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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food waste as well 
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plate waste rate of school foodservice in the Gyeongnam area. Question-
naires were distributed to 280 students from June 20 to July 5, 2011 and a total of 279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ain reason of plate waste was 'big portion size', which sug-
gests that portion size should be adjusted. Second, the attitude for food waste reduction was 3.67 based on a 
5-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Third, the average plate waste rate of school 
foodservice was 18.65%. Fourth, there were four factors affecting plate waste rate; balanced/unbalanced diet, 
satisfaction of school foodservice, need for nutrition education related to food waste, and attitude towards 
food waste reduction. The plate waste rates of the students who ate a balanced diet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students who ate an unbalanced diet (P＜0.001). The plate waste rates of the students who 
were satisfied with school foodservice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students who were un-
satisfied (P＜0.001). The plate waste rates of the students who recognized the need for nutrition education 
were significantly lower that those of the students who did not recognize this (P＜0.01). Finally, the students' 
attitudes towards food waste reduction were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plate waste rate (P＜0.01). 
In conclusion, in order to successfully reduce plate waste in school foodservice, nutrition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on proper portion size, balanced diet, and food waste. Further, introduction of partial self-service by 
school foodservice should be reviewed, and strategies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 foodservice satisfaction 
should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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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학교급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8,753
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등 총 780여
만 명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

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932톤에 달하며 학교급식 

대상에 따른 1인당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초

등학교 80 g, 중학교 140 g, 고등학교 200 g이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0).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사항은 학생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2008년 12.7 kg, 2009년 13.1 kg, 
2010년에는 13.6 kg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연간처리비용 또

한 2008년 102억원, 2009년 113억, 2010년 121억원으

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Sul 2011), 학교급식

에서의 쓰레기 관리비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급식비 

중 운영비(관리비)항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한다(Choi 2000).
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크게 전처

리 쓰레기, 잔반, 잔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Yang 등 

2008), 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가장 많

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제공된 음식을 먹고 나서 

남긴 잔반으로 이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매우 중요

하다 할 수 있다(Kim 등 2007b).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반의 관리와 통제는 직

접적으로는 식재료비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의 

절감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

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 선행 

연구(Park & Min 1997; Hong & Chang 2003; Hyun 
2008)에 의하면 학교급식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잔반

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학교급식에서의 잔반은 

급식 만족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서 역할을 하

며, 급식 운영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즉, 학교급식에서 잔반에 영향 미치는 다양한 요인

들을 규명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원가 

및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급식만족도 향상, 식습관 

및 영양지식 향상, 사회성 및 협동심 함양, 학생의 

환경 의식 고취, 학교급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

성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Kim 등 2007a; Jeung 등 2008; Park 
2009; Baek 2010; Lee 2011).

지금까지 학교급식 잔반을 조사한 연구들(Kim 
2009a; Yu 2009; Baek 2010; Lee 2011; Park 2011)을 

살펴보면 주로 학교급식 전체에 대한 잔반량에 대

하여 조사하였을 뿐이고, Kim(2009b)은 잔반량 실측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밥, 국, 주찬, 부찬, 후식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기에 좀 더 세부적인 음식 종류

별 잔반량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잔반율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하여 수행한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음식 종류별 잔반율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

으로써 향후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영양 

교육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

남지역에 소재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만

족도 및 배식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둘째, 음

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셋째, 음
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영양교육 실태 및 요구도

를 조사하고 넷째, 학교급식 잔반 실태를 조사하며, 
다섯째, 학교급식 잔반율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
ce sampling method)에 의하여 경남 고성군에 소재한 

K청소년수련원에 입소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

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특성에 맞게 설문지를 개발

한 후 2011년 6월 9일 입소한 창원 Y초등학교 5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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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개 반 48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이해도와 타당성을 수정ㆍ보완하였다. 본 조

사는 경남 고성군에 소재한 K청소년수련원에 입소

한 10개 초등학교 5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2011
년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총 280
부를 배포하여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1부를 제외하

고 총 279부(99.6%)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선행 문헌(Choi 2008a; 
Choi & Han 2009; Kim 2009a; Kim 2009b; Lee 2009; 
Yu 2009; Baek 2010; Yun 2010)을 참고로 하여 구성

하였다. 설문 문항은 크게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학
교급식에 대한 인식,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태

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영양 교육 실태 및 

요구도, 학교급식 잔반 실태의 5부분으로 구성하였

다. 첫 번째 조사대상의 일반 사항은 성별, 어머니

의 직업 유무, 편식 여부의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

으며, 두 번째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은 학교급식 만

족도와 배식량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급

식 만족도 문항은 1개 문항으로 3점 척도(3점 척도: 
1-불만족스럽다, 2-보통이다, 3-만족스럽다)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으며, 학교급식 배식량에 대한 인식은 

밥, 국 및 찌개, 육류, 생선류, 채소류, 김치류의 6개 

음식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3점 척도(1-부족하다, 2-적당하다, 3-많다)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감량

에 대한 태도는 관련 선행 연구(Kim & Ryu 2002; 
Choi 2008a; Choi & Han 2009; Lee 2009; Paeng 
2010; Yun 2010)를 참고하여 10개 문항으로 구성하

였으며,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

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넷째, 음식물쓰레기 감

량에 대한 영양 교육 실태 및 요구도 부분에서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영양 교육의 실시 현황 및 필요성 그

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에 대한 중요도로 구

성하였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영양 교육 실시 현

황에서는 총 8개의 영양교육 방법(‘잔반 없는 날 운

영’, ‘급식시간을 이용한 영양(교)사의 교육’, ‘영양

(교)사의 직접 교육’, ‘담임선생님을 통한 교육’, ‘홈
페이지, 가정통신문, 게시판을 이용한 교육’, ‘인터

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한 교육’, ‘가정에서 부모로부

터의 교육’, ‘글짓기, 그림그리기 등을 이용한 교육’)
에 대한 실시 여부를 조사하였다. 음식물쓰레기 감

량에 대한 영양 교육의 필요성은 1개 문항으로 3점 

척도(1-필요하지 않다, 2-보통이다, 3-필요하다)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에 대

