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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단체급식은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와
고도의 산업화로 급속하게 발달되어 왔으나 급식의 질적 성
장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Kim & Cheon
2001). 단체급식이란 산업체를 비롯하여 병원, 학교, 공공단
체 등 50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
공하는 것으로 일반식당이나 숙박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과
는 그 개념이 다르다(Cho 1998). 단체급식 시장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산업체 급식 시장이 전체 단체급식 시장의 73%이
며, 병원이 16%, 학교가 12%로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 다
(Ricca 2002). 한편 미국 내 산업체 급식 시장이 전체 단체
급식 시장의 18%로 낮은 점유율을 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산업체 급식 시장이 급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체 급식의 운 방식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산업체

에서 직접 운 하는 직 형태(self-management)가 대부
분이었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위탁운 (contracted
management)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
고 있는 추세이다(Kim 2001). 산업체 급식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의 기호성향에 대한 배려가 낮아지므로 급식
메뉴의 품질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보건 복지부 보고서(보건
복지부 1994)에 의하면 급식소에 대한 근로자의 평가 중 메
뉴의 품질과 메뉴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급식소에 대한 급식평가(Park & Ha
1998)에서도 학교식당의 개선점으로 메뉴의 다양화가 필요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메뉴의 품질특성에 대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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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satisfaction degree on menu served and identify food preference of the meal served
to 271 business and industry foodservice workers from 4 institutions by gender difference. The demographics indicated that
male(54.6%) and female(45.4%) were about an half each, mean age was ranged from 20 to 39 years old. The workers were not
contented with most of menu quality attributes served from past foodservice operation. Primary complaint was improper
temperature of the meal. Most workers liked meat and fish(52.1%) the most. Sensory quality evaluation from all workers was
3.37 points out of 5 points. However, female workers rated higher on the most of menu(3.72 points) compared with that of
male workers(3.35 points), indicating that satisfaction was higher in the female workers(p<0.05). Mean preference of all the
menu according to food type also have shown higher in female(3.52 point) than in male(3.45 point). Best food preference
according to food type considering cooking method of male was given to barley rice, boiled rice with assorted mixtures, marine
product stew, and Kimchi stew. On the other hand, females cared for curried rice, hash rice, and spaghetti but males have shown
low preferences to those foods females liked. Also, females liked more of fried, grilled and broiled food. However, both males
and females showed indifferent taste about the food cooked with steamed and stewed. From the findings, the business and
industry foodservice workers were not well satisfied with menu quality considerably and differed in food preferences by gender
clearly. Therefore, the manager of foodservice institution require to consider composition of gender ratio in menu preparation
along with sensory quality evaluation to lead the successful foodservi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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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급식에 반 하는 것은 급식관
리시 매우 중요한 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한편, 산업체 급식소 운 시 근로자의 식품기호도를 잘
파악하는 것은 식사품질의 향상에 전제조건으로서 이를 토
대로 한 메뉴의 다양화는 급식의 성공여부에 결정적 요인
이라 할 수 있다. 즉, 양적으로 아무리 균형 잡힌 식단이
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기호도를 무시하고 작성된 메뉴는
잔반량의 증가 및 급식비의 낭비는 물론 피급식자의 양
섭취상태에도 향을 미치므로써 급식관리의 실패를 초래
하게 된다(Lee 2005). 특히 동일재료의 식품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기호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Kim 2003). 기
호도는 성별, 재료별, 조리방법 등에 의해서 가장 향을
많이 받으므로(Cho 1998), 산업체 급식 운 시 이들 요인
을 고려한 기호도 조사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부 산업체 급식소에서 제공되어
진 메뉴의 품질특성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메뉴의 관
능적 속성 중 불만족요소가 무엇인지를 조사하 으며, 성
별에 따른 음식종류별 기호도를 조사함으로서 다양한 성별
구성을 갖는 산업체 근로자의 급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
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조사 시기
본 연구는 경기지역 4곳의 산업체 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급식소 책임자의 협조를 얻어 2003년 8월 11일부터 26일에
걸쳐 실시하 으며 300부를 배포하여 부실 기재한 경우를 제
외하고 271부(90.3%)를회수하여자료분석에사용하 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자의 연구(Cho 1998; Kim 등 2003;
Lee 등 2005)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하 다. 일반환경요인에서는 성별, 나이, 학
력, 결혼여부, 소득수준, 피급식기간 등을 조사하 다. 급식
소에 대한 근로자의 급식 평가에서는 메뉴의 품질특성에 대
한 만족도 및 메뉴의 관능적 품질특성 조사를 실시하 으
며, 성별에 따른 메뉴의 음식종류별 기호도를 조사하 다.

근로자의 메뉴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Yang 등(1995)의
연구, Lee(1996)의 연구, Stevens 등(1995)의 연구를 근
거로 메뉴의 품질 특성 10가지를 Likert의 5점 척도로 조
사한 후 기대도(1=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2=기대하지 않았
다. 3=보통, 4=기대하 다, 5=매우 기대하 다)와 인식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러하
다, 5=매우 그러하다)를 평가하고 만족도는 각 특성별로
인식도 점수에서 기대도 점수를 뺀 값으로 평가하 다.

