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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유치원의 영양사 배치 유무에 따른 급식실태와

학부모의 급식 만족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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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foodservices and levels of their satisfaction from parents of children in kindergartens with
and without dietitians. Foodservice facilities consisted of kitchens and cafeterias for all kindergartens with a
dietitian (KWD) and only kitchens for all kindergartens without a dietitian (KWOD) (p<0.001). Children con-
sumed lunch in a lunchroom for all KWD and in a classroom for all KWOD (p<0.001). The person in charge
of the diet menu was a dietitian for all KWD and a director for 52.2% of KWOD (p<0.001). About 48% of
total kindergartens were served different amounts according to the child's age and body size. About 30% of
parents from total kindergartens responded that a difficulty of foodservice management was children's safety
while distributing the lunch. The majority of respondents claimed that foodservices need a more balanced menu
and active instructions on proper dietary habits. Parents who visited and participated in foodservice were sig-
nificantly higher from KWD than KWOD. Also, the desire to participate in foodservice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parents from KWD (p<0.01). Sixty one percent of parents from KWD and 19% of parents from KWOD
considered foodservices when choosing a kindergarten (p<0.001). The satisfaction in foodservices of parents
from KWD was significantly higher from all points of view in terms of the quality of foodservice, nutrition,
and hygiene. In conclusion, we found that foodservices and their levels of satisfaction from parents of kinder-
gartens with dietitians were better and higher than those without dietitians. Therefore, all kindergartens should
consider having a dietitian exclusively in charge of food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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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가족의 형태를 핵

가족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경제적 요구뿐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에서의

유아 양육을 대신할 수 있는 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 1991년 1월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

된 이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7년까

지 5년 사이에 6,700개소의 보육시설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1). 유치원은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

육과 보호를 하는 기관으로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운

영되며, 설립유형에 따라 국·공립과 사립으로 분류된다. 국·

공립에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병설유치원과

독립적으로 설립된 단설 유치원이 있으며, 사립 유치원은

개인이나 법인, 종교단체에 의해 설립된다.

현재 유치원은 수업과정에 있어서 1일 3∼5시간의 반일

제, 5∼8시간의 시간 연장제, 8시간 이상의 종일제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간 연장반이나 종일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이에 소요되는 재정 등이 갖추어져야 하는

데, 그중에서도 급식은 유아기의 영양과 건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2). 즉 유치원에서 하루 5∼8시간 이상을

생활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 대부분의 영양을 유치원에서 섭

취하게 되어 유치원 급식을 통한 영양 공급은 성장기에 있는

유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유아기는 바람직한 신체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기초 단계이므로 유아들이

완전한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합리적으로 섭취하기 위

하여 그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공급하되 1일 영양섭취기

준의 1/2∼2/3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3).



충남지역 유치원의 영양사 배치 유무에 따른 급식실태와 학부모의 급식 만족도 비교 279

여성가족부의 보육․교육 실태조사에서 대부분의 보육시

설이 조리실은 단독 또는 공용으로 확보하고 있는 반면, 식

당은 단독 6.7%, 공용 40.8%로 확보율이 낮았다. 또한 전국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공립은

초등학교 급식시설과 식당을 이용하고 단설은 단독조리와

단독 급식시설 및 식당을 갖고 있는 반면, 사립은 자체적으

로 준비하거나 외부업체에 위탁한 식사를 교실에서 급식하

고 있어서 위생관리 측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라

고 보고하였다(4,5).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어 유치원 유아의 영양관

리를 위한 영양사의 배치근거가 마련되어 영유아보육시설

이나 학교 등 타 집단급식소와 달리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

에 없었던 유치원의 영양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 그러나 유치원의 영양관리를 담당할 영양사의 배치

기준이 1회 급식유아가 100인 이상인 유치원에 영양사 1인

을 두되 동일 교육청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유치원 5개 시설

까지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으로는 원활한 영양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러 연구에서

