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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foodservice management performance in child-care centers and suggests ways in which 
meal service quality can be improve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51 child-care facilities. The majority of 
respondents were facility directors (dietitians) and their facility type was tax-paid (92.2%). The dietitian response 
rate was 51.0%, and the majority (96.2%) were hired with co-management status, visiting a facility once a week 
(76.0%). Only 52.1% of the facilities had menu planning by a dietitian, and improvements were needed in terms 
of planning menus with standardized recipes, especially for infant meals. The monthly food cost per child was 
47,394 won, and the labor cost for a co-management dietitian was 3,670 won per child, indicating 21.8% and 
1.8% of the tuition fee, respectively. Other necessary improvements included: more reliable food purchasing man-
agement, securing additional foodservice equipment, and better sanitation management. In addition, respondents 
rated the following as requirements to ensure high quality meal service: ‘modernized foodservice equipment and 
facilities’,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d ‘information on nutrition and foodservice management provided by 
dietitians’.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following ar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meal service quality in 
child-care centers: Dietitian placement should be extended to facilities of over 50-capacity in addition to their 
current placement in facilities of over 100-capacity, and co-management dietitians should have their control span 
restricted to two facilities instead of five. Finally, nationwide nutrition support plans and nutrition education pro-
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by dietitians, and their roles should be extended to foodservice 
mangers as well as nutrition teachers.

Key words : child-care center, dietitian placement rate, foodservice management performance, meal servic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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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 사회는 국가 경제 성장에 따른 노동시

장의 확대와 여성 취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여성
의 취업은 일부 여성의 특권이나 선택이 아닌 남성
과 같은 필요조건이 되었다. 이처럼 여성의 취업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자녀 출산 및 양육은 여전히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국가
에서는 보육정책의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
녀 양육의 문제는 한 가정의 개인적 문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및 국민 복지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1990년에 전국 보육
시설의 규모는 1,919개소였던 것이 2006년 전국에 
28,761개의 보육시설로 약 15배 성장하였다(여성가족
부 2006a). 그 중에서 국공립 시설은 전체의 5.2%에 
해당하는 1,507개소, 법인 시설은 1,484개(5.2%)로 크
게 증가하였으나 전체 시설 규모의 10.4%에 불과하
고 대부분이 민간시설(13,855개소)이나 가정보육시설
(11,575개소)이다. 보육시설에 등록된 아동수는 2006
년 현재 1,006,842명에 이르며 이 중에 구립 ․ 시립보
육시설은 112,746명, 법인시설 121,396명으로 약 23%
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이들 시설에서 보육되고 있으
며 621,444명은 민간 보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다.

영유아기가 성인과 비교하여 가장 큰 특징이 있
다면 ‘성장(growth)과 발달(development)’이 진행된다
는 것이다. 즉, 영유아기는 활동량 증가, 두뇌의 발
달, 신체의 제반 기능의 조절 능력이 발달하고 성장
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또한 식품에 대한 기호가 
나타나고 기본 식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이 시기의 성장상태와 식행동이 평생의 건강을 좌
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다(문수재 등 1999; Kuratko 등 
2000). 그러므로 대부분의 일과시간을 보육시설에서 
지내는 영유아는 보육시설 내에서의 식생활과 양육
자의 식생활 태도, 영양지식의 학습이 유아의 식습
관 형성과 영양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Chang & Ko 2007). 그러나 최근에 

조사된 2005년 국민영양조사 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
원 2006)에 따르면 3∼6세 아동의 단백질 섭취는 권
장량의 242.3%, 나트륨은 권장량의 267.1%로 지나치
게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는 반면에 칼슘과 칼륨은 
권장량의 각 77.5%, 54.9% 수준으로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6세 어린이의 주요 에너
지 급원식품으로 스낵과자, 콩기름, 라면류가 상위 7
위 이내의 섭취빈도를 보인 식품으로 나타나 유아
식생활의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최근에 만 5세 이하의 학령 전 아동양육시설인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질적 향상
과 식품위생의 안전성 확보(곽동경 2006), 급식시설
에 전문인력 배치 및 급식시설의 영세성 개선(연합
뉴스 2006) 등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서울 소재 
국공립유치원 81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독으로 조리실을 확보하고 있는 유치원은 
7.4%에 불과하였고, 조리 종사자 중 자격증을 보유
한 전문 인력인 시설은 1.6%밖에 되지 않았으며, 과
일이나 찐 감자, 찐 고구마 등 자연식품을 주는 유
치원은 32.9%이고 대부분이 과자, 면류, 탄산음료 
등 인스턴트식품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
하였다(연합뉴스 2006).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급식시
설의 열악함(Park 등 2003), 급식담당 인력의 부족, 
급식 인력의 전문성과 조리능력의 결여, 어린이 영
양의 중요성의 인식부족 등이 지적되었다(한국보건
산업진흥원 2003).

이처럼 유아들에게 제공되는 급식과 간식은 유아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급식 
전문 인력 부재, 주방 시설 낙후로 위생관리 소홀, 운
영자의 위생 인지도 결여와 같은 문제로 양질의 유아 
급식 제공을 위해서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보육시
설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영 ․ 유아에게 양질의 안전한 
식사 제공과 영양 및 위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급식관리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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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2006년 대한영양사협회는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급식 및 위생관리 체계 구축 및 영유아 영양관리지
원을 목적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영양 및 위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이 사업에 
참여 의지를 보인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성동구, 
경기도 안산시 소재 보육기관의 대표 종사자 총 51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자료 수집은 설문지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 작성

은 대한영양사협회의 정책 사무국과 보육시설을 관
장하는 보건소영양사 5명의 협조를 받아 1차적으로 
설문초안을 작성하였고, 문헌자료(최경순 & 정현희 
1994; Park 등 2001; 곽동경 2006)를 참조하여 설문
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 구성은 응답자의 일반사항을 묻는 
항목 5개, 보육시설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 8개, 
급식관리 현황에 관한 질문 20개, 영양관리 현황에 
관한 질문 7개, 시설 및 설비 현황에 관한 질문 3개, 
조리종사자의 위생 및 건강관리 현황에 관한 질문 8
개, 보육시설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의견에 관한 
질문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3. 통계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2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고, 결과는 항목에 대한 단순빈도와 백
분율 및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보육시설 
소재 지역별 평균비교는 일원분산분석(ANOVA)를 
이용하였고, 집단간의 차이검증은 Bonferroni로 검증
하였다.