메뉴의 관능적 품질특성 평가는 각 급식소에서 현재 제
공된 5가지 메뉴에 대해 O’hara 등(1997)의 연구에서 제
시한 방법을 수정·보완하여 외관, 풍미, 질감, 온도, 전반
적 평가의 5항목을 Likert의 5점 척도(1=매우 싫다, 2=싫
다, 3=보통이다, 4=좋다, 5=매우 좋다)로 평가하 다. 기
호도 조사는 산업체 급식소에서 제공되고 있는 식단을 중
심으로 조리방법과 음식종류를 고려한 밥류, 일품요리류,
면류, 국류 및 찌개류, 찜류 및 조림류, 구이류, 볶음류, 튀
김류, 무침류, 김치류, 전류 등 11개 항목으로 나누어
Likert의 5점 척도로 평가하 다.

3. 통계 처리 방법
본 연구의 결과는 SPSS Windows version 11.0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분석 처리하 으며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환경요인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2) 관능평가와 기호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량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 고, 성별에
따른 유의성 검증은 T-test로 하 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 환경 요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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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71)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Gender
Male 148(54.6)
Female 123(45.4)
20~29 82(30.3)

Age
30~39 114(42.1)

(Yrs.)
40~49 43(15.9)
50~59 26( 9.3)
> 60 6( 2.4)
Middle school 11 ( 4.1)
High school 114 (40.6)

Education attainment Junior college 60 (22.1)
College/University 81 (29.9)
>Graduate school 9 ( 3.3)

Marriage status
Married 164 (60.7)
Single 106 (39.3)
< 100 13 ( 4.8)

Family income
100~200 77 (28.4)

(10,000 won)
200~300 103 (38.1)
300~400 54 (19.9)
> 400 23 ( 8.5)

Duration of
< 3 91 (33.6)

foodservice given
3~6 84 (31.0)

(Yrs.)
6~9 41 (15.1)
> 9 55 (20.3)



조사 대상자는 남자가 54.8%, 여자가 45.2%를 차지하여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 다. 연령은 30~39세가 42.1%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40.6%, 대학교
졸업자가 29.9%로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가 전체의
70.5%를 차지하 다. 조사대상자는 2/3가 기혼자(60.7%)
로서 가구당 월평균 수입은 200~300만원 미만이 38.1%
로 가장 많았다. 급식 기간은 3년 미만이 33.6%, 3~6년이
31.0%로 대부분 급식 수혜기간이 6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2. 메뉴의 품질 특성에 대한 만족도
기존급식 메뉴의 품질 특성에 대한 만족도를 <Table 2>

에 제시하 다. <Table 2>에 제시된 기대도를 보면, 기대
도가 높았던 항목은 음식의 양적 균형(3.54점)과, 신선
도(3.51점) 던 반면에 기대도가 낮았던 항목은 음식의 외
관 (3.19점), 메뉴선택의 다양성(3.37점)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Lee & Yang(1999)의 연구에서 외관(3.14점)의 기
대도가 가장 낮았던 결과와 일치했다.

인식도가 높았던 항목은 음식의 온도(3.47점)> 음식의
적절한 양가(3.41점)> 1인 1회 분량(3.40점) 순으로 높
았다. 인식도가 가장 낮았던 항목은 선호하는 메뉴의 제공
(3.23점)이었는데, Lee & Yang(1999)의 연구결과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2.91점)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메뉴속성별 기대도와 인식
도 등을 3.1~3.5점 범위 내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메뉴에
대한 기대도와 인식도는 보통범위를 약간 상회하는 편으로

높지 않은 편이었다.
한편, 만족도는 인식도 점수에서 기대도 점수를 뺀 값이

며(Zeithaml 등 1990), 이 값이 [-]인 경우, 기대도에 비
해 인식도가 떨어져 불만족한 것으로 분석된다(Cronin &
Taylor 1992; Lim 등 1999). 만족도를 살펴보면 1개 항
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제한된 식사시간, 부족한 급식시설, 선택적
이지 못한 식단 등이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메뉴의 관능적 속성 중 불만족 요소
<Table 3>은 현 급식소의 조사대상자가 그 동안 받아왔

던 급식메뉴의 관능적 속성 중 가장 불만족한 요소가 무엇인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현 급식소에서 제공
되는 밥, 국, 반찬 및 김치의 4개 종류에 대하여 외관
(appearance), 풍미(flavor), 질감(texture) 및 음식의 온
도(temperature)등 4개 항목에 대하여 가장 불만족한 요소
가 무엇인지를 평가하게 하 다. 조사항목 중 음식의 온도는
병원급식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능적 속성을 연구한 Lim 등
(1999)의 결과, 온도가 만족도에 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
으로 평가되어졌기 때문에 조사항목에 포함하 다. 그 결과
제공되고 있는 모든 음식에서 배식시“음식의 온도”에 가장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체 급식에 있어서
체계적인 적온급식의 시설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진다.
한편, 이와 같은 결과는 <Table 2>의 메뉴품질 특성 만족도
에서 조사항목 중 조사대상자들의 음식의 온도에 대한 인식
도가 높았던 것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긴 하나 전반
적인 인식도가 3점을 약간 상회하고 있어 보통정도 범위라
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될 수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4. 메뉴의 재료별 음식종류에 대한 기호도 평가
조사대상자가 좋아하는 재료별 음식종류를 조사한 결과

