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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food and nutrition standards for child care sett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us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urveys and lay the groundwork for future 
expansion. To evaluate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bility of each item of the standards and utilize goodness of fit 
as an evaluation item to improve practicality of the child care center’s health foodservice, we surveyed 82 child care 
centers, kindergartens, and community children centers in Seoul by e-mail throug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November 2015.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with directors of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s well as 
dieticians of child care support centers who had conducted public foodservice in Seoul, the appropriateness of each 
standard was finally reviewed, and amendments to extend this standard were derived. Results of the survey show 
an understanding of 86.9% and an applicability of 80.7%. Moreover, the applicability of the evaluation items for 
assessing improvement of health foodservice practices at the child care center was 82.6%. Qualitative evalu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standards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identified four factors for extended application: necessity 
of a guideline for separate food ingredient suppliers, conformity of the basis and purpose of the item, consideration 
of contextual situations, and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eoul-level foundation. Therefore, guidelines for the standards 
should be suggested for those providing public food services for children. Furthermore, separate guidelines categorized 
by items that food ingredient suppliers need to provide should be mandatory or recommended. Evalu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the standards suggests that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guidelines in order to extend the standards 
can contribute to health promotion and a sustainable environment for children using public foodservice. Follow-up 
studies and supports are needed for sustainable food and nutrition manage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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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65차 세계보건총회에서는 2025년까지 달성해야 할 종

합계획 목표 중 5세 미만 어린이의 성장저하 감소와 아동기 

과체중 및 비만 예방을 위해 건강한 식사의 중요성과 지역사

회의 협조 및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다(1). 보건

복지부의 보육통계(2015)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아동 현

황은 2012년 이후 꾸준히 1,400만 명 이상(2015년 기준 

1,452,813명)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린이집에서의 

급식은 빠른 성장을 하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

영유아기는 적절한 성장 및 식습관 확립이 이루어지는 시

기로 영유아기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안전하고 영양가 있

는 식품 제공이 전 생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법령으로 하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

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7년 1월 기준, 전국 

207개소에서 어린이집 23,710개소와 유치원 880개소를 지

원하고 있고(3),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다양하고 균형 잡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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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제공에 기여한다고 평가되었다(4).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국외의 경우 영국, 유럽 

연합과 미국에서는 과일 및 채소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5, 

6). 특히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차원에

서 지속해서 학교 영양 식사 평가(School Nutrition Dietary 

Assessment)를 통해 학교 점심식사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영양 성분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였으며, 고열량 저영양 식품 및 고지방 

식품을 줄임으로써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7). 호주, 

독일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국가의 차원에서 영

유아 보육시설의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

다(8). 스웨덴 식품청은 스웨덴 지방자치단체(Swedish Com-

mune Association)와 공동으로 유아교육 기관을 위한 급식

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영유아

를 위한 영양권장량, 끼니별 식단 및 1인 1회 분량, 끼니별 

영양소 섭취량 평가 기준이 설정되어 필요한 열량 및 영양소

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제시한다(9). 일본은 2005년 ‘식육

(食育)’법을 제정하여 어린이가 즐겁게 식(食)을 배울 수 있

는 시책 마련 및 ‘식사 밸런스 가이드’를 제시하였다(10).

건강증진이란 ‘건강교육 및 개인의 건강에 유익한 개인, 

집단 혹은 지역사회의 행동에 대한 조직적, 경제적, 환경적 

지원이 결합된 것’이며(11), 어린이집에 기반을 두어 영유아

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프레

임(ecological framework)의 장(setting) 접근적 전략(12)

이 유용하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을 

위한 최적의 식생활 관리’라는 비전하에 거시적 수준의 환경

(macro-level environment) 조성의 일환으로 공공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식재료 구매 측면에서 지역 사회와 환경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 나트륨 

저감화 의무적용’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시설 대상 식품영양

관리기준을 2015년 개발하였다(12-14).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기 개발한 ‘서울시 영유아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이하 식품영양관리기준)(14)

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수정 및 보완을 통한 확대 적용

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설문조사를 위해 서울시 식품안전과의 협조로 관내 37개

소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서울시 소

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

기관 관계자 대상 급식 관리자에게 설문 참여 협조 공문과 

설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2015년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82부를 회신받았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위해 서울시 관내 공공급식을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2명, 서울시 육아지원센터 영양사 

2명, 서울시 소속 영양사 2명 등 총 6명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 23일에 수행하였다. 이후 최종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

원회(IRB)의 심의를 받았으며(DKU 2015-04-030), 조사 

대상자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받은 후 실시

하였다. 

