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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학교 식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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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atisfaction of School Food Service Using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Han, Byeol․Kim, Ho․Yang, Sung-Bu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atisfaction and the perception of 

school food service using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parents. We surveyed related to satisfaction 

of school food service, perception of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and perception of school food service using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As a result, the majority of students and parents want to expand the school 

food service using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Also It was analyzed 

that the use of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would increase school 

food servic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the using environmental-friendly products 

in school food service experience positive effects thorough school food service, it 

will give a posi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school food service. As a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making policy about expansion school food service.

Key words :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school food service 

satisfaction

Ⅰ. 서    론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적 및 정서적 건강에 있어 중요하다.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함께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식량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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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Kim and Jeon, 2013; Lim 

and Yang, 2013; Yang, 2017). 나아가 학교급식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관

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식자재로 사용되는 농 ․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자로부터 중간유통업체, 지역농협, 도매시장 등을 통해 출하되며, 소비 단계

에서 학교급식은 전체의 약 3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의 예

산도 2009년 1,532억 원에서 2015년 9,451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MAFRA, 2016; An et al., 

2018).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다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 2018년 학

교급식 기본방향에 의해 서울시의 경우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을 70% 이상 사용을 권

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사용되는 비중은 평균 25.0% 수준이다. 

특정 구의 경우 70% 이상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중이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구도 존재

한다. 서울시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도농상생프로젝트 등의 방안을 통

해서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2020년까지 70.0%까지 유지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도

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비율이 2015년 59.6%, 2016년 63.0%이며 2018년까지 70.0 

%로 확대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 내 전체학생에게 친환경 학교급식

을 시행하고 있다(Yoon and Song, 2018).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급식대상

자의 만족도 및 개선점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과 관련한 연구는 급식의 맛, 급식의 식단, 위생상태, 친환경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 무상급식에 대해 학생, 학부모,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Yang (2017)은 충청남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An 등(2018)은 경기 일부 지역의 학부

모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견해와 인식,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농산물의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Lim과 Yang (2013)은 전북지역의 초 ․ 중 ․ 고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하였다. Kim과 Yang(2017)은 충청남도 지역

의 초 ․ 중학생의 무상학교급식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Lee 등(2009)는 

충남지역의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사용실태 및 친

환경농산물 사용 증가를 위한 대책과 개선점을 조사하였다. Lee과 Yang(2017)은 식재료의 

1차 수요자인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는 학교급식 이해당사자 즉 학생, 학부모, 영양교사 등을 분리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고, 특정 지역에만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교급식의 이해당사자를 

분리할 경우 이해당사자 간의 복합전인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특정 지역만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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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결과를 통해 전국 단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

책이나 제도를 수립, 보완하는 것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초 ․ 중 ․ 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농

산물 사용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을 파악한다. 우선 학생을 대상으로는 급식식단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다음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친환경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대한 인식, 친환경

농산물 급식 확대에 대한 인식,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급식 현황, 선호도에 따른 만족도

를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전국 단위의 학생 및 학부모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의 만족도를 분

석함으로써 향후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

다.

Ⅱ. 연구방법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만족도 및 개선사항 조사를 위해 2018년 5월 2일

부터 2018년 5월 10일까지 초 ․ 중 ․ 고 학생 1,000명과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

을 진행하였다. 표본 추출은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인구수와 남녀 비율을 고려하여 충화추

출을 실시하였다.

주요 설문내용으로는 학교급식 만족도,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급식 현황, 친환경농산물

에 대한 선호도, 평가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사용이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학생의 경우 남학생 521명(52.1%), 여학생 479명(47.9 

%), 학부모의 경우 남성 217명(43.4%), 여성 283명(56.6%)이다.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 240명

(24.0%), 중학생 340명(34.0%), 고등학생 420명(42.0%)이다. 학부모의 경우 평균 연령은 42.9

세이다. 학생의 경우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581명(58.1%), 그렇지 않은 경우는 409

명(40.9%)이고, 학부모의 경우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310명(62.0%), 그렇지 않은 경우는 117

명(23.4%), 무응답은 13명(2.6%) 였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평균 가구원 수는 3.9명대로 비

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평균 자녀수는 1.88명이였으며 생협 조합원은 69

명(13.8%) 이였다(Table 1). 

