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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the operational status of youth facilities as well as the 
degree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 menus served at youth facilitie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9 to July 
31, 2013 using questionnaires. The responses of 55 youth facilities and 249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foodservice 
at youth facilities were analyzed, utilizing the SPSS V20.0 program. The results on management status of youth facilities 
were as follows: 41.8% of youth facilities were operated for over 10 years, and 45.5% of facilities served meals 
for 100 to 200 students per day on average. Meal costs were 4,450 won on average, and food costs accounted for 
46.8% of average meal costs. Exactly 78.2% of facilities preserved storage type meals at a temperature under -18 
degrees Celsius for more than 144 hours, as the ‘Food Sanitation Act’ stated. Exactly 12.7% of facilities did not 
hire professional dietitians and had unsupervised foodservice management. Among 19 kitchen equipments surveyed 
in this research, Combi steamer was the least frequent at youth facil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most students 
(38.7%) ate leftovers since the food was not tasty. Overall foodservice satisfaction was on average 3.45 points, and 
the four factors ‘dining room sanitation’ (P<0.05), ‘food taste’ (P<0.01), ‘serving various desserts’ (P<0.01) and 
‘temperature of dining room’ (P<0.05), significantly affected overall satisfaction. As food taste was critical for customer 
satisfaction, it is important for each dietitian to consider customers’ preferences and develop recipes and menus. Further, 
detailed regulation and precise guidelines for youth facility foodservice are required to enhance students’ foodservice 
satisfaction and serve nutritionally balanced menus in a hygienic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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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과 성적 성숙이 이루

어지는 시기로 영양소 필요량이 생애주기 중 가장 높으며 

완전한 발육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1). 또한 청소년기의 식생활 습관은 성장뿐만 아니

라 성인기 건강으로 이어지므로 음식에 대한 올바른 선호도 

적립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2).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설비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 하에 청

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

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

태의 활동을 지원한다(3,4). 교육의 연장선으로 이용되고 있

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급식(3)은 청소년의 이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013년 한 해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의 비율은 약 77.1%에 이

르고 1년 동안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 빈도는 약 4,271만 

회로 전국 학생 수의 633.7%에 해당한다(5,6). 청소년은 시

설을 이용하는 평균 2~3일 동안 수련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3~9식의 식사를 제공받고 영양을 공급받게 된다(4). 

상당수의 학생이 청소년수련시설의 급식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의 토대가 되는 청소년활

동진흥법, 청소년기본법(7,8)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집단급

식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는 식품위생법(9)의 청소년수련

시설의 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

다. 학교급식이 학생들의 영양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

는 것과는 달리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은 집단급식소로 분류

되어 입소한 청소년의 영양관리를 위한 기준이 설정되지 못

한 상황이며, 청소년 영양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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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정이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는 급식이 되

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급식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10). Yang(11)의 

선행연구는 선호도가 낮은 음식이 제공될 경우 음식을 섭취

하려는 노력이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아무리 영양가가 높은 

음식일지라도 맛이 없고 고객의 음식 선호도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고객의 수응도가 낮아져 영양소를 충족시키지 못함

을 시사한다(12).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은 영양적인 면을 고

려하되 청소년들의 식생활 습관과 선호도를 반영하여 잔반

도 줄이면서 충분한 영양도 공급할 수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에 대한 연구는 국립 청소년수련시

설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13,14), 이

는 전체 청소년수련시설 만족도의 일부분으로 진행된 연구

로 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청소년의 만족도 및 국립 청소년수

련시설을 제외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급식 만족도

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 급식

이 학교급식 수준의 급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급식운영실

태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의 급식운영

현황과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급식만족도를 조사하여 분석

함으로써 향후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급식운영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학교에서 수련교육 

및 수학여행 시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수련원의 급식운영실

태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급식관계자와 급식이용 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국 781개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15) 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급식운영실태 조사는 유선

을 이용해 연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 2013년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급식관계자 중 청소년수련원에 종

사하는 원장(소장), 운영담당자, 청소년지도사, 조리사 및 영

양사 중 한 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총 

136부 중 55부(회수율 40.4%)가 회수되었고 수집된 설문

지 55부를 모두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급식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급식 만족도 조사는 대전･
충청지역 4개의 청소년수련원에 학교 수련교육을 목적으로 