결 과
1. 설문 응답자의 일반사항 
본 설문은 서울과 경기도 안산시 지역의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Table 1과 같이 응
답자의 직급은 시설장 27명(52.9%), 보육교사 12명
(23.5%), 주임교사 7명(13.7%)으로 시설장이 가장 많
았고, 보육시설 운영경력은 15년 이상이 11명(44.0%), 
10년∼15년 미만이 7명(28.0%), 5년∼10년 미만이 5
명(20.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
은 50세 이상 27.7%, 30세∼35세 미만 17.0%, 25세∼
30세 미만 14.9%, 45세∼50세 미만 14.9% 순으로 나
타났다. 또한 현 근무 보육시설 유형은 국공립이 47
곳(92.2%), 사회복지법인이 3곳(5.9%), 기타법인이 1
곳(2.0%)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가장 많았다.

2. 보육시설별 재원 아동의 연령 분포
본 연구에 참여한 보육시설은 모두 종일반만 운영

하고, 반일반, 시간연장반을 운영하지 않았다. 이 결과
는 유치원의 경우 주로 반일반으로 운영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었다. 재원아동수의 구성을 보육시설 
규모별로 보면(Table 2), 재원아동 50인 미만의 시설의 
재원 연령은 만 1세 이하 아동 12.4명, 만 2세 아동 
11.3명, 만 3세 아동 8.5명 순의 분포를 보였고, 재원 아
동 50∼100인 미만과 100∼150인 보육시설은 만 3∼4
세, 만 4∼6세 아동, 만 2∼3세 아동 순으로 재원아동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육시설 규모별로 재원아
동의 연령분포에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p<0.001).

3. 보육시설의 급식관리 현황
1) 영양사 배치 현황 및 선임에 관한 의견
영양사가 보육시설의 급식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는 51%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시설은 조리원이



232  | 영유아 보육시설 급식 관리 실태 조사

Classification N (%) Classification N (%)

Position Types of facilities
Director 27  52.9 Taxpaid 47 92.2
Senior childcare teacher  7  13.7 Social welfare foundation  3  5.9

Childcare teacher 12  23.5 Other foundation  1  2.0
Other  5   9.8

Gender     Female 49 100.0 Experience

Missing  2 5 years less  2  8.0
Location of facilities 5∼10 years less  5 20.0

Ansan-Si, Gyeonggi 11  21.6 10∼15 years less  7 28.0

Sungdong-gu, Seoul 17  33.4 15 years or more 11 44.0
Jungnang-gu, Seoul 21  41.2 Missing 26
Missing  2

Age Foundation year 
25 years less  1   2.1 1985 bofore  9 19.6
25∼30 years less  7  14.9 1985∼1990  6 13.0

30∼35 years less  8  17.0 1990∼1995  9 19.6
35∼40 years less  5  10.6 1995∼2000 16 34.8
40∼45 years less  6  12.8 2000 after  6 13.0

45∼50 years less  7  14.9 Missing  5
50 years or more 13  27.7
Missing  4

Table 1. The profile of respondents and their child-care center. (N=51)

 Size of facilities
(persons)

Age of children 

50 less (N=8) 50∼100 less
(N=23)

100∼150 less
(N=19) Total (N=50)

F value
Mean±SD Mean±SD Mean±SD Mean±SD

1 year less 12.4±9.8 8.2±3.9 10.0±5.4  9.5±5.8 1.699

1∼2 years less 11.3±5.4a 14.6±2.6b 18.7±4.9c 15.6±4.8 10.919***

2∼3 years less  8.5±7.4a 16.4±2.1b 25.7±7.2c 18.6±8.2 31.230***

3∼4 years less  5.1±7.0a 20.3±6.3b 36.1±8.1c  23.8±13.1 57.726***

4∼6 years less  4.1±7.0a 17.7±7.7b  34.6±11.0c  21.9±14.2 36.731***

***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test

Table 2. Distribution of children's age by the size of child-care center. (Unit: person)

나 보육교사가 급식관리를 맡고 있었다. 영양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96.2%에 달하는 대부분이 공동관
리 영양사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다(Table 3). 본 연구
에서 공동관리 영양사의 경우 보육시설을 방문하는 
횟수는 대부분이 주 1회(76.0%)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영양사 선임에 관한 의견은 응답자의 
85.7%가 보육시설에서 영양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현
재 선임하는 곳은 40.8%,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선임하지 못하는 곳은 44.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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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 % Classification N %
Posting dietitians Meal planning and service for baby food

Yes 26 51.0 Independent meal planning  7 15.2
No 25 49.0 Modified from child meals 30 65.2

Visiting frequency of co-management dietitian Same as child meals  5 10.9
Over three times a week - - Potluck from home - -
Twice a week - - Others  4  8.7
Once a week 19 76.0 Missing  5 -
Others  4 24.0 Person in charge of receiving
Missing 26 Director  7 13.7