건강과 안전에 중요한 보육시설의 급식이 대부분 보육시설

에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영유아의 영양과

안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6,7). 특히 Lee 등(4)과 Cho(8)의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안전, 건강과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급식관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 및 급식운영

에 관한 기준과 표준화 등의 관리지침과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보육시설이 증가하면서 보육시설에서 급식에 대한

요구도와 유아 급식의 효과와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

점 등과 같은 만족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통해 급식관리 전문

가인 영양사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다(9-11). 뿐

만 아니라 유아를 위한 급식 시설, 급식 운영에 관한 기준과

지침 마련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시설의 급식관리에 필요한 다양

한 요인들 중 영양사 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보다 강조하

기 위해서는 현재 영양사가 배치된 보육시설의 급식관리 효

율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급식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인 영양사 배치 유무에 따른 급식관련 요인과 학부모의 급식

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유치원 급식의 품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영양사가 배치된 유치원과 배치되어 있지 않은 유치원

을 선정하여 각각의 급식 관련 요인과 학부모의 급식만족도

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총 22일간이

었다. 충남지역의 유치원으로 사전에 연락을 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승낙한 유치원에 한하여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양사가 배치되고

배치되지 않은 각각의 25개의 총 50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설문지 각각 25부씩 총 50부를 원장에게, 학부모 설

문지는 각각 250부씩 총 500부를 학부모에게 배부한 후 회수

하였다. 이 중 기재가 미흡한 설문지를 제외한 영양사 배치

유치원 25부, 학부모 195부와 영양사 미배치 유치원 23부,

학부모 151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12-15)에 사용된 자

료를 참고로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유치원 대상의 설문

지는 크게 유치원의 일반사항과 유치원의 급식실태로 구성

하였다. 유치원의 일반사항은 유치원 유형, 원아 수, 조리사

유무를 조사하였으며, 유치원의 급식실태는 급식시설, 급식

시설의 만족도, 급식 메뉴, 메뉴작성 주체, 메뉴에 대한 만족

도, 식사 제공량, 급식시설 운영의 난점, 급식에 대한 제안의

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학부모 대상의 설문지는 크게 1)

학부모의 일반사항, 2)유치원 급식에 대한 인식, 3)유치원

급식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1)학부모의 일반사항은 연령, 직

업, 자녀 성별, 자녀 연령, 월수입의 5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2)유치원 급식에 대한 인식은 수업 운영 형태, 영양사 유무,

식단작성 주체, 조리담당 주체, 배식 형태, 급식 현장 방문,

급식 운영 참여 유무, 참여 분야, 참여 의사, 참여 희망 분야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유치원의 급식 만족도는

급식 만족도, 급식의 맛, 음식의 다양성, 음식의 영양성, 자녀

들이 느끼는 유치원 급식 만족도, 급식시설에 대한 만족도,

급식 위생의 7가지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급식만족도를 평가하는

7가지 항목 간에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0.93의 신뢰할 만한 수준을 보여 7개 항목의 평균값을

전체 급식 만족도로 평가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SPSS/WIN 16.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사항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영양사 배치 유무에 따른

차이는 비연속 변수일 경우에는 χ2-test, 연속변수일 경우에

는 t-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모든 유의성 검

정은 p<0.05에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학부모의 일반사항 및 유치원의 급식실태

유치원의 학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Table 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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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s

Variables Criteria
With a dietitian
(n=195)

Without a dietitian
(n=151)

Total
(n=346)

Age

≦35 years
36∼40 years
41∼45 years
>46 years

92 (47.2)
1)

72 (36.9)
29 (14.9)
2 ( 1.0)

94 (62.3)
39 (25.8)
17 (11.3)
1 ( 0.7)

186 (53.8)
111 (32.1)
46 (13.3)
3 ( 0.9)

Occupation

Student
Professional worker
Office worker or manager
Physical worker
Sales and service man
Housewife
Others