입소하여 3끼 이상 급식을 이용한 중･고등학생에게 실시하

였으며, 2013년 7월 12일부터 7월 23일까지 청소년수련시

설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총 259부 중 255부(회수율 98.5%)가 회수되었고 

수집된 설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6부를 제외한 249

부가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설문지 구성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16-18)에 사용된 설문

지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

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일반사항은 청

소년수련시설의 일반사항인 설치 주체, 운영형태와 급식관

리자의 일반사항인 성별, 연령, 직무, 근무경력, 고용형태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소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급식운영현황, 메뉴관리현황, 인력관리현황, 

급식운영현황과 기기 및 설비 보유현황 문항이 포함되었다.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설문지의 학생 

일반사항은 성별, 학교종류, 이용시설 설치 주체로 구성되었

고,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를 위해 식재료별 

급식 선호도, 선호하는 식단, 급식 맛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

도, 급식 잔반에 대한 문항이 조사되었다. 학생들의 급식품

질속성에 대한 중요도 및 수행도 인식에 대한 문항과 전반적 

급식만족도에 대한 문항이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그렇

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다.

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Package program(PC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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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되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한 학생과 급식담당자

의 일반사항, 급식운영현황, 청소년수련시설 기기 및 설비 

보유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청소

년수련시설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급식메뉴

와 선호 메뉴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χ2-test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급식품질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차이를 확인하고 성별에 따른 그룹별 차이를 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급식품질속성 조사

도구의 요인을 산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Varimax 직각회전을 수행하였으며, 측정도구의 문항 간 신

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사용하여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급식품질속성이 전반적인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forward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결과를 청소년수련시설, 급식관계

자, 급식이용 학생으로 나누어 Table 1에 제시하였다. 청소

년수련시설의 일반사항을 살펴보면 설치 주체에 따라 공공

시설 20개소(36.4%), 민간시설 35개소(63.6%)가 응답하였

고, 운영형태는 직영운영 시설이 50개소(90.9%), 위탁운영 

시설이 5개소(9.1%)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시설 급식관리자의 일반사항을 살펴보면 성별

은 남자가 12명(21.8%), 여자 43명(78.2%)으로 여자의 응

답률이 높았고, 급식관리의 직무는 영양사 33명(60.0%),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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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N (%)

Youth facility

Facility type Public
Private

 20
 35

(36.4)
(63.6)

Operation type Self-operated
Contracted

 50
  5

(90.9)
(9.1)

Total  55 (100.0)

Foodservice
manager

Gender Male
Female

 12
 43

(21.8)
(78.2)

Job

Dietitian
Manager in charge of operation
Director 
Cook
Others

 33
 14
  3
  3
  2

(60.0)
(25.5)
(5.5)
(5.5)
(3.6)

Employment status Permanent
Temporary

 42
 13

(76.4)
(23.6)

Total  55 (100.0)

Customer

Sex Male
Female

158
 91

(63.5)
(36.5)

School type Middle school
High school

127
122

(51.0)
(49.0)

Facility type which customers visited Public
Private

127
122

(51.0)
(49.0)

Total 249 (100.0)

영담당자 14명(25.5%), 소장 또는 원장 3명(5.5%), 조리사 

3명(5.5%)으로 대다수의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이 영양사에 

의해 관리되지만 영양사 외 운영담당자의 급식관리 관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42명(76.4%), 

계약직 13명(23.6%)으로 대부분 정규직이지만 계약직의 비

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이용 학생의 일반사항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 158명(63.5%), 여학생 91명(36.5%)으로 남

학생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중학생 127명(51.0%), 고등학

생 122명(49.0%)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소의 운영실태

급식운영현황: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운영현황, 메뉴관리

현황, 인력관리현황에 대해 Table 2와 같이 분석하였다. 청

소년수련시설의 급식운영기간은 10년 이상 23개소(41.8%), 

5~10년 미만 18개소(32.7%), 5년 미만 14개소(25.5%) 순

으로 나타났다. 학생 대상 1일 급식 평균인원을 살펴보면 

100~200인 미만 25개소(45.5%), 200~300인 미만 15개

소(27.3%) 순으로 나타났다. 급식소 좌석 수를 살펴보면 

200~300개 미만이 20개소(36.4%), 100~200개 미만이 

15개소(27.3%)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대상 급식판매비용

을 살펴보면 4,000~5,000원이라는 응답이 29개소(53.7%)

