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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periority and safety of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re well-know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creating a safe food culture, to improve the quality of school food services,
and to increase student satisfaction with school food services. We compared the perception of eco-friendly agri-
cultural products and food service satisfaction between students with and without exposure to a dedicated event
for learning about eco-friendly products (an Eco-friendly Food Service Day)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When students were asked to define eco-friendly products, “organic products” was a highly frequent response
in schools with an Eco-friendly Food Service Day, while “pesticide-free products” was a highly frequent re-
sponse in school without this event. For most students, a factor in choosing eco-friendly products was a quality
certification mark. Students from elementary schools with an Eco-friendly Food Service Day had a higher fre-
quency of using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t home compared to students from schools without the event
(p<0.01). In addition, the satisfaction with school food service was higher in schools with an Eco-friendly Food
Service Day (p<0.05). These results suggest it is important to promote the use of superior and safe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while developing a variety of menus considering students' p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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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교급식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공급

의 장이므로 영양,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된 학교급식 식자

재의 공급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1). 이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이다. 이는 학교급식이

단순한 먹거리의 제공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아동

스스로의 올바른 식품 선택능력을 함양시키고, 미래 사회인

으로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을 전제로 해야 함을 의미

한다(2)

대부분의 식중독 사고 중에서 학교급식에서의 식중독 사

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

히 높은 상태이다(3).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정성 논란 등

으로 인하여 영양표시제, 원산지표시제 등의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위생 및 안전에 대한 중요

성의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안전한 식재료 이용에 대한 학부모들

의 요구도가 증가하면서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사

용이 적극 강조되고 있다(4). 실제 우리나라 전체 친환경 농

산물 급식은 2005년 미취학 보육시설 포함 941개교에서

2009년 8,400개교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로 인하여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5). 지방자치단체별로 친환경 사용을 촉진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2006년부터 우수

농산물 사용을 위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급적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에

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학

교실정에 맞게 친환경 급식의 날을 운영하며, 친환경 식품비

사용을 보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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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Criteria N (%)

Gender
Boys
Girls

293 (77.3)
86 (22.7)

Age (years)

12
13
14
15

70 (18.5)
82 (21.6)
112 (29.6)
115 (30.3)

Type of schoo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152 (40.1)
227 (59.9)

District of
school

Urban
Rural

188 (49.6)
191 (50.4)

Total 379 (100.0)

이와 같이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

요가 증가되면서 이를 적절하게 정착시켜나가기 위한 연구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친환경 농산물

관련 연구는 주부 및 대학생의 구매실태를 보고하고 있으며

(6-8), 학교급식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이용에 관한 영양사

및 학부모의 인식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9-11) 실제 급

식 대상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 시행 이후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식재료의 위생적 처리 및 안전성에 관

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12-15) 학교급

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농산

물의 사용과 이에 대한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급식의 날을 운영하는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과 학교급식

만족도를 조사하여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되어

안전한 먹거리 풍토조성과 학교급식의 질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0년 6월 4일부터 7월 6일 사이에 학교급식에

서 친환경 급식의 날을 계획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남지역 초·중학교 각각 2곳과 계획은 세웠으나 실제적으

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초·중학교 각각 2곳을 선정하여 실시

하였다. 초등학교 학생 170명, 중학교 학생 250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설문지는 담임선생님의 지도하

에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배부하고 회수한 설문지는 총

420부로 이중 불충분한 설문지 41부를 제외하고 379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16-18)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학생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에 대한

인식 및 급식만족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친환경 농산물

에 대한 인식은 친환경 농산물의 정의, 친환경 농산물과 일

반 농산물의 구분 방법, 차이, 사용정도의 4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에 대한 인식은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 여부, 이유, 식재료의 다양성, 영양교육 여부, 잔반

량, 문제점의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급식만족도는 맛, 질,

안전, 양, 간, 온도, 다양성, 위생, 건강, 즐거움의 전체 10문항

으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

점)’의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점수가 높을수

록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통계분석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실태 항목은 빈도,

백분율과 같은 기술통계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친환경 급식의 날을 운영하는 학교와 운영하지 않