Opinion for posting a dietitian Child-care teacher  7 13.7
Needed and hired a dietitian 20 40.8 Dietitian 11 21.6
Not placed because of the burden of labor cost 22 44.9 Foodservice employee 26 51.0
No necessity  6 12.2 Others - -
No idea  1  2.0 Missing - -
Missing  2 - Service personnel

Menu planner Director - -
Director  4  8.3 Child-care teacher 36 70.6
Child-care teacher 11 22.9 Dietitian  1  2.0
Dietitian 25 52.1 Foodservice employee 14 27.5
Foodservice employee  2  4.2 Others - -
Others  6 12.5 Missing - -
Missing  3 - Setting method of one-serving size 

Consideration of menu planning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s 19 38.0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s 44 89.8 Preference of child 28 56.0
Preference of child  3  6.1 Depending on type and quantity of food  3  6.0
Meal cost - - Others - -
Cooking method  2  4.1 Missing  1 -
Missing  2 - Preparation of plate and spoon

Providing education related on child meals All from child-care center 28 56.0
Yes 27 58.7 Plate from center and spoon from home 16 32.0
No 19 41.3 Plate from home and spoon from center  2  4.0
Missing  5 - All from home  4  8.0

Missing  1

Table 3. Status of foodservice management performances in child-care center. (N=51)

2) 식단작성 및 배식관리
보육시설에서 식단 작성 시 가장 우선 고려하는 사

항은 영양권장량(89.8%), 유아의 기호도(6.1%) 순이었
으며, 보육시설의 식단작성은 52.1%가 공동관리해 주
는 영양사가 작성한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는 보육
교사(22.9%)가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을 활
용하고 있었다. 검수 담당자는 조리종사원(51.0%), 영

양사(21.6%), 시설장(13.7%), 보육교사(13.7%) 순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시설에서 급식 시 아동이 사용하는 식기나 수저 
준비 방법은 ‘보육시설에서 모두 준비’하는 경우가 
56.0%로 가장 많았으나 ‘식판은 보육시설에서, 수저는 
가정’에서 준비 32.0%, 가정에서 ‘식판과 수저를 모두 
준비’하는 경우(8.0%)도 있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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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Capacity

50 less 50-100 less 100-150 less Total 
F value

N Mean±SD %1) N Mean±SD  % N Mean±SD  % N Mean±SD  %
Income 

Tuition fee 246,480 207,276 198,843 217,533

Expenses
Food cost 3 60,181±24,974 24.4 11 49,243±9,881 23.8 10 41,525±13,391 20.9 24 47,394±14,311 21.8   2.388

Labor cost
 Dietitian 1 30,324±0.00a 12.3  0 0.00±0.00b  0.0 11 3,670±2,289c  1.8 12 5,891±7,998  2.7 124.272***

Worker 4 24,503±3,612a  9.9 11 19,485±5,371ab  9.4 10 15,170±3,915b  7.6 25 18,562±5,520  8.5   6.275**

Utility cost
Water 4 2,197±789  0.9 10 1,496±865  0.7  9 1,250±471  0.6 23 1,522±765  0.7   2.402

Electricity 4 4,044±2,328a  1.6  9 3,143±1,530ab  1.5  9 1,669±847b  0.8 22 2,703±1,680  1.2   4.330*
Gas 4 1,822±2,702  0.7 10 1,492±1,428  0.7  9 1,753±1,561  0.9 23 1,652±1,654  0.8   0.077

Operating cost 2 1,356±661  0.6  9 2,008±1,584  1.0  9 840±597  0.4 20 1,417±1,246  0.7   2.236
1) Ratio analysis over average monthly tuition fee per child 
* p<0.05, ** p<0.01, ***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test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group 

Table 4. Analysis of monthly income and expenses per child. (Unit: won)

는 위생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육시설의 
배식담당자는 보육교사(70.6%), 조리종사원(27.5%) 순
으로 나타났으며, 배식량의 결정 방법은 ‘아동의 기
호’(56.0%)에 따라 배식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영양권장량(38.0%), ‘그날의 음식 종류와 
조리 양에 따라 결정’(6.0%)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급식 관리는 ‘영아용 식단을 별도 작성 
급식’하는 곳이 15.2%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유아식
단에 조리법 변경 후 급식(65.2%)’하고 있었다. 영유
아 대상으로 급식관련 교육 수행 여부를 조사한 결
과 전체 응답자의 27명(58.7%)이 교육을 수행한다고 
응답하였다. 영유아기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
므로 이 시기의 올바른 영양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3) 급식 관련 비용
보육시설 재원아동 1인당 평균 월별 식재료비는 

47,394원이었다(Table 4). 재원아동 50인 미만 시설의 
식재료는 월평균 60,181원, 재원아동 50∼100인 미만 
시설은 49,243원, 재원아동 100∼150인 시설은 41,525
원으로 나타났고, 보육시설규모가 클수록 1인당 식재
료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서울특별시 보육

정보센터(2008)에서 제시하는 보육비를 근거로 시설
규모별 보육료를 추정산출한 50인 미만시설 246,480
원, 50∼100인 207,276원, 100인 이상 217,533원을 기
준으로 식품비율은 각 24.4%, 23.8%, 20.9%로 나타났
다. 수도비와 전기비도 보육시설 규모가 클수록 1인
당 비용이 적었으며, 보육시설의 아동 1인당 평균 전
기비는 2,703원, 수도비는 1,522원 수준으로 조사되었
다. 그러나 가스비는 재원아동 50∼100인 미만 시설
이 다른 규모보다 적게 사용하고 있었고(1,492원), 소
모품비(2,008원)는 높게 나타났다. 영양사 인건비는 
공동영양사를 배치한 100인 이상 시설의 경우 보육
료의 1.8%를 지급하고 있었고, 조리원 인건비는 보육
료의 7.6∼9.9% 수준이었다. 