한 중요도는 총 6개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1: 전

혀 중요하지 않다, 5: 매우 중요하다)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다섯째, 학교급식 잔반 실태는 학교급식 

잔반량과 학교급식을 남기는 이유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급식 잔반량은 음식 종류별로 밥, 
국 및 찌개, 육류, 생선류, 채소류, 김치류의 6개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제 계측방법에 의한 

잔반량 측정은 시간, 노력 및 비용이 많이 드는 단

점이 있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점이 따르기

에 본 연구에서는 자가기록 방법(Spears & Gregoire 
2004; Yang 등 2008)을 이용하였다. 자가기록 방법

은 실제 측정 잔반량과 ±5% 미만의 차이를 보여 잔

반율 추정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 선행 

연구(Park & Min 1997; Choi 2000; Kim 등 2007a)에 

근거하여 ‘모두 남김’, ‘3/4 남김’, ‘1/2 남김’, ‘1/4 남
김’, ‘남기지 않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한 후 ‘모두 남김’은 100%, ‘3/4 남김’은 75%, ‘1/2 
남김’은 50%, ‘1/4 남김’은 25%, ‘남기지 않음’은 0%
로 환산하여 잔반율을 산출하였다. 학교급식을 남기

는 이유에 대한 인식 문항은 음식 종류별로 밥, 국 

및 찌개, 육류, 생선류, 채소류, 김치류의 6개로 구

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ver. 15.0)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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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79).

Variables Item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44 51.6

Female 135 48.4

Whether a mother
  has a job

Yes 186 66.7

No  93 33.3

Diet
Unbalanced diet 144 51.6

Balanced diet 135 48.4

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어머니의 직

업 유무, 편식 여부), 학교급식만족도 및 배식량에 

대한 인식,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영양 교육 실

태 및 요구도, 학교급식 잔반 실태(잔반량 및 학교

급식을 남기는 이유)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포를 알아보았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

한 태도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의 중요도는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셋째, 학교급식 잔반율

은 학교급식 잔반량 문항에서 ‘모두 남김’은 100%, 
‘3/4 남김’은 75%, ‘1/2 남김’은 50%, ‘1/4 남김’은 

25%, ‘남기지 않음’은 0%로 환산하여 잔반율을 산

출한 뒤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넷째, 학교급

식 잔반율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태도의 관

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다
섯째, 학교급식 잔반율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하기 위하여 성별, 어머니 직업 유무, 편식 여부, 학
교급식 만족도, 학교급식 배식량에 대한 인식, 음식

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영양교육의 필요성, 음식물쓰

레기 감량에 대한 태도에 따른 학교급식 잔반량의 

차이를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검증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 S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의 일반 사항

조사대상의 일반 사항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

상자는 총 279명으로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 144
명(51.6%), ‘여자’ 135명(48.4%)으로 남녀 비율은 비

슷하였다. 어머니의 직업 유무를 보면 직업이 ‘있다’ 
186명(66.7%), 직업이 ‘없다’ 93명(33.3%)으로 어머니

가 직업을 가진 학생이 더 많았다. 편식 여부 문항

에서는 ‘편식을 한다’ 144명(51.6%), ‘편식을 하지 않

는다’ 135명(48.4%)으로 비슷한 분포 결과가 나타났

다(Table 1). 

2.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보통이다’(60.2%)가 가

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만족스럽

다’(30.8%), ‘만족스럽지 않다’(9.0%)로 나타났다. 밥, 
국 및 찌개, 육류, 생선류, 채소류, 김치류의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한 학교급식의 배식량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밥
(84.2%)’, ‘국 및 찌개(76.0%)’, ‘육류(63.1%)’, ‘생선류

(69.5%)’, ‘채소류(70.6%)’, ‘김치류(63.8%)’로 전체적

으로 대부분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육

류만이 ‘부족하다’(28.7%)라고 응답한 비율이 ‘많
다’(8.2%)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고 나머지 음식 

종류에서는 ‘많다’가 ‘부족하다’ 보다 더 많은 부분

을 차지하였다(Table 2). 

3.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태도는 Table 3에 나타

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태도는 평균 3.67로 

나타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 경남지역 초등학

생들은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은 ‘적정 

배식량에 대한 요구’(4.05)였으며, 다음은 ‘잔반 없는 

날의 적극적 참여’(3.98),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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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ception on school foodservice (N=279).

Category Item  N (%)

Satisfaction with school foodservice

Satisfied   86 (30.8)

Neutral  168 (60.2)

Unsatisfied   25 ( 9.0)

Perception on portion
 size

Cooked rice

Too small   12 ( 4.3)

Moderate  235 (84.2)

Too big   32 (11.5)

Soup

Too small   16 ( 5.7)

Moderate  212 (76.0)

Too big   51 (18.3)

Meat items

Too small   80 (28.7)

Moderate  176 (63.1)

Too big   23 ( 8.2)

Fish items

Too small   32 (11.5)

Moderate  194 (69.5)

Too big   53 (19.0)

Vegetable items

Too small   16 ( 5.7)

Moderate  197 (70.6)

Too big   66 (23.7)

Kimchi items

Too small   29 (10.4)

Moderate  178 (63.8)

Too big   72 (25.8)

Table 3. Attitude towards food waste reduction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yeongnam area (N=279).