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4,450원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급식비는 약 2,500원으로 학교급식에 

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급식판매비용은 높은 편으로 나타

났다(19). 식자재 평균 비용은 평균 2,083원으로 급식판매

비용의 약 46.8%를 식자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자재 구매 담당자는 전체적으로 영양사 29명(52.7%), 운

영담당자 11명(20.0%), 조리사 6명(10.9%), 기타 5명

(9.1%), 소장 또는 원장 4명(7.3%)으로 조사되었다. 식자재 

구매 방법은 납품업자를 통해 수의계약(50.9%), 직접구입

(27.3%), 공개입찰(14.5%), 기타(7.3%)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로 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학교급식과 

달리(20)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직접구입을 하는 경우가 

학교급식에 비해 높게 응답되었는데 대부분의 시설이 매일 

운영되지 않고 급식 규모도 학교급식에 비해 작아 식품구매

량이 적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먹는 물 또는 식품 조리･세척

에 사용되는 물은 수돗물이 16개소(30.9%)로 조사되었고 

지하수는 38개소(69.1%)로 조사되었다. 지하수를 이용하

는 38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1개소(2.6%)를 제외한 97.4%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집

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21) 전 항목 2년에 1회 이상, 일부 항목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식방법은 전체적으로 정량배식이 23개소(41.8%), 부분

적 자율배식이 19개소(34.5%), 자율배식이 13개소(23.6%)

로 나타났다. 부분적 자율배식 시 정량배식 종류는 국, 주찬

이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높았고, 자율배식 종류는 밥, 

부찬, 김치가 47.4%로 나타났다. 조리 후 배식시간까지 소

요되는 시간은 54개소(98.2%)가 2시간 이내라고 응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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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후 배식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배식시간은 대부분의 시설들이 아침(81.8%), 점심(80.0%), 

저녁(80.0%) 모두 1시간 동안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제 88조(9)에 따른 보존식 관리규정인 -18°C 

이하, 144시간 이상에서 보존식을 관리하는 시설이 78.2%, 

-18°C 이하, 144시간 이상이 아닌 방법으로 관리하는 시설

이 21.8%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운영 매뉴얼

은 보존식 관리에 관해 4°C 이하, 72시간 이상 보관으로 

잘못 명시하고 있다(3). 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매뉴얼은 이

를 참고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 급

식운영을 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매뉴얼 수정이 필요하다. 

조리종사자 대상 위생교육 횟수는 1달에 1회 이상이 49개소

(89.1%)로 조사되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위생지식과 위

생관리 수행 수준에 관한 선행연구(22,23)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청소년수련시설 급식매뉴얼 상 조리사 위생

교육은 1달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3), 일

부 시설의 경우 아예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3.6%) 

7.3%의 시설의 경우 기준에 미달되는 횟수로 실시하고 있었

다. 위생교육 방법의 경우 유인물(62.3%), 구두 (24.5%)로 

나타나 선행연구(22,24)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학교급식

법은 학교급식에서의 위생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한 관

리를 위해 학교장 및 교육장과 교육감의 위생 및 안전점검 

의무를 규정하고 위생교육 횟수, 시간,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25). 하지만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은 학교급식처럼 시

설의 특성에 맞는 위생 및 안전점검, 위생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이 제시된 규정 확립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청소년수

련시설 급식에 적합한 구체적인 위생관리 규정 및 매뉴얼 

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위생지

식과 위생관리 수행 수준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리종

사원의 위생지식이 높을수록 위생관리 수행도가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고(22,23,26,27), 주간 및 월간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분기별로 실시하는 경우보다 수행도가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8). 청소년수련시설 급식도 마찬가

지로 조리종사원의 위생지식 수준을 높이고 보다 나은 위생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위생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생대상 급식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방법이 급식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는 응답이 46개소(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을 