4. 영유아 보육시설 위생관리
1) 조리실 면적
보육시설에서 급식을 위한 조리실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 모두 전용 조리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영유아 보육시설 규모에 따른 조리실 면적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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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Capacity

Total mean
(N=51) F value50 less

(N=9)
50-100 less

(N=23)
100-150 less

(N=19)

Kitchen space 17.95±11.97 26.45±14.84 41.75±65.32 30.35±40.93 0.747

Kitchen space per one child 0.43±0.30 0.36±0.26 0.30±0.43 0.36±0.33 0.267

Table 5. Amount of kitchen space of child-care center. (Mean±SD, m2)

Classification N % Classification N %

Sink Mixer/blender 44 86.3

One-compartment sink 15 29.4 Alcohol hand sterilizer 28 54.9

Two-compartment sink 19 37.3 Microwave oven 40 78.4

Three-compartment sink  4  7.8 Knife/cutting board sterilizer 37 72.5

Hot water supply system 46 90.2 Oven 12 23.5

Dish sterilizer cabinet 43 84.3 Food waste treatment 12 23.5

Refrigerator 48 94.1 Footwear sterilizer  2  3.9

Refrigerator for preserving sample meals 16 31.4 Insect net 37 72.5

Worktable 44 86.3 Plumbing system 46 90.2

Scales 17 33.3 Side enterance 24 47.1

Rice cooker 46 90.2 Waste container 28 54.9

Gas range 48 94.1 Garbage can equipped pedal 26 51.0

Thermometer 24 47.1 Food storage area 29 56.9

Hood 41 80.4 Serving table 35 68.6

Ventilation fan 41 80.4 Serving trolley 15 29.4

Table 6. Kitchen facilities and equipment in child-care center foodservice. (N=51)

원아동 50인 미만 시설 5.43평(17.95 m2), 50∼100인 
미만 시설 8.00평(26.45 m2), 100인∼150인 시설은 평
균 12.63평(41.75 m2)으로 나타났다. 이를 재원아동 1
인당 면적으로 환산하면 평균 0.11평(0.36 m2)이었고, 
재원아동 50인 미만 시설은 평균 0.13평(0.43 m2), 재
원아동 50∼100인 미만 시설은 평균 0.11평(0.36 m2), 
재원아동 100인∼150인 시설은 평균 0.09평(0.30 m2)
으로 총 조리실 면적은 보육시설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아동 1인당 조리실 면적은 보육시
설 규모가 증가할수록 약간씩 작았다.

2) 조리시설 내 주방기기 구비 정도
영유아 보육시설의 조리실 시설 및 설비 현황을 분

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위생적 세척을 위해 3조

세정대를 구비한 보육시설은 전체의 7.8%인 4개 보육
시설에 불과하였고, 2조세정대의 보유율은 37.3%, 1
조세정대는 29.4%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신발소독기 3.9%, 잔반처리기 23.5%, 식
품중심온도측정용 온도계 47.1%, 손소독기 54.9% 등
의 보유율도 낮게 나타났다. 반면 냉장고(94.1%), 식
기소독기(84.3%), 자외선소독기(72.5%) 등의 보유율은 
높았다. 검수를 위한 저울은 33.3%, 보존식 전용냉장
고는 31.4%의 보유율을 보였다.

3) 보육시설의 위생관리
보육시설의 위생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Table 7

과 같이 나타났다. ‘칼, 도마 등의 용도별 분리 사용’
의 수행 현황은 응답자의 89.8%가 ‘항상 한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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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 % Classification N %

Seperate in use of knife and cutting board Sanitation training educator in workplace

Everyday 44 89.8 Director 15 44.1

Sometimes  4  8.2 Dietitian 18 52.9

None  1  2.0 Others  1  2.9

Missing  2 - Missing 17

Control of preventing cross-contamination Sanitation training educator off workplace 

Everyday 47 95.9 Staff in local government 21 55.3

Sometimes - - Staff in public health center  8 21.1

None  2  4.1 Others  9 23.7

Missing  2 - Missing 13

Preserving sample meals Frequency of sanitation traning for staff

Yes 49 96.1 Once a week  4  9.3

No  2  3.9 Once a month 11 25.6

Missing - - Quarter a year  7 16.3

Execution of sanitation training for cooking staff Twice a year 11 25.6

Yes 41 91.1 Once a year  7 16.3

No  4  8.9 Others  3  7.0

Missing  6 Missing  8

Table 7. Sanitation management performances in child-care foodservice.

하였고, ‘조리 식품과 생식품의 교차 오염 예방관리’
도 95.9%가 ‘항상 한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교차
오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존식의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1%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급식 종사원들의 위생교육 현황을 알아 
본 결과 조리원의 위생교육은 91.1%의 보육시설이 
실시한다고 응답하였고, 자체 교육 시 교육담당자는 
영양사(52.9%), 시설장(44.1%)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 
교육시 교육 담당자는 구청(55.3%), 보건소(21.1%) 
순으로 나타났고 위생교육 빈도는 월 1회(25.6%)와 
연 2회(25.6%)로 나타났다.

5.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보육시설의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건

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Table 8과 같이 나타났다.