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고기 및 생선류
52.1%, 채소 및 해조류 31.0%로 전체의 83.1%를 차지하
여 기호도가 높았던데 반해 곡류는 4.4%로 가장 기호도가
낮았다. 본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Byun &
Jung(2006)의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이 고기 및 생선류를
선호하 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 으나, 채소류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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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atisfaction degree of business and industry
foodservice workers according to menu quality
characteristics

Menu quality attribute Expectation Perception Satisfaction2)

The Appearance of 
food looks good

3.191)± .79 3.33± .72 0.14±1.03

The food is well 
seasoned with salt

3.43  ± .69 3.34± .73 -0.08± .77

The food is fresh 3.51  ±1.95 3.34± .73 -0.18±1.89

The serving temperature 
is appropriate

3.41  ± .79 3.47±1.94 0.07±1.99

Menus have good 
nutritional balance

3.54  ± .81 3.37± .75 -0.17± .81

Adequate nutrition 
is served

3.43  ± .75 3.41± .72 -0.02± .76

The proper serving size
is served

3.41  ± .68 3.40± .75 -0.01± .77

The choice of menu is 
given diversely

3.37  ± .80 3.24± .87 -0.13± .83

Favorite menus are served 3.38  ± .81 3.23± .78 -0.15± .77

The price of menu 
is acceptable

3.42  ±1.90 3.35± .75 -0.06±1.92

Total mean±S.D. 3.44  ± .65 3.38± .63 -0.06± .59

1) Mean score in 5-point Likert scale
2) Satisfaction = Expectation - Perception

<Table 3> Most unsatisfactory sensory quality attribute on the
menu served by business and industry foodservice

(unit : %)

Item
Food

Appearance Temperature Flavor Texture

Cooked Rice 7.51) 57.5 20.0 15.0
Soups 10.6 68.1 19.1 2.1
Dishes 11.1 55.6 22.2 11.1
Kimchi 7.0 58.1 25.6 9.3

1) Percent of the subjects rated on the most unsatisfactory sensory
attribute



호도는 고등학생들이 가장 낮은 기호도를 보인반면 산업체
근로자의 기호도(31.0%)는 비교적 높은 기호도를 보여 다
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5. 현 급식소에서 제공 되어진 메뉴의 성별에 따른 관능
적 품질 평가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메뉴별 관능적 평가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 다. 먼저 조사대상자 전체는‘밥’

3.45점, ‘국’3.42점, ‘반찬1’3.45점, ‘반찬2’3.37점,
‘김치’3.39점으로 평가하므로써 평균 3.37점을 기록하
다. 이 결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메뉴의 관능적 평가를 연
구한 Lee & Yang(1999)의 결과처럼 외관, 맛, 질감, 온
도 및 전반적인 바람직성에서 평균 3.2점을 나타낸 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 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관능 품질 평가를 살펴보면
남자보다 여자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제공되어진 5종류의 메뉴 중‘밥’에 대한 관능
적 품질에 대해 외관을 제외하고 풍미, 질감, 온도, 전반적
인 바람직성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국’에서도 풍미,
질감, 온도에 있어 여자가 남자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
났다. 또한‘반찬1’, ‘반찬2’및‘김치’에서도 풍미, 온도,
질감 등에 대해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하
다(p<0.05).
본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 전체는 메뉴의 관능적 품질에

대해 보통정도(3.37점)로 평가한데 반해 조사대상자를 남
녀로 구분하여 비교하 을 때에는 여자(3.72점)가 남자
(3.35점)에 비해 제공되어진 메뉴의 관능적 품질에 대해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러므로 근로자
의 성별을 고려하여 메뉴작성이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남자근로자의 메뉴에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6. 성별에 따른 음식종류별 기호도 조사
기호도 조사를 위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메뉴를 조리

방법을 고려한 음식종류별로 11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
다. 음식종류는 밥류, 일품요리류, 면류, 국류 및 찌개

류, 찜류 및 조림류, 구이류, 볶음류, 튀김류, 무침류, 김치
류, 전류 등으로 Likert의 5점 척도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 다.

조사대상자 전체의 기호도는 평균 3.47점[3.30점(무침
류)~3.72점(김치)]으로 평가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은 김치,
밥, 전류, 구이 등을 좋아하 던 반면 무침류에 대한 기호
도(3.30점)가 가장 낮았다. 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Cho(1998)의 연구와도 일치하 으며 Cheong(1999)의
연구에서도 김치가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 본 연구와
일치하 다.