Item1) Average Unbalanced diet
(N=144)

Balanced diet
(N=135) T-value

Try to participate in green day campaign actively 3.98±1.04 3.73±1.10 4.25±0.91 －4.31***

Try to demand for proper portion size in meal time at school 4.05±0.98 4.08±0.97 4.01±0.99   0.65

Try to treat food preciously with gratitude 3.62±0.91 3.42±0.93 3.82±0.84 －3.76***

Try to eat food that I do not like 3.69±1.08 3.40±1.14 4.00±0.91 －4.88***

Try to minimize my food waste at school and at home 3.48±1.05 3.28±1.04 3.69±1.03 －3.26***

Try to modify the dietary habits 3.67±1.03 3.53±1.02 3.82±1.03 －2.40*

Try not to leave plate waste 3.82±0.99 3.55±0.97 4.11±0.92 －4.95*

Try to discard food waste correctly 3.70±1.09 3.65±1.09 3.76±1.10 －0.78

Try to discard food waste correctly outside 3.35±1.23 3.38±1.24 3.32±1.22   0.43

Try to attend for correct separation of food waste at home 3.38±1.28 3.31±1.29 3.45±1.27 －0.95

Average 3.67±0.63 3.53±0.66 3.82±0.56 －3.93***
1) A 5-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P＜0.05, ***P＜0.001

노력’(3.82) 항목에 대한 태도가 높았고, 가장 태도가 

낮은 것은 ‘야외에서의 올바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

거’(3.35), ‘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

한 참여’(3.38)이었다. 편식 여부에 따른 음식물쓰레

기에 대한 태도 문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잔반 

없는 날의 적극적 참여’(P＜0.001),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을 소중히 다룸’(P＜0.001), ‘싫어하는 음식에 대

한 섭취 노력’(P＜0.001),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감

소화’(P＜0.001), ‘식사습관 교정을 위한 노력’(P＜ 

0.05),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P＜0.05)의 6문
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차이를 보인 문

항 모두 ‘편식을 하는’ 집단에 비해 ‘편식을 하지 

않는’ 집단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3). 

4.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영양교육 실태 및 요구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영양교육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Table 4) ‘잔반 없는 날’은 조사 대상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100%), 홈페이지, 가

정통신문, 게시판을 통한 교육(63.1%), 가정에서 부

모로부터의 교육(60.6%), 담임선생님을 통한 교육

(57.0%),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이용한 교육

(52.7%), 급식시간을 이용한 영양사의 교육(29.7%), 
글짓기, 그림 그리기 등을 이용한 교육(17.6%), 영양



J Korean Diet Assoc 18(2):126-140, 2012 | 131

Table 4. Experience of nutrition education related to food 
waste reduction (N=279).

Category Item N (%)

Attending green day campaigns
Yes 279 (100.0)

No   0 ( 00.0)

Education by a nutrition teacher (dietitian)
 during meal time

Yes  83 ( 29.7)

No 196 ( 70.3)

Education by a nutrition teacher (dietitian) in
 the class

Yes  21 (  7.5)

No 258 ( 92.5)

Education by other teachers in the class
Yes 159 ( 57.0)

No 120 ( 43.0)

Education through homepages, family letter,
 and school board

Yes 176 ( 63.1)

No 103 ( 36.9)

Education through media including internet,
 and newspapers, etc.

Yes 147 ( 52.7)

No 132 ( 47.3)

Education by parents at home
Yes 169 ( 60.6)

No 110 ( 39.4)

Education by writing, drawing, etc.
Yes  49 ( 17.6)

No 230 ( 82.4)

Table 5. Need for nutrition education related to food waste and importance on method for food waste reduction (N=279).

Variables N (%) or 
Mean±SD

Gender
χ² or T-value

Male Female

Need for nutrition education related to food waste reduction 

Necessary 152 (54.5) 77 (53.5) 75 (55.5)

  0.23Neutral 122 (43.7) 64 (44.4) 58 (43.0)

Unnecessary   5 ( 1.8)  3 ( 2.1)  2 ( 1.5)

Importance of food waste reduction methods1)

Strengthen education to reduce food waste 4.06±0.90 4.15±0.87 3.98±0.92   1.57

Get food as much as I can eat when served in school foodservice 4.39±0.76 4.41±0.77 4.38±0.74   0.35

Reduce present portion size 3.65±1.03 3.53±1.12 3.78±0.92  －2.04*

Survey preference more often 3.84±1.01 3.86±1.07 3.81±0.95   0.38

Conduct green day campaigns 3.94±1.04 3.95±1.11 3.93±0.96   0.15

Improve cooking methods 3.62±1.03 3.58±1.04 3.66±1.02 －0.61
1) A 5-point Likert scale (1: not important at all, 5: very important)
*P＜0.05

사의 직접 교육(7.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의 교육은 주로 담임선생님을 통한 교육이 주를 이

루었고 영양사가 실시하는 영양교육은 낮은 비중을 

보였다(Table 4).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영양교육의 필요성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에 대한 중요도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관련 영양교

육이 ‘필요하다’(54.5%)고 인식하는 부분이 가장 많

았고, 다음은 ‘보통이다’(43.7%)였으며, ‘필요 없

다’(1.8%)는 거의 없었다. 성별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영양교육의 필요성 인식의 차이는 유

의적이지 않았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먹고 싶은 만큼만 배식받기’의 중요도(4.39)가 

가장 높았으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강

화’(4.06), ‘잔반 없는 날 운영’(3.94), ‘기호도 조사 

자주 실시’(3.84), ‘배식량 줄이기’(3.65)의 순이었으

며, 가장 중요도가 낮은 것은 ‘조리방법 개선’(3.62)
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중요성 인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배식량 줄이기’ 문항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여(P＜0.05) ‘배식량 줄이기’에 대한 중요성 

인식 수준이 ‘남학생’(3.53)에 비해 ‘여학생’(3.78)이 

더 높았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배식량 줄이

기’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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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late waste of elementary school foodservice.  
N (%)

Plate waste
Category

Not 
leave

Leave 
1/4 

Leave 
half

Leave 
3/4

Leave 
all

Mean±SD
(%)1)

Cooked rice 259 (92.8) 14 ( 5.0)  5 ( 1.8)  1 ( 0.4)  0 (0.0) 2.42±9.53

Soup 108 (38.7) 71 (25.5) 60 (21.5) 28 (10.0) 12 (4.3) 28.94±29.27

Meat items 230 (82.4) 31 (11.1)  8 ( 2.9 )  9 ( 3.2 )  1 (0.4)  6.99±17.63

Fish items 146 (52.3) 59 (21.1) 30 (10.8) 27 ( 9.7 ) 17 (6.1) 24.01±31.33

Vegetable items 133 (47.6) 56 (20.1) 36 (12.9) 32 (11.5) 22 (7.9) 27.92±33.21

Kimchi items 159 (57.0) 53 (19.0) 33 (11.8) 14 ( 5.0 ) 20 (7.2) 21.59±30.83

Total 18.65±17.82
1) Calculated based on conversion of ‘leave all’ (100%), ‘leave 3/4’ (75%), ‘leave 1/2’ (50%), ‘leave 1/4’ (25%), ‘not leave’ (0%)