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 23.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독립표본 t 검정, 교차분석,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급식 확대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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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Frequency (N(%))

Students Parents

Gender
Male 521(52.1) 217(43.4)

Female 479(47.9) 283(56.6)

Age

Elementary school 240(24.0)

42.9(S.D.: 4.63)Middle school 340(34.0)

High school 420(42.0)

Region

Seoul 262(26.2)  89(17.2)

Sejong   8(0.8)   4(0.8)

Incheon  77(7.7)  30(6.0)

Gwangju  27(2.7)  17(3.4)

Daegu  61(6.1)  26(5.2)

Busan  50(5.0)  30(6.0)

Ulsan  22(2.2)  13(2.6)

Daejeon  45(4.5)  17(3.4)

Gyeonggi 264(26.4) 137(27.4)

Gangwon-do  16(1.6)   1(0.2)

Chungcheongbuk-do  21(2.1)  17(3.4)

Chungheongnam-do  20(2.0)  23(4.6)

Jeollabuk-do  21(2.1)  17(3.4)

Jeollanam-do  19(1.9)  20(4.0)

Gyeongsangbuk-do  31(3.1)  26(5.2)

Gyeongsangnam-do  48(4.8)  36(7.2)

Jeju-do   8(0.8) -

Working

parents

Yes 581(58.1) 310(62.0)

No 409(40.9) 177(23.4)

No answer -  13(2.6)

Number of household 3.94(S.D.: 0.78) 3.96(S.D.: 0.77)

Income

(/month)

Under 1 million won

-

  3(0.6)

 11(2.2)1~2 million won
 28(5.6)2~3 million won
 93(18.6)3~4 million won
118(23.6)4~5 million won
 90(18.0)5~6 million won
 65(13.0)6~7 million won
 42(8.4)7~8 million won
 24(4.8)8~9 million won
  9(1.8)9~10 million won

 17(3.4)Above 10 million won

Number of children - 1.88(S.D.: 0.67)

Member of a consumer’s 

cooperative 

Yes
-

 69(13.8)

No 431(86.2)

Note :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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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학교 식 만족도  친환경농산물 사용 인식

현재 제공받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해 1회 배식의 양, 급식의 맛, 반찬의 종류, 식자재의 

신선도, 급식의 위생상태, 조리실의 위생상태,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학교에서의 위생교

육, 자녀 만족도, 부모 만족도를 조사하였다(Table 2). 학생과 학부모 모두 조리실의 위생 상

태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급식의 위생상태, 1회 배식의 양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의 위생교육,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의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

으며 학부모의 경우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만족도, 학교급식에 대한 자녀의 만족도가 낮게 

분석되었다. 

Table 2. Satisfaction on school food service

Mean (S.D.) 

(p-value)Students Parents

The sanitary conditions of kitchen
3.70

(0.891)

3.73

(0.821)

0.488

(0.625)

The sanitary conditions of school

food service

3.65

(0.957)

3.72

(0.820)

1.401

(0.161)

The amount of one-time food
3.56

(0.946)

3.56

(0.848)

0.004

(0.969)

The freshness of the ingredients
3.55

(0.911)

3.63

(0.847)

1.622

(0.105)

The taste of school food service
3.49

(1.100)

3.53

(1.023)

0.012

(0.458)

A various kinds of side dishes
3.40

(1.043)

3.47

(0.951)

1.377

(0.169)

Sanitary Education at School
3.31

(0.987)

3.58

(0.840)

5.240***

(0.000)

Dietary Education at School
3.30

(0.976)

3.52

(0.872)

4.315***

(0.000)

Satisfaction

Students
3.49

(0.991)

3.48

(1.033)

0.191

(0.849)

Parents -
3.46

(0.974)
-

Note 1 : S.D. = standard deviation

Note 2 : single, double, and triple asterisks (*) denote significance at 10%, 5%, and 1% leve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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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의 급식 만족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평균비교 검