조사대상자 전체의 각 음식종류별 기호도를 살펴보면 밥
류에 있어서는 오곡찰밥(3.67점)>잡곡밥(3.66점)>콩밥
(3.60점) 등의 순으로 좋아하 다. Jo(1993)의 중학생,
Ryu(2000)의 고등학생, Ahn(2000)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호도 연구에서는 쌀밥에 대한 기호도가 높아서 본 연
구와는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는 본 연구의 대상 평균 연령
이 30~39세로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국류 및 찌개류의 기호도는 냉이국(3.99점), 배추된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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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most preferred food material among business
and industry foodservice workers (N=271)

Food material N (%)
Meat & fish 142(52.1)
Peas & legumes 34(12.5)
Vegetables & seaweeds 84(31.0)
Grains 11( 4.4)

<Table 5> Sensory quality evaluation of menu served by current
business and industry foodservice workers

Food Item Male Female Total T value
Appearance 3.311)± .67 3.44± .68 3.50± .70 -1.58
Flavor 3.41  ± .66 3.61± .73 3.38± .72 -2.41*

Cooked Texture 3.28  ± .68 3.50± .75 3.46± .70 -2.51*
Rices Temperature 3.37  ± .69 3.56± .71 3.46± .70 -2.21*

Overall acceptability 3.35  ± .70 3.68± .72 3.49± .73 -3.76***
Mean±S.D. 3.35  ± .55 3.57± .60 3.45± .58 -3.12**
Appearance 3.25  ± .73 3.43± .81 3.44± .75 -1.85
Flavor 3.36  ± .72 3.54± .77 3.43± .77 -1.99*

Soups
Texture 3.33  ± .74 3.56± .78 3.46± .72 -2.53*
Temperature 3.40  ± .68 3.53± .76 3.46± .72 -1.47
Overall acceptability 3.35  ± .67 3.54± .72 3.44± .70 -2.17*
Mean±S.D. 3.34  ± .57 3.52± .64 3.42± .61 -2.43*
Appearance 3.32  ± .70 3.44± .83 3.40± .77 -1.30
Flavor 3.28  ± .75 3.56± .77 3.56± .72 -2.96**

Dish 1
Texture 3.62  ± .74 3.48± .86 3.39± .73 -1.47
Temperature 3.31  ± .71 3.49± .75 3.39± .73 -1.98*
Overall acceptability 3.29  ± .73 3.77± .85 3.50±1.98 -1.94
Mean±S.D. 3.38  ±1.14 3.54± .87 3.45±1.03 -1.25
Appearance 3.26  ± .76 3.47± .70 3.34± .74 -2.28*
Flavor 3.28  ± .70 3.42± .78 3.34± .74 -1.50

Dish 2
Texture 3.24  ± .74 3.50± .75 3.35± .75 -2.73**
Temperature 3.24  ± .70 3.46± .65 3.34± .68 -2.59*
Overall acceptability 3.44  ± .76 3.55± .80 3.47±1.99 -1.30
Mean±S.D. 3.30  ± .77 3.46± .64 3.37± .72 -1.80
Appearance 3.32  ± .71 3.38± .81 3.34± .76 -.60
Flavor 3.33  ± .73 3.43± .82 3.37± .77 -1.00

Kimchi
Texture 3.27  ± .76 3.47± .73 3.36± .76 -2.20*
Temperature 3.37  ± .71 3.56± .68 3.45± .70 -2.22*
Overall acceptability 3.36  ± .73 3.43± .80 3.38± .76 -.88
Mean±S.D. 3.33  ± .63 3.45± .68 3.39± .65 -1.51
Total mean±S.D. 3.35  ± .53 3.72±1.80 3.37± .56 -2.27*

1) Mean score in 5-point Likert scale
*p<0.05, **p<0.01,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le and female by
T-test)



(3.95점), 김치찌개 (3.80점)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Kim & Ahn(1993)의 근로자, Chung 등(1984)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된장국의 기호도가 높게 나타
난 것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2003)의 연구에서
김치찌개의 기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호도가 낮은 국으로는 토란국(2.91
점), 선짓국(3.01점)이었으며 이는 토란과 선지의 미끈한
질감과 특유의 향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찜류 및 조림류에서는 쇠고기장조림(3.78점), 돼지갈비
찜(3.60점), 고등어무조림(3.54점)순이었고, 기호도가 낮
은 것은 미트볼 케찹 조림(3.16점)이었다. 구이에서 기호
도가 높은 것은 김구이(3.77점), 조기구이(3.71점), 자반고
등어구이(3.67점) 순이었다. 이는 Kim(1996)과 Jung 등
(1997)의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 다.

볶음류에서는 쇠고기버섯볶음과 낙지볶음(3.70점)이 가
장 기호도가 높았고 미역줄기 볶음(3.26점)이 가장 낮은
기호도를 보 다. 튀김류는 대체적으로 고루 좋아했으나
탕수육(3.65점)이 가장 기호도가 높았다. 탕수육은 중·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Jo(1993)와 Ryu(2000)의 연구
에서도 가장 기호도가 높은 음식으로 나타났다.