5. 학교급식 잔반 실태

학교급식 잔반량은 Table 6에 제시하였다. ‘밥’의 

경우 ‘남기지 않는다’(92.8%)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밥’은 

잘 섭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기지 않는

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음식 종류 중 ‘국 및 찌개

(38.7%)’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으며, 남기는 학생의 

비율(‘남기지 않는다’를 제외한 비율)이 61.3%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남기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밥(92.8%), 육류(82.4%), 김치류

(57.0%), 생선류(52.3%), 채소류(47.6%), 국 및 찌개류

(38.7%)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남김’은 100%, ‘3/4 남김’은 75%, ‘1/2 남김’

은 50%, ‘1/4 남김’은 25%, ‘남기지 않음’은 0%로 

환산하여 잔반율을 산출한 결과 평균 18.65%로 나

타나 조사 대상 초등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학교급식

에서 제공되는 양의 1/5가량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음식 종류 중에서 가장 잔반율이 높은 것은 

‘국 및 찌개’(28.94%)이었으며, ‘채소류’(27.92%), ‘생
선류’(24.01%), ‘김치류’(21.59%), ‘육류’(6.99%), ‘밥’ 
(2.4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들이 학교급식

에서 제공되는 ‘밥’과 ‘육류’는 섭취율이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국 및 찌개류, 채소류, 생선류, 김치류는 

섭취율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6). 
학교급식을 남기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밥(52.4%)’, ‘국 및 찌개(43.9%)’, 
‘육류(40.0%)’의 경우 ‘양이 많아서’가 가장 많은 부

분을 차지하였지만, ‘생선류’는 ‘맛이 없어서’(26.0%)
와 ‘양이 많아서’(26.0%)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였고, ‘채소류’는 ‘싫어하는 음식이라서’(35.8%)가 가

장 많았고, ‘김치류’는 ‘간이 안 맞아서’(23.5%)가 가

장 많게 조사되어 음식 종류별로 남기는 이유가 다

르므로 음식 종류별로 각기 다른 운영 전략이 필요

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7). 

6. 학교급식 잔반율에 영향 미치는 요인 분석

학교급식 잔반율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학교급식 잔반율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8). 
분석 결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태도는 학교

급식 평균 잔반율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고(P＜0.01), 음식 종류별로 살펴보면 ‘밥(P＜0.05)’, 
‘국 및 찌개(P＜0.01)’, ‘육류(P＜0.05)’, ‘생선류(P＜ 

0.01)’, ‘채소류(P＜0.01)’, ‘김치류(P＜0.01)’의 모두에

서 잔반율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태도 간의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급식 잔반율이 낮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8).
학교급식 잔반율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 대상의 일반 사항(성별, 어머니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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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asons of plate waste in school foodservice.

Category Item N (%)

Cooked rice

Not tasty   3 ( 14.3)

Dislike   1 (  4.8)

Badly seasoned with salt   4 ( 19.0)

Heavy plate  11 ( 52.4)

Habitually   2 (  9.5)

Sub total  21 (100.0)

Soup

Not tasty  39 ( 22.8)

Dislike  13 (  7.6)

Badly seasoned with salt  20 ( 11.7)

Heavy plate  75 ( 43.9)

Habitually  24 ( 14.0)

Sub total 171 (100.0)

Meat items

Not tasty   8 ( 16.0)

Dislike   7 ( 14.0)

Badly seasoned with salt  10 ( 20.0)

Heavy plate  20 ( 40.0)

Habitually   5 ( 10.0)

Sub total  50 (100.0)

Fish items

Not tasty  34 ( 26.0)

Dislike  32 ( 24.4)

Badly seasoned with salt  21 ( 16.0)

Heavy plate  34 ( 26.0)

Habitually  10 (  7.6)

Sub total 131 (100.0)

Vegetable items

Not tasty  46 ( 30.4)

Dislike  54 ( 35.8)

Badly seasoned with salt   9 (  6.0)

Heavy plate  31 ( 20.5)

Habitually  11 (  7.3)

Sub total 151 (100.0)

Kimchi items

Not tasty  26 ( 21.9)

Dislike  18 ( 15.1)

Badly seasoned with salt  28 ( 23.5)

Heavy plate  26 ( 21.9)

Habitually  21 ( 17.6)

Sub total 119 (100.0)

유무, 편식 여부),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학교급식만

족도, 배식량에 대한 인식),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

한 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영양교육의 필

요성에 따른 학교급식 잔반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Table 9).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평균 잔반율

은 ‘여자’(17.49%)가 ‘남자’(19.73%)보다 다소 적었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음식 종류 

중 남녀 간의 차이를 보인 항목은 ‘채소류’였는데 

‘남자’(32.64%)가 ‘여자’(22.89%)보다 ‘채소류’의 잔반

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즉 채소류 

반찬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많이 남기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잔반율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잔반율 평균은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집단(19.98%)이 직업이 ‘없는’ 집단(15.98%)보다 다

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음식 종류 중에서는 ‘국 및 찌개류(P＜0.05)’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집

단(31.99%)’이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집단(22.85%)’
보다 잔반율이 더 높았다. 

편식 여부에 따른 잔반율의 차이를 살펴보니, 평

균 잔반율 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 종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편식을 하는 집단(27.34%)’의 평

균 잔반율이 ‘편식을 하지 않는 집단(9.37%)’보다 더 

높았으며(P＜0.001), ‘밥’(P＜0.01), ‘국 및 찌개’(P＜ 

0.001), ‘육류’(P＜0.05), ‘생선류’(P＜0.001), ‘채소류’ 
(P＜0.001), ‘김치류’(P＜0.001)의 모든 음식 종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편식을 하는 집단’이 ‘편식

을 하지 않는 집단’보다 잔반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급식 만족도에 따른 잔반율의 차이를 살펴보

면, 학교급식에 대해 ‘만족스럽다’(12.63%)라고 응답

한 학생의 평균 잔반율이 ‘만족스럽지 않다’(25.67%)
라고 응답한 학생의 잔반율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P
＜0.001). 음식 종류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섭취 수준

이 높은 편인 육류와 반대로 섭취 수준이 낮은 채

소류를 제외하고 ‘밥’(P＜0.05), ‘국 및 찌개’(P＜ 

0.05), ‘생선류’(P＜0.001), ‘김치류’(P＜0.001)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밥’(P＜0.05), ‘생선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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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rrelation analysis of plate waste rate and attitude towards food waste reduction.