는 학교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에 대한 인식 및 급식만족도의 차이는 비연속 변수의

경우 χ2-test, 연속변수의 경우 t-test로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성 검정은 α<0.05에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사항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친환경 급식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운영하지 않는

초등학교의 남학생은 각각 39.5%(30명)와 47.4%(36명), 여

학생은 각각 60.5%(46명)와 52.6%(40명)이었으며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중학교는 남자 중학교를 선정하여

모두 남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친환경 급식 유

무에 따라 성별 차이가 없었다.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에 따른 초·중학생의 친환경 농산

물에 대한 인식은 Table 2와 같다. 친환경 농산물의 정의에

대해서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교 초등학생은 유기농산물이

라는 응답(42.1%)이 비운영교(18.5%)보다 높게 나타난 반

면, 비운영교는 무농약 농산물이라는 응답(23.7%)이 운영교

(5.3%)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중학교의 경우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교는 국내산 농산물이라는 응답(13.0%)이 비

운영교(5.4%)보다 높았고 비운영교는 무농약 농산물이라는

응답(31.3%)이 운영교(15.7%)보다 높았다(p<0.05). 친환경

농산물은 1997년 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처음 정

의되었다. 즉 친환경 농산물은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

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

하여 생산한 농산물이라고 정의된다(19). 이와 같은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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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ception about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of the students

Variables Criteria

Elementary school

Total
(n=152)

Middle school

Total
(n=227)

With eco-
friendly day
(n=76)

Without eco-
friendly day
(n=76)

With eco-
friendly day
(n=115)

Without eco-
friendly day
(n=112)

Definition of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Pesticide-free agricultural
products
Organic products in transition
period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Include all of 1,2,3,4

32 (42.1)1)

4 (5.3)

1 (1.3)

19 (25.0)
20 (26.3)

14 (18.5)
18 (23.7)

0 (0.0)

22 (28.9)
22 (28.9)

46 (30.3)
22 (14.5)

1 (0.6)

41 (27.0)
42 (27.6)

37 (32.2)
18 (15.7)

3 (2.6)

15 (13.0)
42 (36.5)

34 (30.4)
35 (31.3)

0 (0.0)

6 (5.4)
37 (33.0)

71 (31.2)
53 (23.3)

3 (1.3)

21 (9.3)
79 (34.9)

χ2-value 17.267
**

12.716
*

Choice factor of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certification mark
Local specialty brand
TV commercial

58 (76.3)
7 (9.2)
11 (14.5)

53 (69.7)
19 (25.0)
4 (5.3)

111 (73.0)
26 (17.1)
15 (9.9)

83 (72.2)
21 (18.3)
11 (9.6)

97 (86.6)
13 (11.6)
2 (1.8)

180 (79.3)
33 (14.5)
13 (5.7)

χ2-value 9.030* 9.164**

Difference between
eco-friendly and
gener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Safety
Price
Taste

26 (34.2)
27 (35.5)
8 (10.5)
15 (19.8)

29 (38.2)
35 (46.0)
4 (5.3)
8 (10.5)

55 (36.2)
62 (40.8)
12 (15.8)
23 (30.3)

41 (35.7)
60 (52.2)
9 (7.8)
5 (4.3)

42 (37.5)
54 (48.2)
13 (11.6)
3 (2.7)

83 (36.6)
114 (50.2)
22 (9.7)
8 (3.5)

χ2-value 4.660 1.516

Frequency of
use of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t home

Everyday
≥once/week
Once/2 weeks
Once/month
Once/2∼3 months
Not use

32 (42.1)
20 (26.3)
10 (13.2)
6 (7.9)
2 (2.6)
6 (7.9)

19 (25.0)
44 (57.9)
6 (7.9)
1 (1.3)
4 (5.3)
2 (2.6)

51 (33.6)
64 (42.1)
16 (10.5)
7 (4.6)
6 (3.9)
8 (5.3)

20 (17.4)
62 (53.9)
17 (14.8)
6 (5.2)
2 (1.7)
8 (7.0)

25 (22.3)
59 (52.7)
11 (9.8)
4 (3.6)
4 (3.6)
9 (8.0)

45 (19.9)
121 (53.3)
28 (12.3)
10 (4.4)
6 (2.6)
17 (7.5)

χ2-value 19.552
**

3.002
1)N (%). *p<0.05, **p<0.01.