나물류와 무침류에서는 잡채(3.65점)의 기호도가 가장 높
았으며, 그 다음으로 오이생채(3.46점), 청포묵김무침(3.44
점)순으로 좋아했고 기호도가 가장 낮았던 음식은 콩나물겨
자채(2.99점) 으며 이외에 숙주나물(3.08점), 고사리나물
(3.11점) 등이 있었다.

김치의 경우, 총각김치(3.86점), 열무김치(3.84점)와 오
이소박이(3.81점) 등에 대한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깍두기와 배추김치는 대부분의 급식소에서 자주 제공되
는 반면, 총각김치, 열무김치, 오이소박이는 계절에 따라
재료의 공급이 유동적이어서 제공되는 빈도수가 낮음으로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전류에서는 해물파전(3.98점), 버섯완자전(3.90점)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이 높은 기호도로 나타냈고 쇠간전(2.76
점)에 대해 가장 낮은 기호도를 나타냈다. 이는 Cho(1998)
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및 Chung(1984)의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도 일치했다. 비록 쇠간전은 기호도
가 매우 낮은 음식으로 나타났으나 철분과 기타 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조리법을 통해
일상식사에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기호도를 살펴본 결과, 남자는 3.46점, 여
자는 3.52점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전체 음식에 대한 기
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음식종류별로 살펴보면, 밥류에서
는 남자는 보리밥(3.86점)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 여자는
기호도가 가장 낮은 밥이 보리밥(3.18점)이었다. 면류에서
는 스파게티(p<0.001)가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욱 좋아하
는 음식이었다. 반면에 카레라이스, 하이라이스, 스파게티
등과 같이 우리나라 전통음식이 아닌 일품요리는 남자들에

게 기호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국류 중 내장탕은 남
자가 여자에 비해 더욱 좋아하는 음식이었으며 미역국은
여자가 더욱 좋아하 다(p<0.01). 토란국은 남자가 (2.97
점), 여자가 (2.83점)으로 모두 기호도가 낮았다. 선짓국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욱 선호하 는데 이는 술을 좋아하는
남자들의 해장국으로 기호도가 높았으리라 사료된다.

찜류, 조림류 및 구이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볶음류에서는 떡볶이(3.73점), 멸치볶음(3.55
점), 미역줄기볶음(3.38점)등이 여자들에게서 선호되었으
며, 튀김류 역시 전반적으로 남자(3.36점) 보다 여자(3.56
점)가 더욱 선호하는 음식류로 나타났다. 무침류는 튀김류
나 전류에 비해 남녀(3.26점, 3.35점) 모두에서 낮은 기호
도를 나타냈다. 또한 청포묵과 잡채는 여자에게서 높은 기
호도를 보인 반면 남자의 경우에는 숙주나물(3.02점)과 고
사리나물(3.03점)에 대해 매우 낮은 기호도를 보 다. 김
치류에서는 여자의 경우 순무김치(3.97점)>오이소박이
(3.91점)>알타리김치(3.88점) 등의 순으로 높은 기호도를
나타냈으며 남자도 여자와 같은 순으로 선호했다. 전류에
서는 소간전이 남자 2.90점, 여자 2.60점으로 가장 기호
도가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기호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남자들은
우리의 전통음식이 아닌 스파게티, 하이라이스, 카레라이
스 등에 낮은 기호도를 보 던 반면에 여자들은 서양식 일
품요리, 튀김류, 볶음류 등을 더욱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찜류, 조림류 및 구이에서는 성별에 따른 기호
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기 지역소재 4개 산업체 급식소의 근로자
271명을 대상으로 메뉴품질특성에 따른 만족도 및 메뉴의
관능적 속성 중 불만족요인을 평가하고, 현재 제공되고 있
는 메뉴의 관능적 품질 평가 및 음식종류별 기호도를 성별
에 따라 조사하 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남자 54.8%, 여자
45.2% 으며, 20~30대가 72.4%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혼자로써 중산층의 비율
(38.1%)이 높은 편이었다. 급식을 제공받은 기간은 6년 미
만이 대부분을 차지하 다.

둘째, 메뉴의 품질특성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불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항목은 음식의 신선도,
음식의 양적 균형, 선호메뉴 제공, 메뉴선택의 다양성 순
이었다. 불만족한 관능적 품질 속성은 음식의 온도 으며,
좋아하는 음식종류는 고기 및 생선류와 채소 및 해조류로
서 전체의 83.1%를 차지하여 기호도가 높은 음식재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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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ood preference to food type considering cooking methods by business and industry foodservice workers

Items Food Male Female Total T value

Boiled barley rice 3.861)±4.85 3.18±1.03 3.55±3.65 1.506
Boiled rice 3.58± .72 3.56± .82 3.56± .77 -.100