정을 한 결과 학교에서의 위생교육,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에서의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였

다. 이는 다른 항목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교육부문과 관련해서는 학생이 학부모보다 더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 이는 학생이 교육의 

실제 수요자이기 때문에 학부모보다 급식의 위생 및 식생활교육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사용 여부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대부분이(학생 671명(63.9 

%), 학부모 313명(62.6%)) 친환경농산물 사용 여부를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Kim (2016)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약 11,630개교 중 약 8,639개교

(74.3%)에서 친환경농산물 급식이 사용되고 있다.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 학

교급식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친환경농사물의 사용여부를 인

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친환경농산물 사용인식 여부와 응답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 간에 친환경농산물 사용인식 여부에는 관련이 없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실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

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able 3. Perception of school food service using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Frequency (N(%))  value

(p-value)Students Parents

Using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280

(28.0)

132 

(26.4)

4.341

(0.362)

Non-Using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74 

(7.4)

55 

(11.0)

Do not Know
646

(64.6)

313 

(62.6)

Total
1,000

(100.0)

500 

(100.0)

2. 친환경농산물 사용 학교 식에 한 만족도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

물을 사용하는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만족도, 친환경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친

환경농산물 사용 비율에 대한 만족도, 친환경농산물 종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서 조사항목 중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급식이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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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종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이는 재배방법이 까다로운 친환경농산물의 특성상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고 현재 공급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종류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의 종

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분석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친환경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친환경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의 만족도에 평균의 차이

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Table 4).

Table 4. Satisfaction on school food service using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Mean (S.D.) 

(p-value)Students Parents

The satisfaction general

school food service

3.81

(0.831)

3.84

(0.854)

0.244

(0.808)

Utilization rate of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3.80

(0.830)

3.80

(0.785)

0.003

(0.998)

The variety of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3.74

(0.832)

3.73

(0.771)

0.073

(0.942)

Note : S.D. = standard deviation

3. 향후 친환경농산물 확   요구사항

향후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견을 조사한 결과 

학생 983명(98.3%), 학부모 487명(97.4%)이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5). 확대 찬성 및 반대와 응답자 간에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학생과 학

부모 모두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Pros and cons on school food service using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Frequency (N(%)) -value

(p-value)Students Parents

Agreement
983

(98.3)

487

(97.4) 0.585

(0.444)
The opposite

42

(1.7)

13

(2.6)

Total
1,000

(100.0)

5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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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의 친환경농산물 급식 확대에 따른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친환경농산

물 사용 비율, 친환경농산물 종류 다양화, 급식의 맛,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에 따른 추가 

요금 지급을 위해 정부의 지원 필요, 믿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사용이라는 항목에 대해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의 경우 급식의 맛에 대해 가장 요구사항이 높게 

나온 반면, 학부모의 경우 믿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향후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요구에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

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급식의 맛, 친환경농산물 종류 다양화, 친환경농

산물 사용 비율 증가 항목이 평균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분석되었다. 급식의 실제 수요자인 

학생들이 더 맛있고, 다양한 친환경농산물을 원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안

을 제시해야 한다. 반면 학부모들의 경우 믿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한 요구도

가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추후 친환경농산물사용 학교급식을 확대할 때는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의 인증 관리제도 개선, 더 엄격한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4. 학교 식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급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친환경농산물 사용인식여부 등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의 

Table 6. Requirement of school food service using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Mean (S.D.) 

(p-value)Students Parents

The taste of school food service
4.32

(0.79)

4.12

(0.77)

4.710***

(0.000)

Diversifying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4.17

(0.78)

4.09

(0.71)

1.990**

(0.047)

Utilization rate of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4.15

(0.76)

4.05

(0.72)

2.559***

(0.009)

Necessity of government support -
4.24

(0.76)
-

Use of reliable and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

4.45

(0.66)
-

Note 1 : S.D. = standard deviation

Note 2 : single, double, and triple asterisks (*) denote significance at 10%, 5%, and 1% leve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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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을 이용한 학생이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여부를 잘 모르는 학생과 비교해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확대할수록 현재 운영되는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친