양적 설문조사

설문은 1인당 평균 급식비를 포함한 일반사항과 식품영

양관리기준(14)의 식품의 구매 기준(농산물 9항목, 축산물 

9항목, 수산물 6항목, 가공식품 및 기타 18항목), 급(간)식 

식단의 영양 기준(어린이집/유치원 5항목), 식단 작성 및 급

식 생산(‘주기적으로 급식고객의 메뉴 선호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메뉴 작성에 반영한다.’ 외 15항목), 건강하고 안

전한 식사 환경(‘식약처 지정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사용된 

경우 식단표에 표시를 권장한다.’ 외 6항목), 급식운영의 사

회적 책임 기준(‘정부 및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나트륨 저감

화 사업에 준해 급식소별 나트륨 저감화(연차별) 계획을 수

립한다.’ 외 8항목)에 대해 이해도, 적용도, 어린이집 건강급

식 실천력 향상을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적합도에 대해 

‘예, 아니요’의 형태로 질문하였다.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

양관리기준에 대한 인지 여부(선택형 3문항, 서술형 2문항)

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

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교육청을 통해 자치구당 25개소의 어

린이집과 유치원의 참가를 독려하였다(서울시 전체 어린이

집 1,372개소와 유치원 906개소 중 625개소). 회수된 설문

지는 어린이집 69개소, 유치원 13개 개소로 회수율은 13.1 

%였고 이는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의 5.0%, 유치원의 1.4%

에 해당하였다. 이메일을 통해 회신에 응하여 회수된 82부의 

설문지(어린이집 근무자 n=69, 유치원 근무자 n=13)는 연

구진이 설문 문항을 코드화하여 입력 후 자료 분석을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3.0, 

IBM,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질적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

준 시범사업을 어린이집에 적용하기 위한 각 기준의 검토 

및 단계적･차등적 도입에 대한 의견 및 서울시 공공급식 식

품영양관리기준의 적절성, 대안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

하였다. 대상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의 회의실에서 진행하였고, 인터뷰하기 전에 대상자

에게 연구의 목적에 관한 설명지를 제공하고 이를 읽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았다. 인터뷰가 끝난 

후 녹음된 자료를 통해 인터뷰 내용을 필사한 후 원자료는 

파기하였다. 내용을 정리 후 대상자로부터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요구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메일을 통해 자료를 요청

하여 추가 정보를 받았다. 자료 분석은 Glaser와 Strauss의 

연구(15)를 근거로 자료로부터 개념적 범주, 특징, 속성을 

발견하여 분석적이고 의미 있는 상황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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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식품영

양학 교수진 4명, 연구원 1명, 서울시 소속 영양사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열어 수정･보완된 식품영양

관리기준의 검토 및 적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도출하

였다. 

결   과

양적 설문조사

식품영양관리기준의 적용 가능성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응답자는 어린이집 78.1%(n=69), 유치원 

15.9%(n=13)로 조사되었다. 영유아 1인당 평균 급식비는 

2,296.4원(1,250~4,700원, n=64, 무응답자 n=18)이었다.

식품영양관리기준(14)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67.1 

%(n=55),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응답자는 52.4%(n=43), 

건강급식 실천력 향상 평가를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응

답자는 67.1%(n=55)였다. 식품영양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밝힌 8명 중 6명이 기준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식품영양관리기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이유를 밝힌 4명 중 3명이 실제 현장에서

의 적용이 어려워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명이 

열량보다는 영유아의 선호도를 우선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의 이해도 평균 86.9%, 

적용도 평균 80.7%, 건강급식 실천력 향상 평가를 위한 적합

도 평균 82.6%로 도출되었다(Table 1). 이해도의 경우 식품

의 구매기준 중 농산물의 ‘원산지가 표시된 농산물을 구입한

다.’가 98.8%로 가장 높았고, 적용도의 경우 식품의 구매기

준 중 축산물의 ‘쇠고기의 경우,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를 구입한다.’와 ‘돼지고기의 경우, 2등급 이상을 구입한다.’와 

‘닭고기의 경우, 1등급 이상을 구입한다.’의 3문항이 97.6%

로 가장 높았다. 적합도의 경우 식품의 구매기준 중 가공 및 

기타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

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을 구입한다.’가 97.6%로 가장 높

았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 환경 중 배달 도시락의 경우 

‘고객에게 도시락의 안전한 보관과 섭취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에서 가장 낮은 이해도 31.7%, 적용도 18.3%, 적합도 

19.5%가 도출되었다. 

식품영양관리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위해 검토가 요구되

는 문항으로 이해도, 적용도, 적합도가 80% 이하인 항목인 

‘식품의 구매 기준’의 12문항(농산물 3문항, 축산물 1문항, 

가공식품 및 기타 8문항), ‘급(간)식 식단의 영양 기준’ 1문

항, ‘식단 작성 및 급식 생산’의 4문항, ‘건강하고 안전한 식

사 환경’의 7문항, ‘급식운영의 사회적 책임 기준’의 8문항을 

선정하였다.