Cooked rice
Five grains rice 3.72±1.85 3.61±1.01 3.67±1.52 .545
Mixed grains rice 3.64± .95 3.68± .97 3.66± .95 -.309
Soybean rice 3.66±1.01 3.54±1.12 3.60±1.06 .869
Mean±S.D. 3.68±1.16 3.51± .65 3.60± .96 1.432
Laver rice 3.66± .89 3.83± .90 3.75± .90 -1.560
Rooster gruel 3.37±1.03 3.35±1.16 3.36±1.09 .162
Rice-cake soup 3.40± .96 3.60± .88 3.49± .93 -1.740
Frizzled rice 3.59± .84 3.70± .95 3.65± .90 -1.051
Boiled rice with assorted mixtures 3.72± .71 3.86± .99 3.79± .85 -1.283
Young chicken soup with  ginseng and other fruits 3.65±1.05 3.44±1.12 3.56±1.09 1.592

Ála carte menu Omelet containing fried rice as a filling 3.29±1.04 3.43±1.09 3.35±1.06 -1.123
Rice with blackish bean sauce 3.12± .97 3.22±1.06 3.17±1.01 -.850
Curries rice 3.08±1.06 3.35±1.20 3.19±1.14 -1.926*
Cooked rice with soybean sprout 3.31± .97 4.02±4.67 3.63±3.23 -1.808
Hashed rice 2.92±1.09 3.34±1.07 3.10±1.11 -3.183**
Bowl of sliced raw fish 3.47±1.03 3.27±1.25 3.38±1.14 1.395
Mean±S.D. 3.37± .52 3.53± .80 3.44± .66 -1.906

Noodle Cold buckwheat noodle 3.59± .94 3.50± .95 3.55± .94 .726
Assorted mixtures noodle 3.58± .94 3.54± .90 3.56± .92 .294
Spaghetti 2.98±1.05 3.40±1.09 3.16±1.08 -3.170**
Noodle with fried bean curd 3.08± .97 3.11± .99 3.09± .97 -.210
Noodle soup flavored with soy sauce 3.45± .96 3.61± .94 3.52± .95 -1.359
Jjam-ppong 3.42± .89 3.43± .99 3.43± .93 -.075
Soybean soup water noodle 3.39±1.01 3.18±1.10 3.29±1.06 1.554
Mean±S.D. 3.35± .62 3.40± .64 3.37± .63 -.641
Short rib soup 3.781)±.88 3.78± .93 3.78± .90 -.008
Potato soup 3.37± .91 3.44±1.00 3.40± .95 -.592
Pig bone potato soup 3.60± .93 3.66± .98 3.63± .95 -.553
Internal organs soup 3.11±1.12 2.68±1.28 2.92±1.21 2.902**
Shepherd’s purse beanpaste soup 3.27± .98 3.42±1.01 3.99± .99 -1.253
Thickchicken soup 3.29±1.08 3.02±1.16 3.17±1.12 1.987
Dumpling soup 3.57± .93 3.50±1.03 3.54± .98 .600
Brown-seaweed soup 3.59± .93 3.89± .94 3.72± .95 -2.664**
Chinese cabbage beanpaste soup 4.10±5.92 3.77± .92 3.95±4.39 .614
Chicken boiled soup 3.51±1.07 3.50±1.20 3.51±1.13 .068
Dried pollack soup 3.44± .85 3.24± .83 3.35± .85 1.909
Ox-blood soup 3.28±1.09 2.69±1.25 3.01±1.20 4.110***

Soup & stew Beef radish soup 3.76±2.58 3.58± .94 3.68±2.01 .725
Dried radish leaves beanpaste soup 3.41± .92 3.57± .84 3.49± .89 -1.449
Boiled fish paste soup 3.25± .82 3.36± .94 3.31± .88 -1.051
Squid radish soup 3.16± .98 3.40± .98* 3.27± .98 -2.001*
Arenomya pepper pot soup 3.52±1.00 3.44±1.04 3.48±1.02 .625
Hot shredded beef soup 3.66± .82 3.66± .97 3.66± .89 -.001
Bean spout soup 3.47± .93 3.54± .98 3.50± .95 -.578
Taro soup 2.97±1.02 2.83± .97 2.91±1.00 1.084
Kimchi stew 3.80± .81 3.80± .93 3.80± .87 -.013
Fork stew 3.37± .97 3.17±1.09 3.28±1.03 1.511
Iced pollack stew 3.64± .95 3.68± .92 3.66± .94 -.339
Mixed stew 3.75± .99 3.78± .97 3.77± .98 -.209
Uncurdled bean curd pot stew 3.57± .80 3.62± .87 3.60± .83 -.461
Bean-paste soup prepared with around
fermented soy beans pot stew

3.54± .93 3.53±1.01 3.53± .96 .104

Bean-curd refuse pot stew 3.30± .96 3.22± .93 3.26± .95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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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ood preference to food type considering cooking methods by business and industry foodservice workers(continued)