가장 필요도가 높은 항목은 ‘급식시설 ․ 설비의 현

대화(4.57점)’,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4.45점)’, ‘급
식관련 영양 ․ 위생 전문적인 정보제공(4.36점)’, ‘영
양사에 의한 위생 ․ 영양 ․ 급식관리(4.18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시설 규모별로 응답에 차이가 
있었는데 재원아동 50인 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급
식 관련 영양 ․ 위생 전문적인 정보제공’(4.57점), ‘조
리 전문 인력의 고용 및 유지’(4.57점) 순으로 나타났
고, 재원아동 50∼100인 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급식
시설 ․ 설비의 현대화’(4.57점), ‘급식관련 영양 ․ 위생 
전문적인 정보제공’(4.50점) 순으로 응답하였고, 재원
아동 100∼150인 보육시설은 ‘급식시설 ․ 설비의 현
대화’(4.65점),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4.56점)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전반적으
로 세 보육시설 모두 필요도가 낮게 나타난 항목은 
‘급식 운영에 학부모의 참여 확대’(3.27점), ‘보육시설 
급식 감시제도 도입’(3.66점), ‘영아의 이유식 제
공’(3.76점) 등으로 나타나 보육시설 급식에 외부인의 
참여에 대한 필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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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for improvement 

Capacity 

F value50 less 50-100 less 100-150 less Total mean 
N Mean±SD N Mean±SD N Mean±SD N Mean±SD

Preparation of baby food by dietitians 8 4.13±0.64 22 3.73±0.83 15 4.00 ±1.20 45 3.89±0.93 0.680

Service of baby food at exact time 8 4.38±0.52 22 3.77±0.75 15 4.13±0.83 45 4.00±0.77 2.262

Providing high quality of baby food 8 4.63±0.52 22 4.05±0.84 15 4.60±0.83 45 4.33±0.83 2.837

Providing a variety of baby food 8 4.50±0.53 22 4.00±0.87 16 4.44±0.81 46 4.24±0.82 1.872

Providing the hygienic baby food 8 4.50±0.53 22 4.09±0.87 16 4.63±0.81 46 4.35±0.82 2.236

Providing nutrition education on baby food 8 4.50±0.53 22 3.95±0.72 15 4.20±0.94 45 4.13±0.79 1.529

Mean 8 4.44±0.48 22 3.93±0.67 16 4.36±0.77 46 4.17±0.70 2.624

5point scale : 1 = strongly disagree 5 = strongly agree

Table 9. Requiremen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baby food quality.

Items for improvement 

Capacity 

F value50 less 50-100 less 100-150 less Total mean 

N Mean±SD N Mean±SD N Mean±SD N Mean±SD

Sanitation ․ nutrition ․ feeding management by dietitians 8 4.13±1.13 20 4.10±1.02 17 4.29 ±1.05 45 4.18±1.03 0.170

Extension of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9 4.22±0.67 20 4.45±0.76 18 4.56±0.78 47 4.45±0.75 0.588

Modernization of foodservcie facilities 9 4.44±1.01 21 4.57±0.81 17 4.65±0.61 47 4.57±0.77 0.195

Introduction of foodservice inspection system 9 4.00±0.71 21 3.57±0.87 17 3.59±1.18 47 3.66±0.96 0.689

Open adminstration of the food cost in foodservice 8 4.25±0.71 20 4.25±0.85 17 3.76±1.20 45 4.07±0.99 1.298

Providing professional information on sanitation and 
nutrition 7 4.57±0.53 20 4.50±0.61 18 4.11±1.23 45 4.36±0.91 1.108

Recruitment and maintenance of professional cooking 
personnel 7 4.57±0.79 21 4.10±0.70 18 4.00±1.08 46 4.13±0.88 1.086

Extension of the parents' participation in foodservice 
operation 7 3.43±0.98 21 3.33±0.91 17 3.12±1.11 45 3.27±0.99 0.326

Providing baby food for infants 7 4.43±0.53 21 3.62±0.97 17 3.65±1.00 45 3.76±0.96 2.162

Mean 9 4.09±0.64 21 4.03±0.47 18 4.01±0.84 48 4.03±0.65 0.053

5point scale : 1 = strongly disagree 5 = strongly agree

Table 8. Requirement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foodservice in child-care center.

6. 영아의 이유식 프로그램의 개선 요인
보육시설에서 영아의 이유식프로그램 개선을 위

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조사한 결과 Table 9와 같이 
나타났으며 ‘위생적인 이유식 제공’(4.35점), ‘양질의 
이유식의 제공’(4.33점), ‘다양한 종류의 이유식 제
공’(4.24점) 순으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보육시
설규모별로 전반적인 질문항목에 대한 요구도를 살
펴보면 재원아동 50인 미만의 시설에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4.44점), 재원아동 50∼100인 미만의 시
설에서 이유식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낮았다(3.93
점). 이러한 결과는 재원아동 50인 미만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영아의 재원아동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유식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
다. 특히 영아의 이유식 제공은 전체 평균점수가 
3.76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필요성이 낮게 평가되
었지만 50인 미만의 시설에서는 높은 필요성(4.43점)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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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보육시설의 급식관리를 진단하고 이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진행되었다. 조
사대상 보육시설별 재원 아동의 연령 분포는 시설
의 재원 규모가 크면 4세 이상의 유아수가 많았고, 
재원규모가 작은 곳은 만 2세 이하의 영아 보육율
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형 
규모일수록 보육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영아 
보육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서울
시의 2008년 기준보육료는 1세 이하 327,000원, 만 2
세 270,000원, 3세 185,00원, 4세 이상 167,000원이다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 2008).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육시설의 급식
관리를 영양사가 맡고 있는 경우는 51%이며, 이들
의 96.2%가 공동관리 영양사였다. 공동관리영양사제
도는 영양사 1명이 2곳 이상의 급식시설을 공동관
리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에 드러난 공동관리 영양
사는 5곳의 보육시설을 맡고 있기 때문에 1개 보육
시설당 주 1회 영양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재
원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영양사의 배치율은 1992년에 조사된 
부산지역 보육시설의 영양사 배치율 9.71%와 비교
하면 향상된 수준(최경순 & 정현희 1994)이나 여전
히 개선의 여지는 남아 있다.