질적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적용 가능성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한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식품영양관리기준의 수정 및 보완 내용은 

Table 2와 같이 도출하였다.

별도의 식자재 공급업체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포커스 인터뷰 결과, 식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영양사가 검

수 시 평가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제품에 

대한 품질 특성의 명시적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인증 받은 유기농 식품 및 

무농약 농수산물을 구입한다.’의 항목을 충족하는지를 가시

적인 ‘인증 마크’인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GAP(우수관리

인증), 지리적 표시(PGI),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으로 제

시하여 식품 구매 및 검수 단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함이 제안되었다. 

검수 시 영양사가 이용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정보 역

시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예를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할 때에는 식단표에 표시

하여야 하므로 발주 시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포함되는지가 

통합프로그램 등으로 제시되지 않는 어린이집･유치원의 경

우 식품 구매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식품 

여부에 대한 정보를 식자재 제공업체가 제시해주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제가 하고 있는데 물건이 와 봐야지

만 뒤에 성분표를 보고 아, 이게 들어갔었구나… 알 수 있어

요.”

식품영양관리기준에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포함하고 있으므로 트랜스지방 포함 여

부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

과 정도 관리(quality control)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급식운영의 사회적 책임 기준 중 공공급식 제공기관은 ‘포장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한다.’는 항목에 부

합하여 영양사가 포장쓰레기를 줄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

록 식자재 공급업체가 과대 포장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식자재 공급업체가 제품의 과대 포장비를 줄이

고 그 비용을 식자재의 질을 향상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식자

재의 질 향상과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

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항목의 근거와 목적의 합치성

공공급식의 식품영양관리기준으로 도출된 근거와 목적의 

불일치로 인한 항목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식

품의 구매기준 중 ‘쇠고기의 경우,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

우를 구입한다.’에서 ‘쇠고기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는 

고기의 마블링 정도에 대한 등급이므로 품질의 정도를 명시

하는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식품의 구매기준 중 ‘포장된 먹는 샘물을 구입하지 않는다.’

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지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

로 ‘급식운영의 사회적 책임 기준’에서 제시하는 것이 더 적

합하다는 의견과 소풍이나 견학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사

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Table 1. Evaluation results of understanding, application, suitability of the food and nutrition standards for child care sett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4)                                                                        (%)

Food Purchase Standard of Agricultural Products U1) A2) S3)

Mark of origin 98.8 96.3 95.1
Certified organic foods and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92.7 79.3 84.1
Agricultural products with an “high” grade of agricultural standard 91.5 89.0 85.4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90.2 85.4 89.0
Traceability Management Agricultural Products 76.8 73.2 74.4
Agricultural products registered with geographical indications 75.6 72.0 72.0
－Product name, Shop name, Date of manufacture, Quality of the ingredients before pretreatment, 

Contents, Storage and Handling
93.9 95.1 92.7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suited fo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equivalent 
to the above

91.5 92.7 92.7

Rice within one year from harvest time 96.3 95.1 93.9
Food Purchase Standard of Livestock Products U1) A2) S3)

Meat processed in slaughterhouses applied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91.5 92.7 93.9
Processing at the workplace applied HACCP 86.6 89.0 92.7
Quality
standards

1) Beef: Korean beef and beef cattle of third grade or more 97.6 97.6 93.9
2) Pork: Second grade or more 96.3 97.6 93.9
3) Chicken: First grade or more 96.3 97.6 95.1
4) Egg: Second grade or more 96.3 95.1 91.5
5) Duck: First grade or more 89.0 90.2 89.0
6) Imported livestock products: Quality suited fo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equivalent to the above
82.9 87.8 85.4

7) Environment-friendly livestock products are exception to the above quality 
standards

67.1 70.7 67.1

Food Purchase Standard of Aquatic Products U1) A2) S3)

Mark of origin 96.3 96.3 97.6
Quality certified product, geographical indication of aquatic product, product value “high” or more 89.0 89.0 90.2
Pretreatment 1)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at the facility applied HACCP 89.0 87.8 92.7

2) Product name, Shop name, Date of manufacture, Quality of the ingredients 
before pretreatment, Contents, Storage and Handling

90.2 90.2 92.7

Imported aquatic product suited fo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91.5 91.5 95.1
Ensuring safety through radioactivity testing 89.0 80.5 86.6
Food Purchase Standard of Processed Foods and Others U1) A2) S3)