0 ( 0.0)
36 (18.5)
18 ( 9.2)
2 ( 1.0)
13 ( 6.7)
111 (56.9)
15 ( 7.7)

1 ( 0.7)
9 ( 6.0)
14 ( 9.3)
2 ( 1.3)
7 ( 4.6)

109 (72.2)
9 ( 6.0)

1 ( 0.3)
45 (13.0)
32 ( 9.2)
4 ( 1.2)
20 ( 5.8)
220 (63.6)
24 ( 6.9)

Gender of children
Female
Male

88 (45.1)
107 (54.9)

73 (48.3)
78 (51.7)

161 (46.5)
185 (53.5)

Age of children
4 years
5 years
6 years

39 (20.0)
83 (42.6)
73 (37.4)

34 (22.6)
65 (43.0)
52 (34.4)

73 (21.1)
148 (42.8)
125 (36.1)

Monthly income
(10

4
Won)

≦100
101∼150
151∼200
201∼250
251∼300
>300

4 ( 2.1)
9 ( 4.6)
25 (12.8)
27 (13.8)
40 (20.5)
90 (46.2)

1 ( 0.7)
6 ( 4.0)
24 (15.9)
30 (19.9)
48 (31.8)
42 (27.8)

5 ( 1.4)
15 ( 4.3)
49 (14.2)
57 (16.5)
88 (25.4)
132 (38.2)

1)
N (%).

다. 연령은 35세 이하가 53.8%, 직업은 전업주부가 63.6%,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53.5%, 자녀의 연령은 5세가 42.8%,

가정의 평균 월수입은 300만원 이상이 38.2%로 가장 많았

다. 조사대상 유치원의 급식시설과 급식에 관한 실태는

Table 2와 같다. 유치원 유형은 영양사가 배치된 곳은 모두

국·공립유치원이었으며, 배치되지 않은 곳은 모두 사립유치

원이었다. 유치원의 원아 수는 81∼100명 25곳(52.1%), 121

∼150명 23곳(47.9%)의 순으로 81∼100명이 가장 많았다.

모든 조사대상 유치원에 조리사가 배치되어 있었다.

급식을 위한 취사 시설은 영양사 배치 유치원의 경우 조리

실과 급식실이 100%인 반면, 미배치 유치원은 조리실이 100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이는 원아들의 식사

장소가 영양사 배치 유치원의 경우에는 식당이 100%인 반

면, 미배치 유치원은 각반교실이 100%라는 결과와 같다.

Jo(12)의 연구에서 국·공립은 초등학교 조리실 및 급식실을

85.4%가 이용하고 있으며, 사립은 자체적인 조리시설을 갖

추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Park(13)의 연구에서 단설은 조

리실과 급식실, 사립은 조리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는 영양사 배치율이 다른 유치원의 유형에 따른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Woo(14)는 공립유치원

종일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유치원 전담 취사시설로 조리실

과 급식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Park(13), Kim(15),

Sin(16)의 연구에서 유치원 식당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급식장소라고 하였다. 피조사자의 유치원 급식시설

에 대한 만족도는 영양사 배치 유치원의 경우 만족한다(56.0

%)와 매우 만족한다(40.0%)가 높았으며, 미배치 유치원의

경우에는 만족한다(47.8%)와 보통이다(47.8%)라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Park(13)의 연구에서

는 유치원의 유형에 차이 없이 급식시설에 모두 만족한다고

조사되어 본연구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조사한 지역

적 특성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 본 조사는 충남지역에 국한

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거나

다양한 지역을 포함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급식을 위한 식단은 모든 유치원이 식단을 작성한다고 응

답하였다. 그러나 식단 작성자는 차이를 보여 영양사 배치

유치원은 영양사가 100%인 반면, 미배치 유치원은 원장(52.2

%), 선생님(47.8%)의 순이었다(p<0.001). Chang과 Kim(2)