Plate waste rate (%) Attitude towards 
food waste 
reduction1)

Cooked 
rice Soup Meat 

items
Fish 
items

Vegetable 
items

Kimchi 
items Average

Plate waste rate
 (%)

Cooked rice 1.00

Soup 0.23**  1.00

Meat items 0.21**  0.35**  1.00

Fish items 0.17**  0.52**  0.37**  1.00

Vegetable items 0.23**  0.48**  0.14*  0.43**  1.00

Kimchi items 0.29**  0.42**  0.19**  0.45**  0.47**  1.00

Average 0.39**  0.78**  0.49**  0.78**  0.75**  0.74**  1.00

Attitude towards food waste 
 reduction1) －0.14* －0.26** －0.13* －0.23** －0.30** －0.26** －0.34**  1.00

1) A 5-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P＜0.05, **P＜0.01 

0.001), ‘김치류’(P＜0.001)에서는 학교급식이 ‘만족스

럽다’고 응답한 집단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잔반율이 더 낮았으며, ‘국 및 찌개류’(P
＜0.05)에서는 학교급식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집

단이 만족도가 ‘보통’인 집단 및 ‘만족스럽지 않다’
고 응답한 집단보다 잔반율이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대체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의 잔반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급식 배식량 인식에 따른 잔반율의 차이 분

석 결과 ‘밥’의 잔반율은 ‘밥’의 배식량 인식에 따른 

차이를 보여 배식량이 ‘적당하다’(1.60%)고 인식하는 

학생의 잔반율이 ‘부족하다’(8.33%)고 인식하는 학생

의 잔반율보다 더 낮았다(P＜0.01). ‘국 및 찌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육류’의 잔반율은 

‘육류’의 배식량 인식에 따른 차이를 보여 배식량이 

‘부족하다’(4.06%)고 인식하는 학생에 비해 ‘많
다’(15.22%)고 인식하는 학생의 잔반율이 더 높았다

(P＜0.05). ‘생선류’의 잔반율은 ‘생선류’의 배식량 

인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배식량이 ‘부
족하다’(23.44%)와 ‘적당하다’(21.13%)에 비해 ‘많
다’(34.91%)가 잔반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P＜0.05). ‘채소류’의 잔반율도 ‘채소류’의 배식량 

인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배식량이 ‘부족하

다’(26.56%)와 ‘적당하다’(23.30%)에 비해 ‘많다’ 
(42.05%)가 잔반율이 더 높았다(P＜0.001). ‘김치류’
의 잔반율은 ‘김치류’의 배식량 인식에 따라 차이를 

보여 배식량이 ‘적당하다’(17.42%)에 비해 ‘많다’ 
(30.56%)가 잔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P＜0.01).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영양 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잔반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영양 교

육이 ‘필요하다’(16.04%)라고 응답한 학생이 ‘보통이

다’(21.77%)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잔반율이 낮았다(P
＜0.01). 음식 종류 중에서는 ‘육류’(P＜0.05), ‘생선

류’(P＜0.05), ‘채소류’(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차이가 나타난 항목 모두에서 교육이 ‘필
요하다’는 집단이 ‘보통이다’는 집단보다 잔반율이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의 분포

를 기준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태도의 평

균 점수가 3.30 이하를 ‘하’ 집단, 4.10 이상을 ‘상’ 
집단으로 하여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세 집단 간

의 잔반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음식물쓰레기 감

량에 대한 태도가 ‘높은’ 집단(12.86)과 ‘보통’인 집

단(17.28)에 비해 태도가 ‘낮은’ 집단(26.30)의 잔반율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음식 종류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섭취율이 높은 ‘밥’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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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Factors related to plate waste rate in elementary school foodservice.
Unit (%) 

Factors Item Cooked rice1) Soup1) Meat items1) Fish items1) Vegetable 
items1)

Kimchi 
items1) Average

Gender

Male (N=144) 1.91±7.87 28.13±28.65 8.33±19.39 24.65±32.11 32.64±35.02 22.74±30.86 19.73±17.88

Female (N=135)  2.96±11.03 29.81±30.00 5.56±15.47 23.33±30.57 22.89±30.50 20.37±30.87 17.49±17.75

T-value －0.92 －0.48 1.32 0.35 2.47* 0.64 1.05

Whether a mother
 has a job

Yes (N=186) 2.69±9.35 31.99±29.72 6.72±16.70 26.34±31.59 29.84±33.24 22.31±32.25 19.98±17.48

No (N=93) 1.88±9.92 22.85±27.50 7.53±19.43 19.35±30.42 24.09±32.99 20.16±27.89 15.98±18.28

T-value 0.67 2.48* －0.36 1.76 1.37 0.55 1.78

Diet

Unbalanced diet
 (N=144) 3.99±12.43 41.84±29.39 9.55±21.11 35.24±34.15 41.32±35.27 32.12±34.69 27.34±17.79

Balanced diet
 (N=135) 0.74±4.25 15.19±22.04 4.26±12.42 12.04±22.62 13.63±23.70 10.37±21.02 9.37±12.38

T-value 2.89** 8.60*** 2.57* 6.73*** 7.74*** 6.38*** 9.85***

Satisfaction with 
 school foodservice

Satisfied (N=86) 0.29±2.70a 21.80±26.51a 4.94±13.73 14.53±24.39a 21.69±29.81 12.50±23.25a 12.63±14.01a

Neutral (N=168)  2.98±10.88ab 32.44±30.29b 7.74±18.55 27.08±31.48ab 29.76±34.06 24.11±31.89ab

20.68±18.18ab

Unsatisfied (N=25)  6.00±13.07b 30.00±27.95b 9.00±22.68 36.00±42.74b 37.00±36.17 36.00±38.24b 25.67±21.77b