Processed
food

1) Traditional food with quality certification 92.7 84.1 89.0
2) Agricultural products that have been approved as an industry standard 82.9 86.6 87.8
3) Food registered with a geographical indication 82.9 79.3 78.0
4) Quality certified product according to Quality Administration Law of agricultural 

and aquatic products
90.2 89.0 89.0

5) The shop applied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87.8 87.8 89.0
6) Processed food produced in the registered foo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business 93.9 92.7 95.1

7) Processed livestock product processed in the establishment applying HACCP 86.6 92.7 96.3
8) According to the Livestock Hygiene Administration Law, the processed 

livestock products with manufactures, expiration date, etc.
92.7 93.9 97.6

Canned fruit in which own juice of the fruit is not added sugar 76.8 53.7 80.5
Dairy 
product

1) Purchase fat-free or low-fat dairy products (except for children) 70.7 45.1 54.9
2) First grade or more without sweeteners and artificial flavors 87.8 87.8 87.8

Kimchi complete products is the product of the shop applied HACCP 81.7 78.0 79.3
Quality products that comply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case of imported processed foods 91.5 92.7 89.0
Foods and food additives not specified the above must be purchased in accordance with 

the Food Hygiene Law
87.8 89.0 93.9

Nonsale　 1) Packaged drinking water 91.5 73.2 74.4
2) Carbonated beverages, energy drinks 92.7 76.8 86.6
3) Processed foods containing trans fats 90.2 74.4 86.6

If food supply is not smooth due to flood, drought, natural disasters, etc., the quality control 
standard can not be applied

80.5 67.1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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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Nutrition Standards of the Food (snack) Service Diet U1) A2) S3)

Follow nutritional intake standards based on one lunch and two snacks 92.7 87.8 87.8
Create the diet based on 3∼5 years of age, and evaluate the average nutrient supply per person 

for 5 consecutive days
93.9 84.1 82.9

Total energy of one lunch and two snacks provide 600 kcal and 10% of total energy is variable 89.0 79.3 81.7
Adjust the supply amount considering age, sex, growth and health status, activity level, local 

situation of children
93.9 86.6 87.8

Morning and afternoon snacks each provide about 10% of total energy needed per day 95.1 82.9 86.6
Diet and Foodservice Production U1) A2) S3)

Periodic menu preference survey and results reflected in menu creation 85.4 59.8 70.7
Provide cereals more than third a week for lunch 95.1 93.9 92.7
Provide more than one menu using seasonal ingredients for each meal 95.1 87.8 90.2
Lunch: Provide the fish more than once a week, and external blue colored fish more than once 

every two weeks
91.5 73.2 81.7

Provide more than twice with different types of vegetables for each meal 93.9 90.2 92.7
Provide seaweed or mushrooms more than once a week for lunch 97.6 91.5 92.7
Provide pickled vegetables except Kimchi less than twice a week for lunch 93.9 89.0 92.7
Provide fries less than twice a week for lunch 93.9 91.5 93.9
Provide fruit juice in the form of 100% fruit juice if you provide fruit juice instead of fruit 86.6 72.0 85.4
Provide dairy product more than twice a week for lunch in foodservice facilities that do not 

provide snacks
74.4 72.0 73.2

Do not include sweets, soda, candy, etc. 97.6 93.9 96.3
Do not use hardened fat products (margarine, shortening, etc.) 96.3 96.3 97.6
Measure the salinity of the soup food with a salinity meter and maintained below the target 

value
95.1 91.5 93.9

Snack 1) Supply nutrients and moisture that may be lacking in foodservice 91.5 87.8 89.0
2) Provide fresh fruits and vegetables at least three times a week 95.1 89.0 91.5
3) For day care-centers and all kindergartens, Provide milk or dairy products at 

least once a day 
92.7 87.8 91.5

Healthy and Safe Eating Environment U1) A2) S3)

The foodservice with a cafeteria shows the nutritional composition of each meal in a well-visible 
place.

84.1 68.3 69.5

Recommend marking on the menu in case of using allergen-induced foods specifi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86.6 69.5 81.7

Do not serve salt, soy sauce, or Gochujang (Available only on request). 84.1 80.5 75.6
Food service provide drinking water facility and supply at the easy-to-use 72.0 53.7 47.6
The turnover rate of a food-service station with a cafeteria is 3 times or less per hour, meals 

of a food-service station without a cafeteria require 20 minutes at least
53.7 42.7 37.8

Delivery 1) Record temperature and time during delivery and maintain sanitary quality 32.9 19.5 20.7
2) Provide customers with information on safe storage and consumption of lunch 

boxes
31.7 18.3 19.5

Social Responsibility Standard for Foodservice Operations U1) A2) S3)

Establishment of sodium reduction plan (by year) by foodservice facilities according to the sodium 
reduction project conducted by the Seoul and Government