보육시설의 관계자의 85.7%가 영양사 배치가 필요
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 현재 선임하고 
있는 곳은 40.8%, 인건비 부담 때문에 선임하지 못한 
곳은 44.9%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보
육시설 정책 수립 부서에서 보육시설 영양사의 인건
비를 보육교사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원하는 
정책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해 준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현장 영양사의 심층 면
담에서 드러난 영양사의 5개 시설 공동관리제도의 
문제점은 영양사가 보육시설 급식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하기에는 시간적, 관리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
는 점이었다. 보육시설에서는 영양사를 배치하여 유

아의 영양관리, 질적인 급식을 위해 노력한다고 학
부모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영양사가 유아의 
영양관리, 영양교육, 및 전반적인 급식관리를 책임
지고 수행하기에는 시간적, 관리적 차원에서 역부족
이었다. 시간적으로는 주 1회 보육시설을 방문하다 
보니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업무에만 급급하게 되
고, 장시간의 업무 진행 시간을 요구하는 업무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관리적인 측면을 보면, 
영양사가 방문영양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급식에 관한 지원적인 성격일 뿐 업무수행상에 명
령, 책임, 권한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 그래서 영
양교육, 어린이 급식지도, 조리원관리, 급식비용관리
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서내부 직원간, 부
서간에 직원통솔,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나 이를 기
대할 수 없어 영양사가 부여받을 과업을 완수하기
에는 관리구조상에 문제점이 많았다(장혜자 2006).

식단 작성과 구매관리는 보육시설의 영양관리와 
급식비용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보육
시설의 식단작성은 52.1%가 영양사에 의해 수행되
었고, 영양권장량(89.8%)에 맞추어 식단을 작성한다
고 응답하였다. 현장 방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
분의 급식소가 표준레시피를 사용하지 않았고, 구매
계획도 서류에 의한 관리보다는 조리원이 현장에서 
직접 구매, 전화주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혜자 
2006). 보육시설의 식단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영양사가 식단작성을 할지라도, 표준레시피가 없기 
때문에 조리원 상식에 준해 음식을 만든다는 점이
었다. 표준레시피가 없다는 것은 식재료의 량과 질
의 관리뿐 아니라, 영양가 분석, 맛, 비용, 식재료의 
재고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식단작성자와 조리원간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
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표준레시피에 
준한 식단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구매관리는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질과 
식비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양질의 식
재료를 얼마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느냐는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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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효율적인 관리에 매우 중요하며, 급식 원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이다. 본 연
구에서 조사된 보육시설 재원아동당 평균 월 식재
료비는 47,394원이고 보육료 대비 21.8% 해당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영 학교급식소의 경우 급식비 대비 
식재료비율 66.9%, 인건비 23.2%, 가스 ․ 수도 ․ 전기
료 등의 유틸리티 비용 4.1%의 원가 구조를 보이고, 
위탁 학교급식소는 식재료비 57.6%, 인건비 21.5%, 
유틸리티 비용 3.8%의 구성비를 보인다(Kwak 등 
2003)는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보육시설의 경우 보
육교사의 보육서비스 비용을 원가구조속에 포함시
켜야 하므로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보육시설의 
규모에 따라 급식비 지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연
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효율적인 구매관리를 통해 
양질의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급식비를 절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영아를 위한 식단관리에서 영아용 식단을 별도 작
성 급식하는 곳이 15.2%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유아
식단에 조리법을 변경하여 급식(65.2%)하고 있었다. 
영아 이유식 프로그램에서 시급히 개선되야 할 사
항으로 위생적인 이유식(4.35점), 양질의 이유식(4.33
점), 다양한 종류(4.24점)가 지적되었고, 특히, 보육시
설 규모가 적은 곳에서 이유식에 관한 정보, 영양 ․ 
위생의 전문적 정보, 조리 전문인력의 고용을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영아는 만 1세 이하의 유아이
다. 특히 모유나 우유의 섭취에서 반고체 식품의 섭
취로 이행하는 시기이고, 영양상태에 따라 뇌세포의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영양 부족은 심각한 영양장애는 물론이고 
두뇌성장, 신체 성장발달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문수재 등 1999; 김은경 등 2005). 그러므로,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일지라도 영아전담보육시설에는 
반드시 영양사를 배치하여 이유식 식단의 작성과 
조제, 위생적인 급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의 배식은 보육교사(70.6%)가 담당하였
고, 배식량은 아동의 기호(56.0%), 영양권장량(38.0%)
에 따라 결정되었다. 영유아기는 양적, 질적 성장을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음식을 아동의 기호에 맞
춰 급식하는 것은 자칫 영양불균형을 가져오거나 
그릇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연령과 영양권장량에 맞추어 적정 일인분량을 설정
하고 이 양을 근거로 아동의 식습관, 몸상태를 감안
하여 급식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 아
동의 적정 1인 급식량을 설정하는 연구가 선행되어
야 하겠다.