주 고객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은 학

교급식과 동등한 질의 급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

년수련시설 급식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급식 매뉴얼 정립

과 매뉴얼에 따른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메뉴관리현황: 81.9%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식단을 영

양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8.1%에 해당하는 

시설에서는 조리사, 시설운영자 혹은 시설장 등 영양사가 

아닌 급식 및 시설관계자들에 의해 식단이 관리되었다. 지역

아동센터 급식운영에 관한 연구(13)에서는 식단 작성자가 

조리사 45.0%, 센터장 28.0%, 영양사 27.0%로 조사되었

고, 보육시설급식관리운영 연구(17)에서는 식단 작성자가 

시설장 44.8%로 조사되었다. 유치원 영양사 배치 유무에 

따른 급식실태와 학부모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원장 

또는 선생님에 의해 작성된 식단에 비해 전문영양사에 의해 

작성된 식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29). 따라서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의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영양사의 식단 작성이 요구된

다고 사료된다. 식단 형태의 경우 단일식단이 전체 51명

(92.7%)에 이르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단 작성 주기는 

1주에 1회 식단을 작성하는 시설이 32.7%로 응답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년/1회(고정식) 식단을 작성한

다는 응답도 20.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급식을 이용하는 기간이 짧고 피급식자가 매번 바뀌는 청소

년수련시설의 특성 때문으로 사료된다. 밥, 국을 제외하고 

제공되는 음식의 가짓수에 대한 질문에 4가지라는 응답이 

33개소(60.0%)로 가장 높았다. 급식운영의 문제점은 급격

한 식수 변동으로 인한 재고관리 및 수급관리(25.9%)가 가

장 높게 응답되었고, 수익 중심의 운영체제로 인한 식재료비 

부족(20.4%), 숙련된 조리인력 확보의 어려움(18.5%), 급

식시설 부족 및 노후화로 작업관리의 어려움(16.7%), 메뉴

관련 정보부족으로 인한 메뉴계획 및 개발의 어려움(11.1%), 

기타(3.7%) 순으로 조사되었다. 급식운영의 개선사항으로

는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에 관한 정부보조 23개소(41.8%)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소 간 

교류체계 구축 12개소(21.8%),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에 관

한 법규 확립 8개소(14.5%), 청소년수련시설 급식 담당자의 

보수교육 7개소(12.7%), 기타 5개소(9.1%)로 나타났다. 따

라서 음식의 양을 조절하여 식자재 과비용을 방지하고 급격

한 식수변동으로 발생하는 식자재 재고 및 수급관리가 용이

하도록 표준레시피 사용이 권고된다. 

인력관리현황: 영양사 고용현황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7

개소(12.7%)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양사 배치가 되지 않은 7개소 중 2개

소는 100인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위생법 52조(9)에 

따르면 1회 급식인원이 100명 미만인 시설을 제외한 산업체 

시설은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본 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인 시설에서도 영양사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영양사 고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리사의 고용인원을 살펴보면 1명이 67.3 

%로 가장 높았으며, 1명도 고용되지 않은 경우는 14.5%, 

2명인 경우는 12.7%로 나타났고 3명 이상이 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리원의 고용인원은 1~3명인 경우가 47.3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6명인 경우가 29.1%, 7명 이상

인 경우가 18.2%로 나타났으며 1명도 고용되지 않은 경우

는 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련시설은 인건비 부담으

로 인해 최저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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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status of kitchen facility possession in youth fa-
cility                                           N (%)

Total (N=55)1)

Ventilation
Refrigeration and freezer
Air curtain/ Insect killer
Sterilizer for knife･cutting board
Pantry
Dishwasher
Floor drainage
Hose holder and nozzle in kitchen
Freezer for storage type meals
Hand sink and sterilizer in kitchen
Foot board sterilizer
Physical separation between pre-treatment 

and cooking area
Multiple sinks for different cooking 

processes in cooking area 
Sink for pre-treatment
Food thermometer
Heat･cold reserving distribution stand
Thermometer for food inspection
Separated area for inspection and 

inspection table
Combi steamer

 55 (100.0)
 55 (100.0)
54 (98.2)
51 (92.7)
50 (90.9)
49 (89.1)
46 (83.6)
45 (81.8)
45 (81.8)
44 (80.0)
44 (80.0)
41 (74.5)

38 (69.1)

37 (67.3)
36 (65.5)
31 (56.4)
31 (56.4)
26 (47.3)

15 (27.3)
1)Respondents who replied to possess the kitchen facility, dupli-

cated responds.