80.5 64.6 76.8

Evaluate the performance of sodium reduction per foodservice facilities annually 76.8 52.4 65.9
Provide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to customers regularly 91.5 81.7 76.8
Environment-friendly food ingredients,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Low food use in food 

miles
81.7 82.9 78.0

Practice to reduce energy (water, electricity, gas, etc.) 91.5 87.8 76.8
Yearly assessment of food waste reduction plan establishment and performance 84.1 61.0 69.5
Installation of cans, glass bottles, paper, plastic recycle facilities 84.1 65.9 63.4
Do not use disposable utensils except in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power failure and power 

failure
92.7 87.8 80.5

Purchase products that minimize packaging waste 87.8 76.8 73.2
1)Understanding. 2)Under application. 3)Su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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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need of revising current food and nutrition standards for child care setting based on a qualitative study
Theme Sub-Theme Contents

The necessity of 
guideline for 
separate food 
ingredient 
suppliers

Explicit provision of 
product quality 
characteristics for 
buyers

Provision of information available immediately at the stage of purchase on 
agriculture, fisheries and aquatic products (Example: Presenting a visible 
“certification mark”) 

Provision of information on food ingredients available to nutritionists during 
inspection (Example: Allergy-inducing foods, inclusion of trans fat)

The necessity for 
quality management

Minimization of packaging waste
Priority in quality improvement of food ingredients

The conformity 
of basis and 
purpose of the 
item

Inconsistency 
between basis and 
purpose

Definition of item and inconsistency of purpose (Example: Grade of beef, packaged 
drinking water)

Clarification of 
purpose

Unclear technology of evidence-based purposes (Example: Reduction of sugar and 
canned fruits)

Consideration 
of contextual 
situations

Subject of application Impossibility of applying menu preference survey for child
Impossibility of implementing plan of food waste reduction for child

Distribution supply of 
food ingredients

Seasonality of food ingredients
Circumstance of food ingredients supply 

The environment of 
the food provider

In the case of ‘nutrition standards for food and snacks’ and ‘standard for consumption 
of foods’, they are recommended as recommendations at present stage.

Improving the provision environment rather than one-sided provision (Example: 
Nonfat milk or low fat milk)

Necessity of 
establishing 
foundation of 
Seoul City 

Providing information 
and materials

Provision of data for radioactivity testing
Provision of sodium reduction plan by food station

Providing the 
program

Food and nutrition ingredient management and order integration program for food 
managers only

또한, 목적의 명확성을 고려할 때 식품의 구매기준 중 ‘과

일통조림의 경우, 당이 첨가되지 않은 과일 자체 주스에 담

긴 제품을 구입한다.’는 가공식품인 통조림 제품의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목적인지, 당이 첨가된 과일 통조림의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목적인지 불분명하므로 기준의 목적인 섭취 

감소가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성이 제시되었

다. 

맥락적 상황 고려

본 연구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식품영양관리기준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부 항목은 적용 대상을 고려

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식단 작성 및 급식 생

산기준 중 ‘주기적으로 급식고객의 메뉴 선호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메뉴 작성에 반영한다.’ 항목의 경우 영유아를 대

상으로 선호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상황을 고려

하여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급식운영의 

사회적 책임 기준 중 ‘음식물쓰레기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실적을 매년 평가한다.’도 급식 인원이 다양

하고 급식의 우선순위가 성장･발달인 영유아 대상 공공급식 

제공기관에서의 맥락을 고려할 때 ‘단, 수행 실적 평가는 정

량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시되었

다. 

“음식물쓰레기 저감화 계획 수립은 결국 잔반 줄이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이들이 원할 때는 추가로 음식을 

제공하도록 여유분을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이 안 먹으면 그게 다 잔반이 되요. 결국, 기준끼리도 엇갈리

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선호도가 높은 음식만 주면 영

양소가 불균형해져요…” 

“음식물쓰레기 저감화는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영유아 

특성에 맞게 ‘영유아를 위한 영양교육, 음식 남기지 않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식자재 유통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식품을 제공해야 한다

는 의견도 있었다. 식단 작성 및 급식 생산기준 항목 중 ‘매 

식사에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메뉴를 한 가지 이상 제공한

다.’는 제철 식재료의 수급이 지역별･식자재 구매업체별로 

차이가 있고, 식재료에 따라 제철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절마다 대표적인 제철 식재료를 

가이드라인에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고 응답하였다. ‘점심 급식 기준으로 일주일에 1회 이상 생

선 메뉴를 제공하고, 2주에 1회 이상은 등푸른생선을 제공

한다.’는 항목 역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공하되 수산물 식

자재의 수급 상태를 고려하여 필수보다는 권고 사항으로 제

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급식 제공업체의 환경을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한 항목으

로, 급(간)식 식단의 영양 기준 중 ‘점심 1회와 간식 2회 공급

을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공한다.’ 등 영양소 

섭취기준에 대한 5문항과 식단 작성 및 급식 생산기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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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식사 기준으로 주식에 잡곡류 주 3회 이상 제공한다.’ 