환경농산물 확대 또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

이며, 현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그렇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와 비교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교급

식에서의 친환경농산물 확대가 학교급식 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학생과 학

부모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7. Effects of the use and expansion of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on the satisfaction of school food service

Coefficient (t-value) 

Students Parents

Constant  2.494(9.580)***  3.382(4.576)*** 

Gender (male=0)  0.073(1.122)  0.055(0.589)

Marital status (marriage=0) -  0.009(0.659)

Age -  0.236(0.871)

Number of children -  0.055(0.567)

School (Base variable :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0.086(-1.146) -0.296(-2.573)** 

High school -0.156(-1.804)* -0.637(-5.150)*** 

Household  0.047(1.220) -0.034(-0.410)

Region

(Base variable : Seoul)

Sejong -0.014(-0.038)  0.360(0.761)

Incheon -0.046(-0.340)  0.205(1.027)

Gwangju  0.126(0.625)  0.082(0.326)

Daegu  0.046(0.311) -0.068(-0.321)

Busan  0.125(0.788)  0.123(0.619)

Ulsan  0.266(1.167) -0.082(-0.296)

Daejeon -0.108(-0.660)  0.256(1.030)

Gyeonggi -0.063(-0.708)  0.199(1.541)

Gangwon-do  0.016(0.063)  0.10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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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에 대응한 문제점 개선점과 소비자 요구에 

부합 하는 체계적인 친환경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급식 부문의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 모두 조리실의 위생상태, 급식의 위생상태 등 위생과 관련한 부분에

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급식의 실제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간의 만족도 평균의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실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만족하고 이해하기 쉬운 식생활교육이 진행되어

야 한다.

둘째, 학교에서의 친환경농산물 사용인식 여부 조사결과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들이 친환

경농산물 사용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사용인식 여

Coefficient (t-value) 

Students Parents

Chungcheongbuk-do -0.087(-0.380)  0.119(0.481)

Chungcheongnam-do -0.006(-0.023)  0.375(1.694)*

Jeollabuk-do -0.194(-0.852)  0.217(0.872)

Jeollanam-do -0.305(-1.198)  0.154(0.664)

Gyeongsangbuk-do -0.356(-1.790)*  0.067(0.316)

Gyeongsangnam-do  0.363(2.238)** -0.030(0.161)

Jeju-do  0.162(0.335) -

Member of a consumer’s cooperative (No=0) - -0.110(-0.889)

Working Parents (No=0)  0.073(1.112)  0.011(0.124)

Income - -0.016(-0.692)

Using of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Base variable : Use)

No Use -0.869(-6.449)*** -0.643(-4.184)***

Do not know -0.548(-4.306)*** -0.370(-3.698)***

Expansion of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The opposite:0)
 0.246(1.461)  0.152(0.574)


  0.248  0.345

Note : single, double, and triple asterisks (*) denote significance at 10%, 5%, and 1% leve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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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응답자 간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 결과 학생과 학부모 모두 친환경농산물 사용 

여부를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급식만족도와 친환경농산물 

사용 여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사용

할수록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두 친환경농산

물 사용인식 여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식과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구

축해야 한다.

셋째,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여 학교급식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향후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가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가 친환경농산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서 원하는 부분은 학생의 경우 급식의 맛 향상, 학부모의 경

우 믿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사용이 가장 많이 요구되었다. 학생의 경우 급식의 실제 수

요자지만 학부모의 경우 급식의 실제 수요자가 아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

되며,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급식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친환경농산물 사용 및 확대의견이 학교급식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수록 친환경농산

물 확대에 대해 찬성할수록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 사용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서 급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전국 단위의 급식 현황, 선호도, 평가 

등을 조사하였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친환경농산물 급식의 확대에 찬성하고 있었고, 친환

경농산물을 이용한 급식을 이용할 경우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에 학생이 원하는 급식의 맛 향상, 학부모가 원하는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

을 학교급식 정책에 포함 시킨다면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이 더욱 확대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학생과 학부모의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대한 만족

도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향후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에 확대 

적용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Submitted, August. 30, 2018 ; Revised, September. 20, 2018 ; Accepted, September.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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