Items Food Male Female Total T value

Marine product pot stew 3.43± .95 3.60± .94 3.50± .95 -1.491
Marine product stew 3.87±3.70 3.74± .92 3.81±2.81 .375
Sea mussel stew 3.32±1.02 3.50± .98 3.40±1.00 -1.384
Mean±S.D. 3.48± .55 3.44± .57 3.46± .56 .532
Egg boiled in soy sauce 3.381)±.85 3.55±1.04 3.45± .94 -1.490
Hard boiled with mackerel radish 3.48±1.00 3.63± .96 3.54± .99 -1.268
Steamed cockle 3.33± .92 3.54±1.06 3.42± .99 -1.732
Steamed chicken 3.39± .96 3.59± .95 3.48± .96 -1.728
Steamed ribs of pork 3.57± .88 3.64±1.11 3.60± .99 -.566

Steamed & hard Hard boiled with bean curd 3.54± .92 3.60± .96 3.57± .94 -.499
boiled food Hard boiled with meatball ketchup 3.20± .89 3.13±1.03 3.16± .96 .659

Hard boiled with dried pollack 3.25± .83 3.38± .91 3.31± .87 -1.224
Beef boiled in soy sauce 3.62± .87 3.98±4.09 3.78±2.81 -1.027
Hard boiled with beans 3.30± .87 3.21± .98 3.26± .92 .788
Hard boiled with potato 3.41± .91 3.58± .95 3.49± .93 -1.438
Mean±S.D. 3.40± .50 3.53± .72 3.46± .61 -1.693
Grilled seaweed 3.75± .85 3.79± .86 3.77± .85 -.376
Grilled mackerel pike 3.43±1.07 3.46±1.01 3.43±1.04 -.254
Grilled codonopsis lanceolata 3.60± .96 3.59±1.03 3.59± .99 .079
Grilled bean curd 3.50± .94 3.50± .95 3.50± .94 .000

Grilled food Grilled spanish mackerel 3.46±1.00 3.31± .96 3.40± .99 1.488
Grilled atka mackerel 3.39±1.00 3.45± .96 3.42± .98 -.495
Grilled salted mackerel 3.63±1.04 3.73± .94 3.67±1.00 -.854
Grilled croaker 3.73±1.01 3.69±1.04 3.71±1.03 .320
Grilled herring 3.24±1.06 3.28± .98 3.25±1.02 -.354
Mean±S.D. 3.51± .71 3.52± .67 3.53± .69 -.239
Pan broiled potato strips 3.45± .86 3.56± .89 3.54± .88 -1.908
Pan broiled with sweet potato trunk 3.31± .89 3.47± .92 3.38± .90 -1.396
Pan broiled sesame leaf 3.44± .90 3.63± .87 3.52± .89 -1.765
Pan broiled octopus 3.64± .86 3.77± .88 3.70± .87 -1.263
Pig roast meat 3.56± .85 3.53± .95 3.55± .90 .254
Seasond rice cake 3.17± .84 3.73± .94*** 3.42± .93 -5.144***
Pan broiled anchovy 3.31± .85 3.55± .91* 3.42± .88 -2.155*

Pan broiled Thread-sail filefish 3.12± .95 3.38± .99 3.28± .97 -1.462
Pan broiled with brown seaweed trunk 3.16± .87 3.38±1.01* 3.26± .95 -1.911*
Pan broiled beef and mushroom 3.62± .83 3.80± .95 3.70± .89 -1.680
Pan broiled boiled fish paste 3.57±3.69 3.39± .98 3.49±2.82 .527
Pan broiled squid and vegetables 3.43± .83 3.62± .93 3.52± .88 -1.803
Pan broiled with tuna and Kimchi 3.59± .87 3.64± .95 3.61± .91 -.445
Pan broiled with sausage 3.36± .93 3.23± .94 3.30± .93 -1.135
Mean±S.D. 3.40± .53 3.57± .62* 3.48± .58 -2.328*
Fried potato 3.271)±.90 3.41± .85 3.33± .88 -1.277
Fried sweet potato 3.34± .92 3.65± .87 3.48± .91 -2.819**
Fried seaweeds 3.24± .94 3.30± .87 3.27± .90 -.491

Fried food Fried chicken 3.39± .94 3.68± .87 3.52± .92 -2.516*
Pork cutlet 3.39± .94 3.53± .93 3.46± .93 -1.202
Fried squid ring 3.34± .92 3.57± .94 3.45± .94 -1.943*
Fried beef with sweet and sour sauce 3.55± .89 3.77± .88 3.65± .89 -1.980*
Mean±S.D. 3.36± .66 3.56± .66 3.45± .67 -2.323*
Eggplant herbs 3.21± .99 3.29±1.07 3.24±1.03 -.629
Bracken herbs 3.03±1.06 3.21±1.09 3.11±1.08 -1.362
Seasoning with red pepper leaf 3.09± .97 3.19±1.03 3.14±1.00 -.776
Seasoning with wild rocambole and radish 3.17± .88 3.27± .99 3.22± .93 -.862
Seasoning with bellflower 3.20± .93 3.68±6.52 3.42±4.42 -.869
Seasoning with acorn jelly 3.37± .86 3.40±1.02 3.38± .93 -.254



셋째, 현 급식소 메뉴의 관능적 평가결과 조사 대상자
전체에 대한 관능적 품질 평가는 평균 3.37점으로 나타났
다. 반면 성별에 따른 관능적 품질 평가결과, 여자(3.72점)
는 남자(3.35점)보다 메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유의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메뉴별로도 대부
분의 메뉴에 대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관능적 만족도가 높
은 경향을 보 다(p<0.05).