등 채소, 해조류, 버섯류, 절임류, 튀김류 등의 섭취 횟수를 

정량화한 16문항에 대하여 기준이 매우 자세하므로 급식 

제공업체의 환경을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

며, 영유아 공공급식 제공기관의 영양 관리기준은 보건복지

부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KDRIs,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을 준수하여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식품의 구매기준 중 ‘무지방 또는 저지방 유제품을 

구입한다(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급식,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소 제외).’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

는 우유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 차원의 기준 확대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 

확대 적용을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정보 및 자료 제공을 

비롯한 지원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

다. 식품의 구매 기준 중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

된 수산물을 구입한다.’의 경우 소규모의 수산물 공급업체는 

현실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서울시

가 방사능 검사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어야 수산물 공급

업체가 시간과 비용, 절차의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방사능 검사를 (어느 기관에서 할지) 신뢰성 있는 기관

을 제시해줘서 ‘아래 명시된 기관 중에 받으세요.’라고 해줬

으면 좋겠어요….”

급식운영의 사회적 책임 기준 중 ‘정부 및 서울시에서 수

행하는 나트륨 저감화 사업에 준해 급식소별 나트륨 저감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다.’와 ‘급식소별 나트륨 저감화 수행 

실적을 매년 평가한다.’ 등 나트륨 저감화와 관련한 항목의 

경우 서울시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할 수 있는 

나트륨 저감화 계획을 안내 지침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이 제시되었다.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기준이 위탁 급식업체에서 통용되

는 성인용 기준만 있는 것 같아요.”

“매년 평가를 하려면 이러한 나트륨 저감화를 계속 진행

해야 하는데, 국 종류가 너무 다양하여 힘들다고 하더라고

요.”

서울시 차원에서 식품영양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개발해서 제공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건강

하고 안전한 식사 환경 기준 중 ‘식당이 있는 급식소에서는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매 식단의 영양성분(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칼슘, 나트륨, 비타민 A, 비타민 C 등)을 제시

한다.’의 경우 영유아 공공급식 제공기관은 초･중･고등학교

처럼 급식 관리자 전용 식품영양 분석 프로그램(NEIS, 학교 

급식시스템)이 없어서 기준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었다. 영유아 공공급식 제공기관의 경우, 영유아용 영양소 

섭취기준이 따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아 한국영양학회

의 캔 프로그램(CAN-Pro)에 일일이 입력하여 사용 중이어

서 매 식단 영양성분을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메뉴 평가 및 발주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었다.

“이건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에요. 캔 프로(CAN-Pro)로 다 돌려야 하니

까.”

“아쉬운 게 NEIS(학교 급식시스템)만 있어도. 식단만 있

으면 클릭하면 다 나오거든요. 캔 프로(CAN-Pro) 돌릴 필

요도 없고 시스템으로 되는 건데, 그만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질적 연구: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수행한 결과, 질적 연구에서 도출된 보완 및 수정 

내용을 반영할 것과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관리기

준을 간소화하고 간소화된 일부 기준을 권고사항으로 하며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최종안 도출

기 개발된 식품영양관리기준(14)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

된 근거에 기반을 둔 식품의 구매기준, 급(간)식 식단의 영양 

기준, 식단 작성 및 급식 생산,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 환경, 

급식운영의 사회적 책임 기준의 최종안을 제시하였다

(Table 3).

식품 구매기준의 총 42개 문항 중 11항목은 기 개발된 

식품영양관리기준(14)의 내용을 유지(이하 유지)하고, 20

항목은 내용을 수정(이하 수정)하였으며 2항목은 기존 문항

에 통합하였다. 수정 내용은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인증표시 마크 제시’, 트랜스지방 포함 여부의 정보 제공 

등의 별도의 식자재 공급업체용 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 또

한, ‘쇠고기 등급’ 항목의 정의를 목적에 맞게 ‘상’등급으로 

수정하였고,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방사능검사 가능 기관을 제시하였으며 HACCP의 변경된 정

의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예

외’ 부분의「※단,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

하지 않은 경우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의 

경우 식품의 구매기준 전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가이

드라인에 유의사항으로 제시하였다. 간소화를 위해 내용이 

유사한 기존 11-1과 12번을 통합하였다. 

급(간)식 식단의 영양 기준 5개 문항 모두 수정되었다. 

급식 제공업체의 환경을 고려하여 전체 항목을 권고사항으

로 제시하였으며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하

였다. 