비교적 폭넓고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에는 정답이 없지만, 친환경 운영교과 비운

영교 학생들의 친환경 농산물의 정의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중학교 모두 친환경 운영교 학

생은 유기농산물, 비운영교 학생은 무농약 농산물이라는 인

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 구분 방법의 경우 친환경

급식의 날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품질인증표시를 보고 구

분한다는 응답(76.3%)이 비운영교(69.7%)보다 높은 반면,

비운영교는 브랜드(지역특산물)로 구분한다는 응답(25.0%)

이 운영교(9.2%)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중학교의 경

우 품질인증표시를 보고 구분한다는 응답은 비운영교가 높

고 브랜드(지역특산물)로 구분한다는 응답은 운영교가 높아

초등학교 학생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p<0.01). Lee(20)

의 연구에서 초등학교에서는 90.4%, 중학교에서는 75%의

대부분 학생들이 품질인증표시를 보고 친환경 농산물을 구

분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초·중학교 모두 품질인

증표시를 보고는 구분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 농산물의 품질인증표시는 품질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나 상업적인 광고보다

제품 선택에 있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학교에

서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과 함께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표시제의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우수

한 농산물의 선택과 이용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다른 요인의 경우 초등학

교와 중학교 모두 안전성과 품질에서 차이가 난다는 응답이

높아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정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 정도의 경우 친환경 급식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42.1%)이, 비운

영교는 주 1회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57.9%)이 가장 높았으

며(p<0.01), 중학교는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이 가정에까지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는 긍정

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에 대한 인식

초·중학생의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에 대한 인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의 날을 운영하고 있

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실제 친환경 급식

의 날을 운영하는 초·중학교는 각각 85.5%와 60.9%를 보인

반면, 비운영교는 각각 34.2%와 25.0%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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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ception about eco-friendly foodservice day of the students

Variables Criteria

Elementary school

Total
(n=152)

Middle school

Total
(n=227)

With eco-
friendly day
(n=76)

Without eco-
friendly day
(n=76)

With eco-
friendly day
(n=115)

Without eco-
friendly day
(n=112)

Eco-friendly
foodservice day
at school

Yes
No
Don't know well

65 (85.5)
1)

5 (6.6)
6 (7.9)

26 (34.2)
5 (6.6)
45 (59.2)

91 (59.9)
10 (6.6)
51 (33.5)

70 (60.9)
0 (0.0)
45 (39.1)

28 (25.0)
5 (4.5)
79 (70.5)

98 (43.2)
5 (2.2)
124 (54.6)

χ2-value 46.538*** 32.289***

Reason of operating
eco-friendly
foodservice day

Health
Promoting agriculture
Protecting natural life
ecosystem and reducing
environmental pollution

50 (65.8)
6 (7.9)
20 (26.3)

54 (71.1)
5 (6.6)
17 (22.4)

104 (68.5)
11 (7.2)
37 (24.3)

43 (37.4)
13 (11.3)
59 (51.3)

53 (47.3)
17 (15.2)
42 (37.5)

96 (42.3)
30 (13.2)
101 (44.5)

χ2-value 0.488 4.398

Variety of food
material on
eco-friendly
foodservice day

Yes
No
Don't know well

54 (71.1)
8 (10.5)
14 (18.4)

27 (35.6)
18 (23.7)
31 (40.7)

81 (53.3)
26 (16.4)
45 (29.6)

35 (30.4)
24 (20.9)
56 (48.7)

35 (31.3)
24 (21.4)
53 (47.3)

70 (30.8)
48 (21.1)
108 (47.6)

χ2-value 19.268
***

0.043

Nutrition education
about eco-friendly
foodservice day

Yes
No
Don't know well

15 (19.8)
32 (42.1)
29 (38.1)

6 (7.9)
33 (43.4)
37 (48.7)