넷째, 음식종류별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 현재 제공받고
있는 음식에 대한 조사대상자 전체의 기호도는 평균
3.47점으로 평가되었다. 전체 조사대상 근로자들은 전류
(해물파전, 버섯완자전)나 찜류(쇠고기장조림, 돼지갈비
찜), 튀김류(탕수육), 김치(총각김치, 열무김치, 오이소박
이)에 대한 기호도가 높게 조사된 반면 무침류(콩나물겨
자채, 콩나물, 고사리나물)에 대한 기호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음식종류별 기호도는 남자 3.45점,
여자 3.52점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스파게티, 하이라

이스, 카레라이스 등에 낮은 기호도를 보 던 반면에 여자
는 서양식 일품요리, 튀김류, 볶음류 등을 더욱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찜류, 조림류 및 구이에 대해서
는 성별에 따른 기호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 근로자들의 메뉴 품질특성 만족도가 대부
분의 속성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선호
메뉴의 제공 및 메뉴선택의 다양성에 대해 인식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메뉴의 음식종류별 기호도에 있어서는 여
자가 남자에 비해 음식의 기호도를 유의하게 높게 평가하
므로써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 다. 따라서 급식관리자는
근로자들의 메뉴품질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낮추거나 제
거하고, 근로자들의 성별을 고려하여 기호도가 높은 음식
을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하여 제공하므로써 산업체 근로
자의 급식품질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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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ood preference to food type considering cooking methods by business and industry foodservice workers(continued)

Items Food Male Female Total T value

Radish salted vegetables right before eating 3.38± .91 3.50± .86 3.44± .89 -1.155
Cos salted vegetables right before eating 3.33± .86 3.48± .95 3.40± .90 -1.336
Green-bean sprouts herbs 3.02± .93 3.16±1.02 3.08± .97 -1.158
Spinach herbs 3.34± .86 3.26± .89 3.30± .87 .681
Seasoning with cucumber 3.41± .82 3.53± .91 3.46± .86 -1.103

Vegetables Seasoning squid vinegar 3.46± .92 3.36±1.01 3.42± .95 .801
with seasoning Panbroiling with mixed vegetables and beef 3.51± .83 3.83± .93 3.65± .89 -2.902**

Seasoning green sprout bean curd and seaweed 3.36± .88 3.57±1.06 3.44± .97 -1.982*
Seasoning with bean sprout 3.37± .85 3.48± .90 3.42± .87 -.960
Seasoning with bean sprout and mustard 3.08± .95 2.88±1.02 2.99± .99 1.631
Jelly fish and vegetables 3.17±1.02 3.10±1.13 3.14±1.06 .524
Mean±S.D. 3.26± .59 3.35± .76 3.30± .67 -1.051
Radish cubed kimchi 3.451)±.75 3.62± .83 3.53± .79 -1.752
Water radish sliced kimchi 3.50± .82 3.57± .87 3.53± .84 -.675
Korean cabbage kimchi 3.73± .77 3.83± .74 3.77± .76 -1.073

Kimchi Young radish kimchi 3.80± .80 3.88± .76 3.84± .78 -.831
Stuffed cucumber kimchi 3.73± .89 3.91± .91 3.81± .90 -1.591
Whole turnips kimchi 3.77± .83 3.97± .86 3.86± .84 -1.930*
Mean±S.D. 3.66± .61 3.80± .64 3.72± .63 -1.733
Pan grilled beef liver 2.90±1.0 2.60±1.18 2.76±1.09 2.305*
Egg roll 3.64± .81 3.61± .95 3.63± .87 .280
Pan grilled pork 3.47± .86 3.43±1.02 3.45± .93 .352
Pan grilled freezed pollack 3.45± .94 3.45± .98 3.45± .95 -.027

Pan grilled
Pan grilled meatball 3.99± .25 3.80± .95 3.90± .19 .486
Pan grilled leek and green pepper 3.51± .76 3.52± .91 3.60± .84 -1.956
Pan grilled marine products welsh onion 4.04± .68 3.91± .89 3.98±2.79 .385
Pan grilled sausage 3.44± .89 3.35±1.09 3.40± .98 .754
Pan grilled pumpkin 3.68± .85 3.64± .92 3.66± .88 .419
Mean±S.D. 3.56± .81 3.49± .63 3.53± .73 .762
Total mean±S.D. 3.46± .91 3.52± .73 3.47± .87 .890

1) Mean score in 5-point Likert scale
*p<0.05, **p<0.01,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le and female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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