F-value 4.30* 3.85* 0.89 6.85*** 2.74 7.35*** 8.37***

Perception on 
 portion size

Too small  8.33±16.28b

(N=12)
15.63±20.16

(N=16)
4.06±16.61a

(N=80)
23.44±34.74a

(N=32)
26.56±32.23a

(N=16)
25.00±34.72ab

(N=29)

Moderate 1.60±7.32a

(N=235)
29.01±29.13

(N=212)
7.24±17.34ab

(N=176)
21.13±28.64a

(N=194)
23.30±30.80a

(N=197)
17.42±27.08a

(N=178)

Too big   6.25±16.80ab

(N=32)
32.84±31.42

(N=51)
15.22±20.97b

(N=23)
34.91±36.47b

(N=53)
42.05±36.73b

(N=66)
30.56±35.90b

(N=72)

F-value 5.98** 2.13 3.70* 4.12* 8.31*** 4.99**

Need for nutrition
 education related 
 to food waste

Necessary (N=152) 2.14±9.52 26.64±28.58 4.77±14.31 19.74±29.01 23.52±30.34 19.41±29.37 16.04±16.51

Neutral (N=127) 2.76±9.57 31.69±29.96 9.65±20.67 29.13±33.30 33.19±35.76 24.21±32.42 21.77±18.86

T-value －0.54 －1.44 －2.32* －2.52* －2.44* －1.30 －2.71**

Attitude towards
 food waste 
 reduction

Low (N=82)  3.96±11.43 37.80±31.49b 11.28±23.29b 34.45±35.93b 40.12±36.36b 30.18±34.41b 26.30±19.04b

Moderate (N=116) 1.94±9.41  28.88±28.48ab  6.47±15.85ab 20.91±26.98a 24.57±30.57a 20.91±30.03ab 17.28±16.77a

High (N=81) 1.54±7.23 20.06±25.44a 3.40±11.69a 17.90±29.90a 20.37±30.39a 13.89±25.92a 12.86±15.34a

F-value 1.57 7.86*** 4.26* 6.95*** 8.67*** 5.94** 13.25***
1) Calculated based on conversion of ‘leave all’ (100%), ‘leave 3/4’ (75%), ‘leave 1/2’ (50%), ‘leave 1/4’ (25%), ‘not leave’ (0%)
*P＜0.05, **P＜0.01, ***P＜0.001
a＜b: Scheffe multiple comparison

고 ‘국 및 찌개’(P＜0.001), ‘육류’(P＜0.05), ‘생선

류’(P＜0.001), ‘채소류’(P＜0.001), ‘김치류’(P＜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차이를 보인 

항목 모두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태도가 

‘높은’ 집단의 잔반율이 가장 낮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태도가 ‘낮은’ 집단의 잔반율이 가장 

높았다(Table 9).

고 찰

경남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본 연구에

서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보통이다’(60.2%), 
‘만족스럽다’(30.8%), ‘만족스럽지 않다’(9.0%)의 순

으로 나타났는데 Lee(2009)의 연구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전체 만족도가 ‘보통’ 정도로 나타나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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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학교급식의 배

식량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밥의 배식량에 대하여 

‘적당하다’가 84.2%, 국의 배식량에 대해서는 ‘적당

하다’가 76.0%로 조사되었다. Baek(2010)의 연구에서

는 ‘적당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밥은 60.9%, 국은 

57.3%, Lee(2011)의 연구에서는 밥 82.1%, 국 76.9%
로 조사되어 연구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본 연구에

서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경남지역 학교급식의 배

식량에 대하여서는 대체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식하

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지만 김치류의 경우 ‘많다’가 

25.8%로 음식 종류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김치

류의 배식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학교급식 평균 잔반율은 18.65%로 제공된 급식량

의 1/5가량 남기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음식 종류

별로는 ‘국 및 찌개’(28.94%), ‘채소류’(27.92%), ‘생
선류’(24.01%), ‘김치류’(21.59%), ‘육류(6.99%)’, ‘밥’ 
(2.4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도시형 초등학교를 대

상으로 한 선행 연구(An & Lee 2002)에서 조사된 

17.4%와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Kim(2009b)의 연구

에서는 측정된 밥의 잔반율 14.23∼28.97%, 국의 잔

반율 2.70∼34.10%와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Yi & Kwak(2008)의 연구 결과

에서 제시한 남학생 26.8%, 여학생 29.1%보다는 낮

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 대상인 경남지역 초등학생들은 학교급식 

중 ‘밥’과 ‘육류’는 남기지 않고 잘 먹는 편이나 국 

및 찌개, 채소류, 생선류, 김치류는 잔반율이 20% 
이상으로 조사되어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났다. 초등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Seo 등 1998; Kim & 
Ryu 2002; Hong & Chang 2003; Kim & Lee 2003; 
Kim 등 2007a; Cho 2008; Kim 2009a; Kim 2009b; 
Yu 2009)에서도 지역에 관계없이 국, 채소, 김치류, 
생선류의 잔반이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

였다. 이러한 경향은 중학생 대상 연구(Choi 2008b; 
Choi & Han 2009; Yun 2010), 고등학생 대상 연구

(Paeng 2010; Park 2011)에서도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즉 초등학교의 학교급식 잔반량 경향은 중학교, 고

등학교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초등학

교때 형성된 식습관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지속적으

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 및 찌개류, 채소

류, 생선류, 김치류의 높은 잔반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러한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때부터의 체계적인 영양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잔반량이 많은 음식 종류에 대해 남

기는 이유를 살펴보면 ‘국 및 찌개류’는 ‘양이 많아

서’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므로 국 및 찌개류는 

우선적으로는 1인분량을 줄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생선류와 채소류는 ‘맛이 없어서’, 
‘싫어해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Choi(2008b)
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생선류와 채소류의 경

우에는 기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리 방법의 개선

과 함께 영양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학생들의 수응

도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또한 ‘양이 많아서’ 
는 대부분의 음식 종류에서 공통적으로 응답하였는