은 급식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유치원은 95.6%가 초

등학교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하고 있었으며, 사립의 경우는

33.7%가 원장이나 원감이 작성하고 20.5%가 책자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기존의 식단을 이용하며 영양사가 식단을 작

성하는 경우는 14.2%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

구에서 인터넷은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식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아기의 적절한 영양공

급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영양사의 배치가 아직까지도

미비함을 나타낸 결과로 유치원 급식을 담당할 영양사의 적

극적이고 전반적인 배치가 빠른 시일 내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급식 식단에 대해서는 영양사 배치 유치원의

경우 현재의 식단에 매우 만족한다가 48%이었으며 만족한

다는 52.0%로 가장 높았던 반면, 미배치 유치원의 경우에는

좀 더 변화 있는 식단을 원한다(43.5%)는 응답이 가장 높아

(p<0.001) 전문 영양사에 의해 작성되는 식단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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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oodservice status of the kindergartens

Variables Criteria
With a dietitian

(n=25)
Without a

dietitian (n=23)
Total
(n=48)

χ2-value

Kindergarten
type

Public
Private

25 (100.0)
1)

0 (0.0)
0 (0.0)
23 (100.0)

25 (52.1)
23 (47.9)

48.000***

Number of
children

81∼100
121∼150

25 (100.0)
0 (0.0)

0 (0.0)
23 (100.0)

25 (52.1)
23 (47.9)

48.000
***

Cook
Yes
No

25 (100.0)
0 (0.0)

23 (100.0)
0 (0.0)

48 (100.0)
0 (0.0)

－

Foodservice
facilities

Lunchroom
Classroom

25 (100.0)
0 (0.0)

0 (0.0)
23 (100.0)

25 (52.1)
23 (47.9)

48.000
***

Satisfaction of
foodservice
facilities

Very much
Much
Normal
Little

10 (40.0)
14 (56.0)
1 (4.0)
0 (0.0)

0 (0.0)
11 (47.8)
11 (47.8)
1 (4.3)

10 (20.8)
25 (52.1)
12 (25.0)
1 (2.1)

19.644
***

Foodservice
menu

Yes
No

25 (100.0)
0 (0.0)

23 (100.0)
0 (0.0)

48 (100.0)
0 (0.0)

－

Person who
prepare menu
planning

Dietitian
Director
Teacher

25 (100.0)
0 (0.0)
0 (0.0)

0 (0.0)
12 (52.2)
11 (47.8)

25 (52.1)
12 (25.0)
11 (22.9)

48.000***

Satisfaction of
menu

Very satisfied
Satisfied
Want more various menus
Unconcern about menu

12 (48.0)
13 (52.0)
0 (0.0)
0 (0.0)

3 (13.0)
7 (30.4)
10 (43.5)
3 (13.0)

15 (31.3)
20 (41.7)
10 (20.8)
3 (6.3)

20.152
***

Amount of
meal

A certain and same amount
Different amount according to child's need
Different amount according to child's age and body size

12 (48.0)
2 (8.0)
11 (44.0)

7 (30.4)
4 (17.4)
12 (52.2)

19 (39.6)
6 (12.5)
23 (47.9)

1.946

Difficulty of
foodservice
management

Insufficiency of knowledge
Insufficiency of foodservice facilities
Insufficiency of staff
Insufficiency of parents' participation
Increase of work burden
Child's safety
Others

4 (16.0)
6 (24.0)
7 (28.0)
2 (8.0)
0 (0.0)
6 (24.0)
0 (0.0)

4 (17.4)
2 (8.7)
2 (8.7)
1 (4.3)
4 (17.4)
9 (39.1)
1 (4.3)

8 (16.7)
8 (16.7)
9 (18.8)
3 (6.3)
4 (8.3)
15 (31.3)
1 (2.1)

10.646

Suggestion on
foodservice

Improvement of instruction for diet habit
Improvement of balanced menu
Improvement of facilities and staff

11 (44.0)
7 (28.0)
7 (28.0)

5 (21.7)
12 (52.2)
6 (26.1)

16 (33.3)
19 (39.6)
13 (27.1)

3.566

1)N (%). ***p<0.001.