식단 작성 및 급식 생산의 16개 문항 중 13항목을 수정하

고 2항목을 유지하였으며, 한 항목은 삭제하였다. 특히 간소

화를 위해 급식과 간식의 제공 기준(Ⅲ-1, Ⅲ-2)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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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의 권고사항으로 분리하였다. 계절별 제철 식재료의 경

우 해당 품목을 구체적인 리스트로 제시하여 계절 및 수급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공공급식 기관의 

환경을 고려하여 생과일‘과’ 생채소의 주 3회 이상 제공의 

경우 생과일‘이나’ 생채소로 변경하여 권고사항으로 제시하

였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환경을 7문항 중 5항목을 수정하고, 

한 항목은 유지, 한 항목은 삭제하였다. 급식관리자 전용 식

품영양성분 관리 및 발주 통합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전까지 

‘매 식단의 영양성분 게시’는 권고사항으로 변경하였다. 또

한, 이해도(53.7%), 적용도(42.7%), 적합도(47.6%)가 현저

히 낮아 적용 가능성이 낮은 기준이라 판단되는 ‘식당 급식

의 경우 고객이 이용하기 쉬운 곳에 식수대를 설치하고, 무

료로 식수를 제공’은 삭제하였다. 

급식운영의 사회적 책임 기준 9문항 중 7항목은 수정하였

고, 2항목은 유지하였다. 영유아와 학부모 및 주 양육자를 

위한 영양교육의 예시를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였다. 생소할 

수 있는 ‘푸드마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수정하였고, 쓰

레기 분리수거 시설 설치의 경우 필수기준에서는 제외하였

으나 영유아의 경우 교육의 기회 제공 차원에서 권고사항으

로 변경하였다. 

고   찰

본 연구는 기 개발된 어린이집 대상 ‘공공급식 식품영양 

관리기준’(14)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수정 및 보완하여 

궁극적으로 서울시 관내 확대 적용을 위해 수행되었다. 각 

문항 중 수정 및 검토가 필요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한 설문

조사 결과 ‘공공급식 식품영양 관리기준’의 이해도의 경우 

평균 86.9%, 적용도는 80.7%, 적합도는 82.6%였다. 이를 

기반으로 수행한 어린이집 관련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와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식자재 공급업체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항목의 근

거와 목적의 합치성, 맥락적 상황 고려, 서울시 차원의 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의한 일부 기준의 수정, 보완이 도출되었고 

적용 가능성 확대를 위해 식품영양관리기준을 간소화하고 

필수 및 권고사항으로 분리한 가이드라인(Fig. 1)을 어린이

급식소와 식재료 제공업체용으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수정･보완된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가

이드라인은 구매식품(필수기준 16항목, 권고사항 4항목), 

급･간(식) 식단의 영양 기준(권고사항 4항목), 식단 작성 및 

급식 생산(필수기준 2항목, 권고사항 2항목), 건강하고 안전

한 식사환경(필수기준 1항목, 권고사항 2항목), 급식운영의 

사회적 책임 기준(필수기준 3항목, 권고사항 3항목)으로 구

성되었다. 단, 영유아 공공급식 제공기관의 물리적･인적 환

경에 제약이 있음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단계적, 차등적

으로 적용할 것이 제안되었다. 

국외의 경우 미국 뉴욕시의 식품 기준(16)은 ‘식품의 구매 

기준’, ‘식사 및 간식 표준’, ‘Agency 및 인구집단별 표준 

및 예외’, ‘지속가능성 권장 사항’의 4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의 구매 기준’에서 영양소 요구사항으로 트랜스지방과 

나트륨 제한을 제시하고, ‘식사 및 간식 표준’에서 식품군별

로 구매 시 요구되는 사항을 제시하였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본 기준과 공통점이 있다. 또한, Los 

Angeles Food Policy Council(17)에서는 급식서비스 제공

기관을 위한 좋은 식품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하고 생태학적으로 건전하며 경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

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인도적인 시스템의 중요성을 제시하

며 좋은 식품의 구매를 위한 실제 단계를 제시하였다. 미국

의 농무부(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

ture)에서는 아동 및 성인 보호 급식 프로그램(CACFP,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을 통해 연방의 영양 

지침을 준수하여 나이 및 제공되는 식사 유형에 따른 식사 

패턴을 제공하고 있다(18). 건강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영양가 있는 식사 및 간식을 보육기관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영유아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과 유사하였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의 식단 작성 및 급식 생산의 기준은 

‘주식에 잡곡류를 주 3회 이상 제공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지침을 급식용, 간식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공공급식 제