관리와 전문화에 어려움이 존재한다(30).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공급하는 집

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지원을 시행 중이며, 청소

년수련시설 급식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31). 인건비 부담으

로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소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한 관리를 통해 급식의 전문성 

및 체계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수련시설 

영양사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영양사를 고용한 시설 48개

소 중 정규직이 29개소(60.5%), 계약직이 18개소(37.5%)

로 나타났다. 조리사의 경우 조리사를 고용한 47개소 중 정

규직이 29개소(61.7%), 계약직이 15개소(31.9%), 무기계

약직이 2개소(4.3%), 기타가 1개소(2.1%)로 조사되었다. 

조리원을 고용한 52개 시설 중 계약직 31개소(59.6%), 일용

직 8개소(15.4%), 정규직 6개소(11.5%), 무기계약직 3개소

(5.8%), 기타 4개소(7.7%)로 조사되었다. 1일 평균 근무시

간은 8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는 응답이 영양사는 28개소

(58.3%), 조리사는 30개소(63.6%), 조리원은 33개소(63.5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시간 근무한다는 응답이 영양

사는 14개소(29.2%), 조리사는 16개소(34.0%), 조리원은 

18개소(34.6%)였다. 근로기준법 50조 2항(32)에 따르면 1

일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해야 하는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소의 특성상 법

적 근무시간인 8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

원이 대부분이었다. 식사시간을 포함한 조리종사원의 휴식

시간을 살펴보면 1시간 이내가 8개소(14.5%), 2~3시간 38

개소(69.1%), 4~5시간 이내가 9개소(16.4%)로 대부분 시

설들의 조리종사원들이 1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시간 4~5시간이 되는 시설의 경우 

3끼가 연속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급식소의 위생관련 기기 및 설비보유 현황: 청소년수련시

설 급식소의 위생관련 기기 및 설비보유 현황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급식 위생관련 기기 및 설비보유 현황을 항목별

로 살펴보면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이 조리실 내 환기시설과 

냉장･냉동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방충･방서시설, 칼･
도마 소독기, 식품전용보관실의 경우 90% 이상의 시설이 

보유하고 있었다. 자동식기세척기의 경우 89.1%, 조리실 바

닥 트렌치 83.6%, 조리실 내 호수걸이 및 노즐과 보존식 

전용냉동고 81.8%, 조리실 내 손세정대 및 손소독 시설과 

발판소독기는 80.0%의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74.5%

의 시설이 전처리구역과 조리구역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

었고 69.1%의 시설이 조리실 내 용도별 세정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67.3%의 시설이 전처리구역 내 전용 세정대, 

65.5%가 식품온도 측정용 온도계, 56.4%의 시설이 보온･
보냉 배식대와 식품 검수용 온도계를 보유하고 있었다. 검수 

전용 검수구역 및 검수대의 경우 47.3%의 시설이 보유하고 

있었고, 27.3%의 시설만이 다기능 오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학교급식시설이 10

년 이상인 점, 2000년부터 HACCP 제도 도입 등으로 급식

시설 현대화의 필요한 점을 인지하여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을 추진하였다(33). 2012년 현대화율 61.5%를 달성하였고 

앞으로 2015년까지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100.0% 달성할 

예정이며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전처리실 및 세척실, 조리실 

등 작업공간 구획, 식당구성, 오븐기, 보온･보냉 배식대, 야

채절단기 등 현대적 조리기구 확충할 예정이다(33). 전체적

으로 현재 학교급식에서 학생들의 영양적, 위생적 급식제공

을 돕고 급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현대식 급식 시설(34)