가 높고, 원장이나 선생님이 식단을 마련할 경우에는 식단의

기본 정보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만족도가 낮음

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도

어린이 급식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서 기본적으로는 영양사 배치를 강조하면서 영양사 배치가

미흡한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요구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

원에 힘쓰고 있다(17). 이러한 연구(17)에서 유치원의 경우

조리종사자 대상의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요구

가 높았으며, 교사를 위한 급식 위생·안전수칙 교육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결과를 고려할 때, 영양사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에는 식단관리를 포함하는

급식관리에 대한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분량은 원아의 나이와 체격에 따라 다르게 준다(47.9%), 배

정된 일정량을 주고 다 먹도록 한다(39.6%), 유아들이 먹고

싶어 하는 만큼 준다(12.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양사

배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는 Sin(16)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Park(13)과 Lee(18)의 연구에

서는 유치원에서 배정된 일정량을 주고 다 먹도록 한다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식단 작성 시 필요한 영양을 위하여

섭취해야하는 기준량을 신뢰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

와 차이가 있었다.

유치원 급식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운반 및 배식

시의 유아의 안전(31.3%), 인력 부족(18.8%), 급식에 대한

지식 부족(16.7%), 시설 부족(16.7%), 교사의 과다한 업무

증가(8.3%), 학부모 참여 부족(6.3%)의 순이었으며, 영양사

유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Sin(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Park(13)은 시설 부족 34.9%, 교사의

과다한 업무 23.6%, 인력 부족 12.3%, 운반 및 배식 8.5%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유치원 급식

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은 영양이 고른 다양한 식단(39.6%),

더욱 적극적인 식습관 지도(33.3%), 급식시설의 개선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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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cognition and experience on kindergartens' foodservices of the parents

Variables Criteria
With a dietitian
(n=195)

Without a dietitian
(n=151)

Total
(n=346)

χ2-value

Class type
Half-day class
Full-day class

130 (66.7)
1)

65 (33.3)
87 (57.6)
64 (42.4)

217 (62.7)
129 (37.3)

2.981

Recognition of dietitian
Yes
No

195 (100.0)
0 (0.0)

37 (24.5)
114 (75.5)

232 (67.1)
114 (32.9)

219.559***

Person who prepares menu
planning except for dietitian

Director
Teacher
Cook

0 (0.0)
0 (0.0)
0 (0.0)

36 (31.6)
70 (61.4)
8 (7.0)

36 (31.6)
70 (61.4)
8 (7.0)

－

Charge of cooking
Teacher
Cook

0 (0.0)
195 (100.0)

1 (0.7)
150 (99.3)

1 (0.3)
345 (99.7)

1.295

Distribution of meal
At lunchroom
At classroom

195 (100.0)
0 (0.0)

0 (0.0)
151 (100.0)

195 (56.4)
151 (43.6)

341.961***

Experience of foodservice
visit

Yes
No

78 (40.0)
117 (60.0)

19 (12.6)
132 (87.4)

97 (28.0)
249 (72.0)

31.708
***

Participation in foodservice
as a volunteer

Yes
No

15 (7.7)
180 (92.3)

1 (0.7)
149 (99.3)

16 (4.6)
329 (95.4)

9.462
**

Participation part in
foodservice

Food tally
Special foodservice day
Assistant in meal distribution

5 (33.3)
9 (60.0)
1 (6.7)

2 (100.0)
0 (0.0)
0 (0.0)

7 (41.2)
9 (52.9)
1 (5.9)

3.238

Intend of participation in
foodservice

Yes
No

105 (53.8)
90 (46.2)

56 (37.1)
95 (62.9)

161 (46.5)
185 (53.5)