공업체의 환경을 고려하여 권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해외

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식단 작성 및 급식 생산에 관한 기준으

로 핀란드는 NNC(National Nutrition Council)에 의해 핀

란드인의 음료 추천, 비료에 셀레늄 보충, 비타민 D 강화 

프로그램, 식품의 소금 함량 표시, 요오드에 의한 소금 강화 

등 영양에 관한 기본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19). 또한, 이러

한 영양 정책은 경제, 산업, 지역 및 농업 정책 목표와 함께 

조치의 이행이 모니터링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영유아의 올바른 영양

을 위해 공공급식 담당자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학부모 및 

주 양육자를 위한 영양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를 

위한 영양교육의 예시를 가이드라인에 제시하였다. 이와 관

련하여 Erinosho 등(20)은 건강한 식습관과 관련된 정책이 

직접적인 건강한 음식 섭취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제시

하며 식사제공자의 영양교육을 통해 공급되는 식품에 대한 

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동으

로 노력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식사 및 간식을 섭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모델링함으로써 지역 사회 전체의 건강을 

도모하는 생태학적 프레임을 조성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Fung 등(21)은 캐나다에서 학교의 영양 

정책 시행 전후 어린이 식이 섭취량 및 체중을 비교･평가한 

결과 우유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고, 설탕-가당 음료 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과체중과 비만 유병률은 계속 증가

하였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건강

한 학교 식량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일관된 정부의 지

원이 필요함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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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 of guidelines for food and nutrition management standards of public food services 2015.

또한, 본 연구는 급(간)식 식단의 영양 기준에서 점심 1회

와 간식 2회 공급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한 영유아 영양소별 권장섭취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매끼 식사에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메뉴를 한 가지 이상 제공한다.’ 등 끼니별 식재료와 식품군

의 섭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Benjamin 

Neelon 등(22)은 급식의 질 관리가 더욱 중요한 종일반 어

린이의 보육원 영양 증진을 위해 South Carolina에서 저소

득층 아동에게 제공되는 식음료의 영양 품질을 향상시키고 

제공자와 아동 간 상호 작용을 향상시키는 기준을 개발하였

음을 제시하였다. Benjamin Neelon 등(23)은 낙후된 지역

의 보육원이 국가의 영양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평가한 

결과 모든 보육원이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는 않았다고 제

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로부터 가이드라인을 

수행하는 공공급식 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가이

드라인 준수 여부’ 평가를 통해 우수한 급식 담당자에게는 

혜택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더욱 건강한 식사 환경을 제공하

도록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자발적인 설문 응답에 기반을 두었으므로 설문

지 회수율이 다소 낮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서

울시 차원에서 서울시와 교육청을 통해 최대한 참여를 독려

하고 표본이 치우치지 않고 대표성을 띄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급식관리자가 발주 및 식품영양관리를 통합

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서 발주 시 알레르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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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지방 유무 등 식자재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문제

가 제시됨에 따라 급식관리자 전용 식품영양성분 관리 및 

발주 통합 프로그램을 서울시 차원에서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관내 공공급식 제공기관에 평가 및 모니터링의 기준을 제시

하여 향후 모든 공공급식 제공기관에 가이드라인의 확대 적

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오랜 시

간을 보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 접근적 전략에 기반을 

둔 식품영양 중재는 건강 식생활과 건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보완･수정한 서울시의 장 접근적 전략에 기

반을 둔 영유아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 가이드라인이 

향후 지속적인 보완과 평가를 통해 어린이의 향후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는 모델로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요   약

본 연구는 양적･질적 조사를 통해 기존 개발된 ‘서울시 영유

아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어린이집’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향후 확대 적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실시하

였다. 기 개발된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문항

별 이해도, 적용도, 어린이집 건강급식 실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2015년 

11월 서울시를 통해 서울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총 82개소에 이메일로 설문 조사하였다. 또

한, 서울시 관내 공공급식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및 

육아지원센터 영양사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각 기

준의 적절성을 최종 검토하여 본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수정안을 도출하였다. 기 개발된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

관리기준의 설문조사 결과(n=82), 조사 항목에 대한 이해도 

86.9%, 적용도 80.7%, 어린이집 건강급식 실천력을 향상시

키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적합도가 82.6%로 도출되었

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질적 

평가한 결과, 확대 적용을 위해서 식자재 공급업체용 가이드

라인의 필요성, 항목의 근거와 목적의 합치성, 맥락적 상황 

고려 및 서울시 차원의 기반 구축의 필요성 등 수정을 위한 

4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기준의 확대 적용을 위해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안의 가이드라인을 영유아 공공

급식 제공 기관용으로 제시하되 일부 가이드라인은 식자재 

공급업체가 필수나 권고로 제공해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

양관리기준’의 적용 가능성 평가를 통해 기준이 확대적용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수정 및 보완을 통해 공공급식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유지

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검토로 급식관리자 전용 식품영양성분 관리 및 발주 통합 

프로그램 도입 등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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