데 이는 선행 연구(Kim & Ryu 2002; Hong & Chang 
2003; Kim 2009a)결과와 유사하여 초등학생 대상 1
인분량 기준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

다. 1인분량의 올바른 설정은 원가 관리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도를 위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에(Spears 
& Gregoire 2004) 이에 대한 연구가 조속한 시일 내

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적정 1인분 배식량에 

대한 조리원 대상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

으로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섭취하여야 할 적정량

에 대한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영양 교육 실태를 조

사한 결과 경남지역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잔반 없

는 날’은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학교 홈

페이지’의 활용도와 ‘가정통신문 발송’과 ‘급식 게시

판’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영양교사에 의한 교육보다는 담임선생

님에 의한 지도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었다(Kim 2009b; Yu 2009; Pae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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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먹고 싶은 만큼만 배식받기’(4.39), ‘음식물쓰

레기 줄이기 교육 강화’(4.06), ‘잔반 없는 날 운

영’(3.94), ‘기호도 조사 자주 실시’(3.84), ‘배식량 줄

이기’(3.65), ‘조리방법 개선’(3.62)의 순으로 나타났

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배식량 줄이기’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향후 조리원이나 배식도

우미들에 의한 대면배식을 할 경우 남학생과 여학

생의 섭취량을 고려하여 배식하도록 하고, 성별에 

따른 적정한 배식 분량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개선

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Jeung 등 2008)에서는 ‘조리 방법의 개선’이 많

은 응답수를 나타낸 반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Kim 2009b; Yu 2009)에서는 ‘먹고 싶은 만큼만 배

식받기’ 혹은 ‘자율배식제’에 많은 응답수를 보여 

급식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급식 잔반율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초등학생의 성별과 어머니의 직업 

유무, 편식 여부, 학교급식만족도와 배식량에 대한 

인식,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태도, 음식물쓰레

기 감량에 대한 영양교육의 필요성 인식 수준에 따

른 학교급식 잔반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채소류 

반찬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많이 남기는 것

을 알 수 있었다(P＜0.05). 하지만 선행 연구(Choi & 
Han 2009)에서 국류(P＜0.01), 육류(P＜0.001), 생선류

(P＜0.01)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잔반량이 많았고, 
채소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잔반량이 많게 분석

되어(P＜0.05)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

다.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잔반량의 차이 분석 

결과 음식 종류 중에서는 국 및 찌개류(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집단

(31.99%)이 ‘직업이 없는’ 집단(22.85%)보다 ‘국 및 

찌개류’의 잔반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5). 이는 선행연구(Kim 1998)에 의하면 직업이 

‘없는’ 어머니(68.9%)가 직업이 ‘있는’ 어머니(58.8%)

에 비해 식사 때마다 국 및 찌개류를 더 많이 준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즉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평상시 가정에서 국 및 찌개류

를 자주 섭취함으로써 익숙해졌기 때문에 잔반량이 

더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편식 여부에 따른 잔반율 차이 분석 결과 ‘편식

을 하는 집단’이 ‘편식을 하지 않는 집단’보다 모든 

음식 종류에서 잔반율이 더 높게 나타나 ‘편식을 하

는’ 학생들이 잔반을 많이 남기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학교급식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

들의 편식 교정을 위한 영양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

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학교급식 만족도 수준에 따른 잔반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하여 ‘만족스럽

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잔반율이 적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Park & Min(1997), Hong & Chang(2003), Hyun 
(2008)의 연구에서도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잔식률이 낮게 조사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잔반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 향상이 우선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학교급식 잔반율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태

도와의 상관분석 결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태도는 학교급식 평균 잔반율(P＜0.01), ‘밥(P＜ 

0.05)’, ‘국 및 찌개(P＜0.01)’, ‘육류(P＜0.05)’, ‘생선

류(P＜0.01)’, ‘채소류(P＜0.01)’, ‘김치류(P＜0.01)’의 

잔반율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음식물쓰레

기 감량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급식 잔

반율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음식물쓰레

기 감량에 대한 태도의 평균 점수에 따른 집단 간

의 잔반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음식물쓰레기 감

량에 대한 태도가 ‘높은’ 집단의 잔반율이 대체적으

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들(Kim & 
Ryu 2002; Choi 2008a; Lee 2009)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급식 섭취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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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영양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잔반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편식 및 식생활 

태도의 개선, 음식물쓰레기와 환경에 대한 의식 변

화, 식사예절 및 음식의 소중함을 배우고, 협동심이 

생기고 영양 지식이 개선되며 직원 만족도가 향상

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

다(Lee & Chang 2004; Kim 등 2007a; Park 2009; 
Baek 2010; Lee 2011). 따라서 향후 초등학교에서부

터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영양 교육을 체

계적으로 수행하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태도의 향

상을 꾀한다면 초등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져 학교급식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남지역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학교

급식 잔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잔반율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향후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영양 교육의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경남지역 10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2011년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280부를 배포하여 

불충분한 1부를 제외하고 총 279부(99.6%)를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의 배식량에 대한 인식은 ‘적당하다’가 

가장 많았으며, 김치류는 전체 음식 종류 중 ‘많
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태도는 평균 3.67로 나

타나 초등학생들이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고 볼 수 있었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영양 교육 실태를 조

사한 결과 ‘잔반 없는 날’은 전체적으로 시행되

고 있었으며, 영양교사에 의한 직접 교육의 실시

율(7.5%)은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

는 비율(54.5%)이 가장 많았고, 음식물쓰레기 감

량 방안 중 ‘먹고 싶은 만큼만 배식받기’(4.39)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4. 학교급식 잔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급식을 

남기는 이유는 밥, 국 및 찌개, 육류는 ‘양이 많

아서’ 남긴다고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 평균 잔

반율은 18.65%이었다. 음식 종류 중에서 가장 잔

반량이 많은 것은 ‘국 및 찌개’(28.94%), ‘채소

류’(27.92%), ‘생선류’(24.01%), ‘김치류’(21.59%) 
‘육류’(6.99%) ‘밥’(2.42%) 순으로 조사되었다. 