인 다기능 오븐기와 보온･보냉 배식대의 보유율이 매우 낮

았다. 식자재 검수 관련 시설인 검수 전용 검수구역 및 검수

대와 검수용 온도계의 보유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양한 조리기기의 구비와 활용은 다양한 메뉴의 제공을 위

해서 필요하다(35). 그러나 아직까지 청소년수련시설 급식

소의 기기 및 설비가 미비한 상태로 메뉴의 다양성을 부여하

기란 어려운 상태이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급식운영

을 위해 시설을 갖춘 지 10년 이상 된 시설이 41.8%로

(Table 2) 시설 노후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시설 노후로 인한 위생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 및 설비개선이 필요하며, 음식의 다양성과 위생적인 

조리를 위한 기기 및 설비 보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급식만족도 1381

청소년수련시설 급식 이용학생의 급식만족도

급식 이용 학생들의 선호식단 및 잔반: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선호하는 밥의 형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보통의 상태를 가장 좋아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중･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19)에서 학교급식에서 좋아하는 밥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보통이 45.9%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국의 경우 남학생

은 스프 56명(35.4%), 맑은국 37명(23.4%), 된장국 36명

(22.8%), 매운국 29명(18.4%)의 순으로 선호한 반면, 여학

생은 맑은국 43명(47.3%), 된장국 22명(24.2%), 스프 14명

(15.4%), 매운국 12명(13.2%)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9)에서 학교급식

에서 좋아하는 국의 종류에 대해 남･여학생 모두 매운국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는 상반되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선호하는 메뉴의 종류는 전체적으로 양식 93

명(37.3%), 한식 69명(27.7%)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양식, 중식, 일식, 분식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 

한식의 선호도는 낮아 성별에 따른 가장 선호하는 메뉴 종류

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가장 선호

하는 식재료의 종류는 전체적으로 육류가 147명(59.0%)으

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어패류가 8명(3.2%)으로 선호도

가 가장 낮았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

았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급식메뉴에 대한 선호도 조사

에서 반찬류 중 육류를 재료로 한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채

소류를 이용한 음식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36). 

선호하는 아침 주찬 식재료의 종류는 전체적으로 가금류 

93명(37.3%), 육류 71명(28.5%), 난류 60명(24.1%), 어패

류 25명(10.0%)의 순으로 가금류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선호

하는 아침 메뉴의 종류는 전체적으로 밥식 81명(32.5%)과 

특식 83명(33.3%)이 다른 메뉴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고,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아침메뉴로 빵식, 

특식, 면식을 선호하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아침메뉴로 

밥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성별에 따라 가장 선호하

는 메뉴 종류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선호하는 점심 메뉴의 종류는 전체적으로 특식 113명(45.4 

%), 면식 65명(26.1%), 밥식 43명(17.3%), 빵식 18명(7.2%), 

죽식 10명(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저녁 메뉴의 

종류는 전체적으로 특식 109명(43.8%), 밥식 63명(25.3%), 

면식 35명(14.1%), 빵식 27명(10.8%), 죽식 15명(6.0%)의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육류를 활용하여 급식에 대한 만

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은 어

패류 또한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재료이므로 양념 및 조리방

법의 변화를 통해 선호도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급식의 경우 

학생들의 밥을 위주로 하는 한식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영양

적으로 균형이 높은 한식의 장점을 이용하고자 밥식을 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7). 하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학교급식과는 달리 평균 2~3일 동안 단기적으로 학생

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므로(5) 학생들의 점심, 

저녁으로 선호도가 높은 특식을 함께 제공하여 학교급식과 

차별화한다면(36) 학생들의 선호도를 충족시켜 급식에 대

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잔반의 종류는 전체적으로 국･찌개 125명(50.2%), 반찬 

63명(25.3%), 김치 35명(14.1%)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교급식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16,19,38,39)에서 잔반의 종류는 국･찌개, 

반찬 순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국과 찌개에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특화된 조리법을 연구

하여 국과 찌개의 맛을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40). 남

긴 음식이 없는 학생을 제외한 238명을 대상으로 잔반의 원

인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음식의 맛이 

없어서’ 92명(38.7%), ‘양이 많아서’ 52명(21.8%), ‘싫어하

는 식재료여서’ 46명(19.3%)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6)에서는 잔반의 이유에 대해 