9.608
**

Foodservice part you want to
participate

Food tally
Special foodservice day
Assistant in meal distribution
Evaluation of food production
company

30 (28.3)
19 (17.9)
40 (37.7)
17 (16.0)

18 (32.1)
10 (17.9)
8 (14.3)
20 (35.7)

48 (29.6)
29 (17.9)
48 (29.6)
37 (22.8)

13.194
**

Experience of eating meal
Yes
No

46 (23.6)
149 (76.4)

15 (9.9)
136 (90.1)

61 (17.6)
285 (82.4)

10.928**

Frequency of talking about
foodservice with children

Very often
Sometimes
Don't talk at all

90 (46.2)
102 (52.3)
3 (1.5)

51 (33.8)
96 (63.6)
4 (2.6)

141 (40.8)
198 (57.2)
7 (2.0)

5.607

Consideration of foodservice
in kindergarten choice

Yes
No

119 (61.0)
76 (39.0)

28 (18.5)
123 (81.5)

147 (42.5)
199 (57.5)

62.855***

Requirement and
improvement about
foodservice management

Instruction on diet habit
Balanced menu
Improvement of facilities and
staff
Moderate price
Use of environment friendly and
organic foods

52 (26.7)
58 (29.7)
1 (0.5)

0 (0.0)
84 (43.1)

31 (20.5)
49 (32.5)
8 (5.3)

2 (1.3)
61 (40.4)

83 (24.0)
107 (30.9)
9 (2.6)

2 (0.6)
145 (41.9)

11.758*

1)
N (%).

*
p<0.05,

**
p<0.01,

***
p<0.001.

력 확충(27.1%)의 순으로 영양이 고른 다양한 식단을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영양사 유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Kim(15)과 Kim 등(17)의 연

구에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 향후 급식시설 개

선 및 인력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유치원 급식의 어려운 점과 향후 개선 방향을

종합할 때, 급식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의 유치원 급식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영양사 배치 유무에 따른 유치원 학부모의 유치원 급식에

대한 인식 및 경험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수업형태

는 영양사의 유무에 차이 없이 62.7%가 반일반, 37.3%가 종

일반이라고 응답하였다. 영양사 유무에 대한 인식은 영양사

배치 유치원의 학부모 100%가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

을 알고 있었으나 미배치 유치원의 학부모는 24.5%가 영양

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답하였다(p<0.001). 이는 영양사가 배

치되어 있지 않은 유치원의 학부모는 현재 영양사의 유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식단 작성자는

영양사가 없다는 응답자 114명중 61.4%가 급식담당 선생님,

다음으로 원장선생님(31.6%), 조리사(7%)의 순으로 답하였

다. Ko(19)와 Lim(20)의 연구에서 유치원의 영양사 배치가

매우 적어 원장이나 원감의 비전문가에 의해 식단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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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atisfaction in kindergartens' foodservices of the parents

Variables
With a dietitian
(n=195)

Without a dietitian
(n=151)

Total (n=346) t-value

Satisfaction in foodservice
Taste of menu
Variety of menus
Balance of menu
Children's satisfaction in foodservice
Satisfaction in foodservice facilities
Hygienic status of foodservice facilities

4.22±0.681)
4.24±0.61
4.05±0.65
4.01±0.63
3.95±0.57
4.09±0.62
4.14±0.54

3.28±0.77
3.33±0.62
3.27±0.70
3.22±0.66
3.20±0.63
3.32±0.68
3.15±0.74

3.80±0.85
4.01±0.72
3.71±0.77
3.66±0.75
2.62±0.7
3.62±0.75
3.71±0.8

11.944
***

5.003***

10.704
***

11.377***

11.547
***

10.927***

14.465
***

Total 4.07±0.48 3.74±0.56 3.71±0.66 14.777***

1)
Mean±SD. Score: very satisfied 5, satisfied 4, normal 3, dissatisfied 2, very dissatisfied 1.
***p<0.001.