5. 학교급식 잔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편식 

여부(P＜0.001), 학교급식 만족도(P＜0.001), 음식

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인식 정도

(P＜0.01),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태도(P＜ 

0.001)가 분석되었다. 즉 편식하는 학생의 잔반율

이 높았고 학교급식에 만족하는 학생의 잔반율이 

낮았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는 학생의 잔반율이 낮았

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일수록 잔반율이 낮았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남기는 주요 

이유가 ‘양이 많아서’이며, 학생들이 음식물쓰레기 

감소 방안 중 ‘먹고 싶은 만큼만 배식받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므로 학교급식에서의 1인분량

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며 배식 방법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대면배식을 우선 고학년부터, 잔반이 

많은 음식부터 부분 자율배식제의 도입에 대한 검

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급식이 ‘만족

스럽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잔반율이 낮게 나타났으

므로 학교급식 잔반율 감소를 위해서는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영양 교육

에 대하여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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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양 교사에 의한 영양 교육의 실시율이 낮게 

조사되었고, ‘편식을 하지 않는’ 학생의 잔반율이 낮

게 조사되었음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영양교

사에 의한 편식 교정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영양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An JY, Lee HS (2002): Assessment of the nutritional value of 
the plate waste generated in school foodservices in Kyung-
buk area. J Korean Diet Assoc 8(3):311-317

Baek YS (2010): The effects of improvement in dietary habit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conducting education 
on leftover food. Masters degree thesis. Konkuk University. 
pp.18-21, 25, 35-36, 46, 77

Cho SJ (2008): Food waste management practices at elementary 
school foodservice operations in Jeonbuk province. Masters 
degree thesis. Kunsan National University. pp.21-22 

Choi EH (2000): Waste stream analysis and identification of 
factors related to plate waste rate in elementary school food-
service operations. Doctorate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pp.5-20

Choi HH (2008a): A study on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s 
food waste reduction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Jeonbuk area. Masters degree thesis. Wonkwang University. 
pp.20, 25-30

Choi MY (2008b): A study on attitude about reducing school 
lunch leftover in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degree 
thesis. Kyunghee University. pp.28-33

Choi MY, Han MJ (2009): An attitude about reduction of envi-
ronmental pollution and school lunch leftovers i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 Food Culture 24(2):164-171

Hong WS, Chang HJ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service satisfaction and plate waste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 Soc Food Cookery Sci 19(3):390-395

Hyun MJ (2008): Food waste generated from food service op-
eration in middle school in Bucheon, Kyeonggi province. 
Masters degree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p.29, 37-38, 42-44 

Jeung YH, Jung SJ, Kim SR, Cha YS (2008): A study on 
food-waste management of public school food service in 
Jeonbuk province. J Korean Diet Assoc 14(1):51-63

Kim DH (1998): Cooking behavior for the reduction of food 
wastes. Korean J Soc Food Sci 14(2):159-167

Kim GM, Lee SY (2003): A study on disposal of food waste 
and food service management by elementary school lunch 
program manager in Seoul and Incheon. J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12):39-52

Kim HH (2009a): The perception of students for plate waste 
and the analysis of loss from food waste in elementary 
school foodservice. Masters degree thesis. Sangji University. 
pp.17, 55-58

Kim MS (2009b): A study on the plate waste in food servi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wangju. Masters degree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p.22-33

Kim SH, Choi EH, Lee KE, Kwak TK (2007a): Effects of nu-
trition education on food waste reduction. J Korean Diet 
Assoc 13(4):357-367

Kim SH, Kwak TK, Choi EH, Lee KE (2007b): Food waste 
management practices and influencing factors at elementary 
school food services. Korean J Community Nutr 12(6): 
815-825

Kim SH, Ryu ES (2002):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atti-
tude toward food waste reduction by the elementary school 
pupils. J Korean Soc Food Sci Nutr 31(6):1155-1162

Lee HS (2011): A study on educational effect on reducing plate 
wastes in elementary school food service. Masters degree 
thesis. Dankook University. pp.25-26, 41, 45

Lee MO (2009):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cognitions and 
attitudes for food wastes reduction of in school foodservice. 
Masters degree thesis. Kunsan National University. pp. 
34-35, 62

Lee SL, Chang YK (2004): A case study on quality improve-
ment of the food services for staff: focused on food waste 
reducing. J Korean Diet Assoc 10(1):25-33

Ministry of Environment (2010). For the improvement of diet-
ary culture in school. Available from: http://www.me.go.kr/ 
web/286/me/common/board/detail.do?boardId=notice_02& 
idx=174707. Accessed January 20, 2012

Paeng IH (2010): Perception and attitude about school meal's 
food waste of some high school students in Yongin area. 
Masters degree thesis. Dangook University. pp.11, 38, 44 

Park GS, Min YH (1997): A study on the plate waste of the 
elementary school food service. Korean J Soc Food Sci 
13(1):30-39

Park MS (2009): The effect of an unbalanced diet program 



140 |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 및 잔반율 영향 요인 분석

through a no leftover day in elementary school. Masters de-
gree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pp.37-38 

Park SY (2011): A study on factors related with the school 
food waste of high school students in Sacheon. Masters de-
gree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p.17-18 

Seo HC, Kim IH, Lee TG (1998): A study on practical applica-
tions of environmental education related to food waste col-
lected from elementary school foodservices (I). Environmen-
tal Education 11(2):130-143

Spears MC, Gregoire MB (2004): Foodservice Organization. 
5th ed. Pearson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NJ. 
pp.61-63, 238

Sul DH (2011). Increase of food wastes in school foodservcie. 
Available from: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 
html?idxno=5136. Accessed January 20, 2012

Yang IS, Lee BS, Cha JA, Han KS, Chae IS, Lee JM (2008): 
Foodservice in Institutions. Kyomunsa. Seoul. pp.102-103, 
211-215

Yi NY, Kwak TK (2008): Nutrient intake determined by school 
lunch plate waste and by self-reported food consumption of 
selecte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J Korean Diet Assoc 
14(1):1-12 

Yu JH (2009): Analysis on effects and accomplishment of re-
duction method for the food wastes in elementary school 
food service. Masters degree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pp.10-12, 29-35

Yun SH (2010): Middle-school student's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s food wastes leftover in school meals. Masters de-
gree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p.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