‘싫어하는 식재료여서’, ‘양이 많아서’, ‘음식간이 안 맞아서’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9)

에서는 ‘반찬이 싫어하는 것’, ‘양이 많다’, ‘반찬 맛이 없다’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학생들이 섭취하는 음식은 식품 수용도에 의해 결정되므

로 잔반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급식에 대한 의견을 조사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급식 계획을 세워야 한다

(41). 선호도가 낮은 특정 메뉴는 추후에 음식의 맛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조리법을 개발하고, 1인 분량을 조절하여 잔반

량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급식 이용 학생들의 급식품질속성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

도, 수행도: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급식품

질속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및 중요도, 수행도를 비교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학생 대상 급식품질속성 평

가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4개

의 속성들은 3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요인 1인 ‘위생’의 

분산 비율은 24.89%, 요인 2인 ‘음식 및 메뉴’는 22.00%, 

요인 3인 ‘서비스 및 시설’은 19.66%로 산출되었으며, 3개

의 요인이 총 66.5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신뢰도는 요인 1이 0.962, 요인 2가 0.924, 요인 3이 

0.925로 나타났다. 요인 1인 ‘위생’은 음식의 위생, 식기 위

생, 식탁 및 의자 위생, 식당 위생, 조리실 위생, 조리종사자 

복장 위생, 배식대/ 퇴식구 위생이 포함되며, 요인 2인 ‘음식 

및 메뉴’는 음식의 맛, 음식 냄새, 음식 온도, 음식 양, 음식 

모양이나 색, 다양한 메뉴제공, 선호메뉴제공, 다양한 후식

제공, 식단에 대한 정보제공이 포함되었다. 또한 요인 3인 

‘서비스 및 시설’은 조리원의 태도, 정확한 배식시간,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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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 식탁 및 의자 배치, 배식대/ 퇴식구 위치, 식사 공간의 

온도, 실내장식, 조용함이 포함되었다.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3.45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교급식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42-44) 결과 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평균 3.93~3.04점으로 보

통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남학생은 평균 3.60점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평균 3.18점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만

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성별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

들의 만족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등

학생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연구(42,44), 중학생 학교급

식에 대한 만족도 연구(45)와 일치한 결과이다. 

급식품질속성에 대한 중요도 및 수행도를 비교한 결과 전

체적으로 서비스 및 시설요인의 실내장식을 제외한 위생요

인, 음식 및 메뉴요인, 서비스 및 시설요인에서 중요도와 수

행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0.05, P<0.01, P<0.001),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게 평

가되었다. 

위생요인의 중요도 조사 결과 ‘모두 중요하다(4점)’ 이상

으로 나타났으나, 수행도 조사 결과 모두 ‘보통이다(3점)’ 

수준으로 위생요인의 모든 속성들이 중요도 점수에 비해 수

행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요인 중 식기 위생

이 중요도 4.39점, 수행도 3.65점, 조리실 위생이 중요도 

4.32점, 수행도 3.60점, 음식 위생이 중요도 4.33점, 수행도 

3.61점으로 중요도 점수에 비해 수행도 점수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음식 및 메뉴요인의 중요도 조사 결과 음식 맛, 

다양한 메뉴제공, 선호메뉴제공, 다양한 후식의 제공이 중요

하다(4점), 음식 냄새, 음식 온도, 음식 양, 음식 모양이나 

색, 식단에 대한 정보가 보통이다(3점)로 평가된 반면, 수행

도 조사 결과 모두 보통이다(3점)로 음식 및 메뉴요인의 모

든 속성들이 중요도 점수에 비해 수행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및 메뉴요인 중 다양한 후식의 제공이 중요

도 4.14점, 수행도 3.22점, 선호메뉴제공이 중요도 4.08점, 

수행도 3.35점, 음식 맛이 중요도 4.02점, 수행도 3.35점으

로 중요도 점수에 비해 수행도 점수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

다. 서비스 및 시설요인의 중요도 조사 결과 조리원의 태도, 

신속한 배식을 제외한 모든 속성들이 보통이다(3점)로 나타

났으며, 수행도 조사 결과 모두 보통이다(3점)로 나타났다. 