많이 작성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유아기의 적절한

영양공급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영양사의 배치가 아직

까지도 미흡함을 나타낸 결과로 유치원 급식을 담당할 영양

사의 폭넓은 배치가 빠른 시일 내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리 담당은 99.7%가 조리사가 조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배식 형태는 영양사 배치 유치원 학부모의

경우 식당배식이 100%이었던 반면, 미배치의 경우는 교실

배식이 100%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이

는 실제 유치원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결과이며,

유치원 학부모는 급식에 대한 관심과 인지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양사는 학부모에게 급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유치원에 영양

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부모의 실제 급식현장 방문이나 급식운영 참여 경험은

영양사 배치 유치원 학부모가 급식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01). 급식운영의 참여 분야는 전체적으로 급식행사 참여

(52.9%), 식재료 검수(41.2%), 배식도우미(5.9%)의 순으로

급식행사 참관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급식운영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도 영양사 배치 유치원 학부모의 53.8%

가 있다고 답해 미배치 학부모의 37.1%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p<0.01). 급식에 참여하고 싶은 분야는 영양사 배치 유치

원 학부모의 경우 배식도우미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미배치는 식재료 검수에서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급식을 먹어 본 경험은 영양사 배치

유치원 학부모의 23.6%가 있다고 답해 미배치의 9.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가정에서 유치원 급식에 대해 자

녀들과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끔씩 한다(57.2%), 자주

이야기 한다(40.8%), 전혀 이야기 하지 않는다(2%)의 순으

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이후 학생들과는 달리 보육시설의

어린이는 본인의 정확한 의사 표현이나 판단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유치원 급식의 만족도를 포함한 제반 결정을 부모에

게 의존하고 있다(21,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급식

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학부모의 정확한 평가

를 위해서는 급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급식을 직접 경험해보

거나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유치원 선택 시 급식을 고려하는지에 대해 전체 학부모의

42.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고려한다는 응답은 영

양사 배치 유치원 학부모의 경우 61.0%로 미배치의 18.5%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Chang과 Kim(2)은 유치원 학

부모들의 경우 향후 유치원 급식의 지속적인 실시를 원하고

있으며,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설

비의 현대화와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 학부모의 절반 정도가 자녀의 유치원

선택 시 급식을 고려하며, 특히 영양사 배치 유치원 학부모

의 급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부모의 급식에 대한 보다 높은 요구와 관심은 실질적으로

유치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치원 급식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은

친환경, 유기농 제품을 이용한 급식운영(41.9%), 영양이 고

른 다양한 식단(30.9%), 더욱 적극적인 식습관 지도(24.0%)

순이었다. Park(13)의 연구에서는 병설, 단설, 사립 모두 친

환경·유기농 제품을 이용한 급식운영을 원했으며, 병설과 사

립유치원을 조사한 Kim(15)의 연구에서는 영양이 고른 식

단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급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학부모의 보육시설에 대

한 신뢰를 높이고 급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학부모의 유치원 급식 만족도

영양사 배치 유무에 따른 유치원 학부모의 급식 만족도를

7가지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점수화 하여 평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부모가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자녀의 얘

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결과를 통해 평가한 급식만족

도, 급식의 맛, 메뉴의 다양성, 메뉴의 균형, 자녀의 급식만족

도, 급식시설, 급식 위생의 모든 7가지 항목에서 영양사 배치

유치원 학부모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급식만족

도의 평균 점수도 영양사 배치 유치원 학부모가 4.1점으로

미배치의 3.7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영양사 배치 유치원의 학부모가 미배치 유치원

의 학부모보다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284 이경희․김명희․최미경

이는 본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유치원에 배치된 영양

사의 급식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과 학부모에 대한 참여 유도

그리고 학부모의 영양사에 대한 신뢰 등의 결과라고 생각된

다. 영양사 유무에 따른 재가노인 급식서비스 제공기관의

실태를 비교분석한 연구(23)에서도 영양사가 배치된 기관의

급식관리가 영양사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에 비하여 전반적

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Lee

등(24)은 100인 이상 유치원 중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용된 영양사의 경우 소속이 불명확하