21 (13.8)
65 (42.7)
66 (43.5)

23 (20.0)
33 (28.7)
59 (51.3)

6 (5.4)
68 (60.7)
38 (33.9)

29 (12.7)
101 (44.5)
97 (42.1)

χ2-value 4.842 26.606***

Leftover on
eco-friendly
foodservice day

More than before
No difference
Less than before

21 (27.6)
36 (47.4)
19 (25.0)

18 (23.7)
46 (60.5)
12 (15.8)

39 (25.6)
80 (52.6)
31 (20.4)

20 (17.4)
69 (60.0)
26 (22.6)

13 (11.6)
73 (65.2)
26 (23.2)

33 (14.5)
142 (62.5)
50 (22.0)

χ2-value 3.031 1.558

Significant problem
on eco-friendly
foodservice day

Diversity
Quality
Safety
Price

20 (26.3)
6 (7.9)
20 (26.3)
30 (39.5)

18 (23.6)
15 (19.8)
30 (39.5)
13 (17.1)

38 (25.0)
21 (13.8)
50 (32.9)
43 (28.3)

36 (31.3)
27 (23.5)
42 (36.5)
10 (8.7)

44 (39.3)
24 (21.4)
21 (18.8)
23 (20.5)

79 (34.8)
51 (22.5)
63 (27.8)
33 (14.5)

χ2-value 12.683
**

13.060
**

1)
N (%).

**
p<0.01,

***
p<0.001.

홍보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급식의 날을 운영하는 이유는 초·중학교 모두 건강을

위해서 또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

해서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친환경 급식의 날에 식재료가 다양하

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친환경 급식의 날을 운영하는 초등

학교는 식재료가 다양하다는 응답(71.1%)이 비운영교(35.6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p<0.001) 중학교의 경우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에 관한 영양교

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 친환경 급식의 날을 운영하는

중학교는 있다는 응답(20.0%)이 비운영교(5.4%)보다 유의

하게 높았으나(p<0.001)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영양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

초등학생은 13.8%, 중학생은 12.7%로 낮게 나타남으로써 친

환경 급식의 날 운영과 함께 이에 대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친환경 급식의 날과 일반 급식의 날의 잔반량은 초등학교

와 중학교 모두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친환

경 급식의 날 운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친환경

급식의 날 제공되는 메뉴를 골고루 섭취하는지 여부의 경우

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골고루 섭취한다는 응답이 대

부분을 차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 시 가장 큰 문제점의 경우 친환경

급식의 날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이

문제라는 응답(39.5%)이 비운영교(17.1%)보다 높았던 반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성이 문제라는 응답(26.3%)은 비운영

교(39.5%)보다 낮았다(p<0.01). 반대로 친환경 급식의 날을

운영하는 중학교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성이 문제라는 응

답(36.5%)이 비운영교(18.8%)보다 더 높았던 반면,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이 문제라는 응답(8.7%)은 비운영교(20.5%)

보다 낮았다(p<0.01).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학교에

도 친환경 농산물의 급식 도입을 찬성하는 비율이 중학교

영양사는 94.6%, 고등학교 영양사는 89.3%로 높아 친환경

급식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17). 실제 Ryu 등(2)의 연

구에서는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구입이 36.9%로 나

타났으며 Lee 등(17)은 학교급식에서 응답자의 72.9%가 친

환경 농산물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여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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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oodservice satisfaction on eco-friendly foodservice day of the students

Variables

Elementary school

Significance

Middle school

SignificanceWith eco-friendly
day (n=60)

Without eco-friendly
day (n=70)

With eco-friendly
day (n=106)

Without eco-friendly
day (n=101)

Taste
Quality
Safety
Volume
Salinity
Temperature
Variety
Hygiene
Health
Fun

3.7±1.11)
3.6±1.0
4.1±0.9
3.6±1.2
3.8±1.1
3.9±1.2
4.0±1.0
3.9±1.2
4.2±0.9
3.7±1.2

