ( 76.2)

0.002

A source of information provided to
customers

Yes
No

21 ( 14.8)
121 ( 85.2)

22 ( 15.8)
117 ( 84.2)

43 ( 15.3)
238 ( 84.7)

0.058

Total 142 (100.0) 139 (100.0) 281 (100.0)
*
p<0.05.
1)N (%), multiple choices were allowed.
2)
Not selected as a main benefit of menu evaluation.

시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

리종사원들의 반발’의 경우 전체 빈도는 낮았지만 메뉴평가

를 시행하는 집단에서만 특이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학교급식에서 메뉴평가를 확대 적용하려면 쉬운 메뉴평

가 방법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조리종사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선행연구

(34)에서도 학교급식 영양사의 상호작용감정노동이 직무스

트레스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내부종사원과의

우호적 관계는 영양(교)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선행

되어야 과제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급식 메뉴평가의 기대효과에 대해 중복응답으로 조

사한 결과에서는 ‘피급식자인 학생, 교직원들의 만족도 제

고’가 170명(60.5%)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급식에서보다 적

합한 메뉴 개발을 위한 노력을 유도’ 149명(53.0%), ‘메뉴의

개선, 지속의 의사결정에 관한 영양(교)사의 메뉴관리 능력

을 강화’ 137(48.8%), ‘메뉴 개선을 통한 급식관리 전체 효율

성 증대’ 132명(47.0%) 등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여 메뉴

평가를 통한 피급식자의 만족도 제고와 메뉴 개발 노력 유도

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10). 메뉴평가

실시 여부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급식관리 효율성 증대’

항목과 ‘피급식자(학생, 교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항목에서

메뉴평가를 실시하는 영양(교)사의 응답 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p<0.05) 학교급식에서 메뉴평가를 확대 적용할

경우 개선이 기대되는 항목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30)에

서 학교급식 영양(교)사들이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

식단 관리를 포함하는 급식생산단계별 관리에 대한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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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만족도가 중요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메뉴와

식단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대한 영양(교)사 요구도도 높음

을 시사한 바 있다. 따라서 식단 및 메뉴관리에 대한 자료와

매뉴얼 개발 보급을 통해 메뉴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영양(교)사의 경력과 직급에 따라서는 학교급식 메뉴

평가의 장애요인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까지 메뉴평가에 대한 공

통된 매뉴얼의 보급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실

질적인 메뉴평가 경험에 따라서만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그

외 변수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학교급식 영양(교)사들의 메뉴평가 수행 현황

과 메뉴평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학교급식 메뉴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는 교육과학기술부 협조를 얻어 공문을 통해 2010년 9월 29

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영양(교)사

44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총 292부가 회수되어 모두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학교급식 메뉴평가에 대한 영양

(교)사 의견으로는 90% 이상의 응답자가 메뉴평가가 필요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메뉴평가 수행에 있어 장애요인

으로는 ‘과도한 업무부담’(70.1%), ‘메뉴평가에 대한 노하우

부족’(47.3%), ‘시간 부족’(40.2%) 등이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나타났고, 메뉴평가의 기대효과로는 ‘피급식자인 학생, 교직

원들의 만족도 제고’(60.5%), ‘학교급식에서 보다 적합한 메

뉴 개발을 위한 노력을 유도’(53.0%), ‘메뉴의 개선, 지속 여

부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영양(교)사의 메뉴관리 능력을 강

화’(48.8%), ‘메뉴 개선을 통한 급식관리 전체 효율성 증

대’(47.0%) 등의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메뉴평가 항목별 실

시 현황은 메뉴별 학생 선호도에 대한 평가는 50.3%(147명)

가 시행하고 있었고, 교직원의 선호도 40.4%(118명), 식재료

비 37.0%(108명), 노동력 및 소요시간 41.8%(122명) 등으로

나타났다. 메뉴평가 실시 여부에 따라서는 메뉴평가를 실시

하지 않고 있는 영양(교)사 집단에서 ‘메뉴평가에 대한 노하

우 부족’이 문제점이라고 응답한 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

났고(p<0.05), 메뉴평가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급식관리 효

율성 증대’ 항목과 ‘피급식자(학생, 교직원)들의 만족도 제

고’ 항목에서 메뉴평가를 실시하는 영양(교)사의 응답 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p<0.05) 학교급식에서 메뉴평가를

확대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현재까지 학교

급식 메뉴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복합적 분석도 부족하였다.

하지만 학생 선호도, 건강 개선 효과, 급식 효율성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동시에 고려한 메뉴평가와 개발이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학교급식 영양(교)사들은

메뉴평가의 효과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면서

도 개별 메뉴에 대한 메뉴 평가를 시행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장애요인의 해결이 선결과제인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학교급식 영양(교)사들의 메

뉴평가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여 설문지 서두에 개념에

대한 정의를 상세히 서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시 이해

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보다 구체적인 메뉴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실제 사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 학교급식에서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메뉴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면 학생들의 실질적인 식생활 개선

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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