며 공동 관리하는 유치원의 급식현황과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급식관리도 미흡하

기 때문에 유치원의 급식관리에 대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24)와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유치원의 영양사 배치 활성화와 이에 대한 법적 또는 정책적

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현재 영양사 배치율

이 낮은 사립 유치원은 급식운영에 있어 전문 인력이 아닌

원장, 원감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급식에서 벗어나 전담

직원 영양사의 배치 의무 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유치원의 급식 운영비 지원, 급식 시설 설치 및 보완 비용

지원, 급식 전담 직원의 인건비 지원 등이 보다 강화되고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사 지역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수행되었으며 둘

째, 영양사 배치 유치원은 모두 국공립, 미배치 유치원은 모

두 사립에서 선정되어 조사대상의 선정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양사 배치 유무에 따른 학부모의 급식만

족도를 단순 비교함으로써 학부모의 급식만족도에 영양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는 앞으로 보다 폭넓은 지역과 여러 유형의 유치원을 대상으

로 학부모의 급식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

들을 조사하여 비교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양사 배치

유무에 따른 유치원 급식 실태와 급식 만족도를 평가하여

유치원에 영양사 배치의 필요성과 보다 체계적인 유치원 급

식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치원의 급

식을 위한 취사 시설은 영양사 배치 유치원의 경우 조리실과

급식실이 100%인 반면 미배치 유치원은 조리실이 100%이

었다(p<0.001). 급식을 위한 식단 작성자는 영양사 배치 유

치원이 영양사가 100%인 반면, 미배치 유치원은 원장(52.2

%), 선생님(47.8%)의 순이었다(p<0.001). 유치원에서 제공

하는 급식의 분량은 원아의 나이와 체격에 따라 다르게 준다

(47.9%)가 가장 높았고, 유치원 급식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

려운 점은 운반 및 배식시의 유아의 안전(31.3%), 인력 부족

(18.8%)의 순이었으며, 유치원 급식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은

영양이 고른 다양한 식단(39.6%), 더욱 적극적인 식습관 지

도(33.3%), 급식시설의 개선 및 인력 확충(27.1%)의 순이었

고, 이들은 모두 영양사 유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학부모의 실제 급식현장 방문이나 급식운영 참여 경험은

영양사 배치 유치원 학부모가 급식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급식

운영에 참여한 분야는 전체적으로 급식행사 참여(52.9%),

식재료 검수(41.2%), 배식도우미(5.9%)의 순으로 급식행사

참관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급식운영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도 영양사 배치 유치원 학부모의 53.8%가 있다고

답해 미배치 학부모의 37.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급식에 참여하고 싶은 분야는 영양사 배치 유치원 학부모의

경우 배식도우미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미배치

는 식재료 검수에서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유

치원 선택 시 급식을 고려하는지에 대해 영양사 배치 유치원

학부모의 경우 61.0%가 그렇다고 답해 미배치의 18.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유치원 급식운영 개선 및 발전방

안은 친환경, 유기농 제품을 이용한 급식운영(41.9%), 영양

이 고른 다양한 식단(30.9%), 더욱 적극적인 식습관 지도

(24.0%) 순이었다. 급식만족도, 급식의 맛, 메뉴의 다양성,

메뉴의 균형, 자녀의 급식만족도, 급식시설, 급식 위생의 모

든 7가지 항목에서 영양사 배치 유치원 학부모의 점수가 유

의하게 높았으며, 급식만족도의 평균 점수도 영양사 배치

유치원 학부모가 4.1점으로 미배치의 3.7점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p<0.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영양사 배치 유치

원의 급식상태 및 학부모의 급식 만족도가 미배치 유치원보

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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