3.3±1.1
3.4±0.8
3.7±0.9
3.4±1.1
3.3±1.1
3.1±1.3
3.5±1.0
3.4±0.9
3.7±1.1
3.4±1.1

p<0.05
NS2)

p<0.05
NS
p<0.05
p<0.001
p<0.01
p<0.05
p<0.01
NS

3.6±1.0
3.6±0.8
3.5±0.9
3.5±1.0
3.6±0.8
3.3±0.9
3.7±0.9
3.5±0.9
3.6±1.0
3.9±1.0

3.2±1.1
3.2±0.9
3.3±0.9
3.3±1.0
3.2±1.0
3.2±1.0
3.4±1.1
2.9±1.1
3.4±0.9
3.4±1.1

p<0.01
p<0.01
NS
NS
p<0.01
NS
p<0.05
p<0.001
NS
p<0.001

Total 3.8±0.8 3.4±0.8 p<0.05 3.5±0.6 3.2±0.7 p<0.01
1)Mean±SD. 2)Not significant.
Scores: 1 (not at all)∼5 (strongly agree).

농산물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용을 체계

적으로 확대하고 피급식자인 학생들과 공유하여 급식효과

를 높이고자 친환경 급식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Kim 등(21)은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은 학생들에게 식품에

대한 판단과 선택, 의식, 습관을 자연스럽게 고취시켜 건강

과 생명의 가치관을 부여한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실제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과 함께 이에 대한 개념 정의, 사용 필요성, 사용 상태

등을 포함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영양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서 학생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인식

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에 따른 급식만족도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에 따른 초·중학생의 급식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친환경 급식

의 날 운영교는 친환경 급식 목적인 건강(4.2 vs. 3.7; p<0.05)

과 안전(4.1 vs. 3.7; p<0.01)에 대한 만족도가 비운영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그 외 맛, 간, 온도, 다양성, 위생에 대한

만족도도 유의하게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친환경 급식

의 날 운영교의 맛, 질, 간, 다양성, 위생, 즐거움에 대한 만족

도가 비운영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체적인 급식만족도

는 초·중학교 모두 친환경 급식의 날을 운영교가 비운영교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초등학교 3.8 vs. 3.4; p<0.05, 중학교

3.5 vs. 3.2; p<0.01).

Lee와 Park(16)은 학부모들이 친환경 농산물 급식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는 자녀의 건강(53.3%), 안전성(33.9%), 그리

고 품질 및 신뢰감(12.8%) 순이었다고 보고하였다. 학교급

식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좋은 이유는 첨가물이 적게 들어가서(71.5%)와

식품성분이 좋아서(23.4%)라고 답하였다(17). Choi(22)는

익산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과 교

사의 인지도와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맛, 질, 다양성, 양, 위

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제주지역 친환경

급식에 대한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인식도 및 만족도를 조사

한 Jeong(23)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안전, 영양,

우수성, 품질, 맛 순으로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학생을 대상

으로 한 본 연구에서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 초등학교의 경

우 건강(4.2점)과 안전성(4.1점)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으

며, 이는 비운영교보다 모두 유의하게 높아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몇몇 연구

(9,18)를 살펴보면 특정 요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포함한 이

와 같은 결과들은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친환경 급

식의 날 운영이 학생들의 급식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급식의 날을 운영하

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운영하지 않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과 학교급식 만족도를 조

사하여 친환경 급식의 날 운영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교급식의 질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친환경 급식의 날을 운영하는 초·중

학생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에서 운영교 학생은 친환

경 농산물이란 유기농산물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비운영교 학생은 무농약 농산물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하는 방법은 초·중학생 모두 품질인증

표시를 보고 구분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가정에서 친환

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빈도는 초등학생의 경우 친환경 급식

의 날 운영교에서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이 42.1%로 비운영

교의 25.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학생의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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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의 날 운영에 따른 급식만족도는 친환경 급식의 날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

합할 때 친환경 급식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초등학교

와 중학교의 학생들의 학교급식 만족도가 비운영교의 학생

에 비하여 높았다. 앞으로 학교급식에서 학생들의 기호를

고려한 메뉴 개발 및 조리법의 다양화 등으로 우수하고 안전

한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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