유아 시기의 영양교육은 건강한 식생활과 좋은 식
습관 형성을 도와준다. 본 연구에서 유아 대상으로 
급식관련 교육활동은 58.7%만이 수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육시설 유아대상으로 영양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전후의 영양지식, 식습관, 태도
의 변화를 평가한 연구(Sin & Lee 2006; Chang & Ko 
2007)에서 교육집단이 비교육집단보다 영양지식과 
식태도의 유의적인 향상을 보였음을 입증하였다. 학
교급식의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영양교
육을 통해 영양지식의 향상되었고, 68.6% 아동의 식
생활이 향상되었다(Lyu 등 2004; Lee 등 2005). 그러
므로 보육시설의 4∼5세 대상 어린이에게 정기적으
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
그램의 개발과 영양전문가에 의한 교육 수행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보육시설의 위생관리에서 응답자들은 칼, 도마의 
분리사용, 조리 식품과 생식품의 교차오염관리, 보
존식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정기적으
로 위생교육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육
시설의 급식규모는 약 9.1평이며, 보육아동 1인당 면
적으로 환산하면 0.11평(0.36m2)으로 조사되었다. 학
교급식소의 경우 1인당 평균 식당 면적을 0.61∼1.43 
m2으로 제시한 바 있다(Cho 2002). 조리실의 주방기
기 구비 정도에서 자외선소독기, 식기소독기, 냉장
고의 구비율은 높았지만, 3조싱크대, 신발소독기, 잔
반처리기은 낮았다. 특히 검수에 필요한 저울 보유
율(33.3%)이 낮게 나타나 검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이 예상되었고, 보존식 전용 냉장고를 보유하여 
보존식에 의한 식품의 오염예방교육이 필요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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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료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2004)는 학교급식에
서 급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식 설비와 기구를 전
처리용, 조리용, 식기세척용으로 구분하여 구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처리용의 설비 및 기구에 해
당되는 것은 작업대, 식품검수대, 세정대(2, 3조), 야
채절단기, 냉장 · 냉동고, 손소독기, 다단식 선반, 수
세대, 저울이며, 조리용 기기로는 취반기, 대형 국솥, 
만능조리기, 작업대, 부침기, 가스테이블렌지, 가스그
리들, 식기세척용 설비 및 기구는 담금세정대, 식기
세척기, 식기소독보관고, 다단식선반이 권장된다. 보
육시설은 학교급식과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만, 위생적인 음식 생산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급식
시설 기준 제공은 필요하다. 현행 보육시설 인증제
도에서 적용하는 보육시설 규모를 감안하여 20인 
이하 보육시설, 20∼50인 보육시설, 50∼100인 보육
시설,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로 구분하여 주방에 필
요한 기기 및 설비를 제시하는 모델 제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육시설 급식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급
식시설 ․ 설비의 현대화,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급식관련 영양 ․ 위생 전문적인 정보제공, 영양사에 
의한 위생 ․ 영양 ․ 급식관리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곽동경 2006)에서 유치원의 급식
향상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급식위생관리 
향상, 시설현대 및 영양사에 의한 급식관리가 필요
하다는 지적과 매우 흡사하다. 최근 보육시설의 질 
관리를 위해 보육시설인증제도(여성가족부 2006b)가 
운영되고 있으나, 급식관리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
는 인증제도의 건강과 영양 영역의 평가항목을 대
폭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육시설 
인증제도의 총 배점은 240점이며, 그 중에서 건강 
및 영양 영역의 평가점수는 16% 수준인 39점에 불
과하다. 유아의 보육에서 급식이 갖는 중요성과 학
부모의 관심도를 고려한다면, 보육시설인증제도에서 
건강 및 영양에 관한 배점은 상향 조정되어야 하고, 
평가지표는 전문가의 의견과 현행 학교급식평가체

계(교육인적자원부 2007)를 반영하여 급식을 총제적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해 보면, 보육시설의 급식의 
질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
이 남아있다. 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
설에 영양사 배치되어 영양관리, 급식위생관리, 영
양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
요하며, 특히 영아전담보육시설에 이유식 관리를 위
해 영양사의 배치는 더욱 필요하였다. 현행 5개소를 
공동관리하는 제도는 영양사의 책임있는 급식관리
가 불가능하므로 2개소 이하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
다. 더 나아가 보육시설에 영양사의 선임형태를 상
근을 원칙으로 1명씩 배치하고 영양사를 급식관리
자인 동시에 보육교사와 같이 영양교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 중량구, 성동구와 경기도 안산시

에 위치한 보육시설 51개소의 종사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영 ․ 유아에게 양질의 
안전한 식사 제공과 영양 및 위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급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의 급식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보육시설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자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은 52.9%가 시설장이었고, 보육시설 운영경력
은 15년 이상(44.0%), 국공립보육시설에 대부분
(92.2%)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보육시설의 급식관리 현황조사에서 영양사 선임
율은 51.0%였으며, 이 중 단독영양사는 1곳에 불
과하였고 대부분(96.2%)의 보육시설이 공동관리 
영양사를 두고 있었다. 공동관리영양사의 보육시
설 방문 횟수는 주 1회(76.0%)였고, 보육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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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작성자는 영양사(52.1%), 보육교사(22.9%), 시
설장(8.3%)으로 나타났으며, 배식담당자는 보육교
사(70.6%)이었다. 배식량은 일인분량 기준이 정해
져 있지 않았고 ‘아동의 기호’(56.0%)에 따라 결
정되었다. 이에 따라 성장기에 있는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맞는 유아의 연령별 적정 
일인분량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어린이의 기호
를 감안하여 배식량을 맞추어가는 합리적인 노력
이 요구되었다. 

3. 영아 급식관리를 위해 영아용 식단을 별도 작성하
는 곳은 15.2%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이 4~5세 유
아식단에 조리법을 변경하여 급식(65.2%)하고 있
었다. 보육시설에 영아 재원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차후 보육시설에 이유식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였다. 