서비스 및 시설요인의 모든 속성이 중요도 점수에 비해 수행

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리원 태도가 중요도 

4.10점, 수행도 3.61점, 신속한 배식이 중요도 4.03점, 수행

도 3.58점으로 중요도 점수에 비해 수행도 점수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성별에 따라 중요도와 수행도를 비교한 결과 남학생의 경

우 위생요인의 모든 속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001), 음식 및 메뉴요인에서는 음식의 모양

이나 색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1, P<0.001). 서비스 및 시설요인에서 

중요도와 수행도를 비교한 결과 조리원의 태도(P<0.001), 

신속한 배식(P<0.001), 식탁 및 의자 배치(P<0.05), 배식대/ 

퇴식구 위치(P<0.01)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중

요도 점수에 비해 수행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학생의 경우 위생요인, 음식 및 메뉴요인의 모든 속성에서 

중요도와 수행도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01). 또한 서비스 및 시설요인의 실내 장

식과 조용함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P<0.01, P<0.001), 중요도 

점수에 비해 수행도 점수가 낮게 평가되었다. 

급식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급식품질속성: 청

소년수련시설 급식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급식

품질속성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실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위생요인 중 ‘식당위생’이 전반적 만족도에 유

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P<0.05), 음식 및 

메뉴 요인 중 ‘음식 맛’(P<0.01), ‘다양한 후식의 제공’(P< 

0.01)이 유의적인 영향을 끼쳤다. 서비스 및 시설영역 중에

서는 ‘식사공간온도’가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P<0.05). 성별에 따라 남학생의 경우 급식의 전반적 

만족도에 음식 맛(P<0.05), 음식 냄새(P<0.05), 다양한 후

식의 제공(P<0.05)이 유의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여학생의 

경우 음식의 모양이나 색(P<0.01)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학생의 만족도에 음식의 시각적인 

면이 남학생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2013년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편 또

는 전자우편, 방문을 통해 55개소의 청소년수련원에 종사하

는 원장(소장), 운영담당자, 청소년지도사, 조리사 및 영양사 

중 한 명을 대상(명)으로 급식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학교 수련교육을 목적으로 입소하여 3끼 이상 급식을 이

용한 중･고등학생 249명을 대상으로 2013년 7월 12일부터 

7월 23일까지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급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급식운영현황을 조

사하고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향후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의 질 향상과 바람직하고 안정적

인 급식운영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청소

년수련시설의 운영현황에 대한 결과는 41.8%의 수련시설

이 10년 이상 운영되었고 45.5%의 시설이 평균 100~200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였다. 급식판매비용은 

평균 4,450원으로 나타났고 식재료의 비용은 평균 2,083원

으로 조사되어 판매비용의 약 4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식품위생법의 보존식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고 보

존식을 관리하는 시설이 21.8%로 나타났고, 12.7%의 시설

이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급식소의 위생관련 기기 및 

설비보유 현황에서 27.3%의 시설만이 다기능 오븐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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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식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 따르면 식재료별 조리법 중 쌀밥(34.1%), 육류는 

찜(29.3%), 가금류는 튀김(25.3%), 어패류는 튀김(41.0%), 

난류는 부침(36.9%), 서류는 튀김(31.3%), 채소류는 샐러드

(32.1%), 김치류는 배추김치(46.6%), 면류는 양식(38.6%), 

후식류는 아이스크림(27.7%)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잔반의 원인에 대해서는 ‘음식이 맛이 없어서’가 38.7 

%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에 대한 전

반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평균 3.45점으로 보통 수준으

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 음식 및 메뉴, 서비

스 및 시설요인의 속성에서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게 

평가되었으며 ‘식당위생’, ‘음식 맛’, ‘다양한 후식의 제공’, 

‘식사공간온도’가 전반적 급식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들에게 음식의 맛이 만족도를 결정하고 잔반의 양을 낮추기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되었으므로 고객의 선호를 고려

한 새로운 조리법을 개발하고 메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학교급식과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에 적합한 

급식 매뉴얼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을 확립하

여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한 급식환경

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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