4. 영유아 보육시설의 재원아동 1인당 조리실 면적은 
0.36 m2 (0.11평)이며, 위생관리와 효율적인 급식관
리를 위해 필요한 기구 구비율은 3조세정대 7.8%, 
신발소독기 3.9%, 잔반처리기 23.5%, 검수용 저울 
33.3%, 식품중심온도측정용 온도계 47.1%, 손소독
기 54.9%로 다소 저조하였다. 또한 급식비용에 관
한 관리 개선, 구입 식재료의 철저한 검수와 품질
관리, 종사원 위생교육 및 유아 영양교육 제공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었다. 

5. 보육시설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
야 할 요건은 급식시설과 설비의 현대화,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급식관련 영양 ․ 위생의 전문적
인 정보 제공, 영양사에 의한 급식관리로 나타났
다. 특히 재원 아동 50인 미만 시설은 급식관리 ․ 
영양 ․ 위생의 전문적 정보 제공, 조리 인력의 고
용 및 유지, 영아의 이유식 제공에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50인 미만의 보육시설 일
지라도 영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에서는 이유식의 
계획 및 조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며, 영양전문
가의 배치가 매우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이 국공

립시설이고 이들 시설이 민간시설과 가정보육시설
보다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한
다면, 국내 보육시설 전체의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
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문제 제
기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해 준다. 우리나
라 보육시설의 질적 성장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제
언하는 바이다.
1. 보육시설에 영양사의 배치를 50인 이상 시설로 

확대 적용 ․ 의무화하고 100인 이상 시설의 공동
관리 영양사제도는 상근영양사제도 또는 2개소 
이하 보육시설의 공동관리영양사제도로 전환되어
야 한다.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양사의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영유아 보육시설 내 양질의 급식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영양교육 프
로그램 개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영양전문가로서의 영양사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어야 한다. 즉, 영양사는 급
식관리뿐 아니라 유아에게 영양교육을 제공하는 
교사로 인식하고 보육시설경영의 질적 개선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4. 현행 보육시설인증제도에서 영양과 건강영역의 
평가항목 수와 문항 보완 작업을 거쳐 급식 및 
영양관리에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평가체계
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하겠다.

5. 보육시설의 건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한의 조리실 면적과 설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안을 마련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감사의 글
본 연구의 계획과 설문과정에 헌신적인 도움을 

주신 대한영양사협회 정책국 직원들과 서울 성동구, 
중랑구 및 경기도 안산시의 보육시설 관계자 분들
께 감사드립니다.



242  | 영유아 보육시설 급식 관리 실태 조사

참고문헌
곽동경 (2006): 효율적인 유치원 급식운영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최종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 (2004):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교육인

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2007):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위생 ․ 안전점

검지침(개정판). 교육인적자원부 Available from: http://www. 
moe.go.kr/main.jsp?idx=0306010101. Accessed January 12, 
2008

김은경, 남혜원, 박영심, 명춘옥, 이기완 (2005): 생활주기 영
양학. 신광출판사. 서울. pp.111-180

문수재, 안홍석, 이영미 (1999): 어린이 영양과 건강. 수학사. 
서울. p.105, pp.145-146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 (2008): 서울시 2008년 기준 보육료.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 Available from: http://children. 
seoul.go.kr/operate/price.html. Accessed March 2, 2008

여성가족부 (2006a): 2006년 보육사업안내. 여성가족부 보육
정책국

여성가족부 (2006b):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 여성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터. Available from: http://www.kcac21.or.kr. 
Accessed September 20, 2006

연합뉴스 (2006): 공립유치원도 급식사고 가능성 높다. 연합
뉴스 2006. 6. 27

장혜자 (2006): 지역사회 영유아 영양지원 시범사업. 단국대
학교: 대한영양사협회 정책과제

최경순, 정현희 (1994): 영유아의 보육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1):75-9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3): 보건소 영양사업(서비스) 기본
모형 개발 및 보급: 2차년도 유아 영양관리. 한국보건산
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국민건강 ‧ 영양조사 2005: 영
양조사부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hang H, Ko E (2007): The effectiveness of nutrition education 
provided by dietitians in child care centers. Korean J Co-

mm Nutr 12(3):299-309
Cho BS (2002): Study on the planning of catering building in 

primary school: focus on the primary schools in Gwang-ju 
autonomous city. Masters degree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uratko CN, Martin RE, Lan WY, Chappell JA, Ahmad M 
(2000): Menu planning, food consumption, and sanitation 
practices in day care facilities. Fam Consum Sci Res J 
29(1):81-91

Kwak T, Chang H, Lee N (2003): A study on cost analyses 
and an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in self-operated and 
contract-managed secondary school foodservices. Korean J 
Nutr 36(10):1083-1093

Lee YM, Lee MJ, Kim SY (2005): Effects of nutrition education 
through discretional activities in elementary school: focused on 
improving nutrition knowledge and dietary habits in 4(th)-, 
5(th) and 6(th)-grade students. J Korean Diet Assoc 11(3):331- 
340

Park JS, Han KH, Choi MS, Chung SD, Chai IS (2001):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free meal 
service centers and cooperation with community. Korean J 
Comm Nutr 6(s3):553-564

Park YJ, Kwak TK, Kang YJ, Chung HK (2003): Assessment 
of the child care centers' foodservice facility and develop-
ment of the kitchen facility model based on the general san-
itation standards and guidelines. J Korean Diet Assoc 9(3): 
219-232

Ryou HJ, Nam HJ, Min YH, Kim YJ, Park HR (2004): Analysis 
of food habits and nutrients intake of nursery school children 
living in Anyang city, based on z-score of weight for height. 
J Korean Diet Assoc 10(1):1-12

Sin EK, Lee YK (2006):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health 
belief model based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day care 
center children. Korean J Comm Nutr 11(4):488-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