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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급식소의 만족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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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atisfaction with children’s foodservice facilities about program at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CCFSM) by focusing on differences between associate and regular members. In December 
2014,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t 155 children’s foodservice facilities which were enrolled members at CCFSM in 
Geumcheon-gu, Seoul. The questionnaire includ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satisfaction with CCFSM’s services 
: ‘Field consulting’, ‘Education and training for cook’, ‘Menu’, and ‘Newsletter’. The questionnaire was responded by 78 food- 
service facilities for children, including 42 regular members (53.8%) and 36 associate members (46.2%). The analysis rate was 
50.3% and the majority of respondents were child-care centers (94.9%). As a result, satisfaction with ‘Newsletter (4.87 points/5 
points)’ was the highest while ‘Menu (3.95 points)’ was the lowest. Satisfaction with ‘Education and training for cook’ of 
regular members (4.74 poin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associate members (4.41 points). For factors affecting overall 
satisfaction with CCFSM’s service,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associate and regular members. Regular member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Menu (p<0.001)’, and ‘Newsletter (p<0.05)’. Associate members were affected by ‘Education and 
training for cook (p<0.05)’. Thus, satisfaction with Menu of CCFSM should be increa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satisfaction between associate and regular members. Therefore, CCFSM program should be implement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foodservice facilities for children and their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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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08년에 어린이식
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의 제5장 제21조
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사업 대상으

로하여, 급식소의위생및영양관리를지원하는역할을한다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5).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2011년에 하남시에 설치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2015년 3월 기준으로 14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
으며, 추후지속적으로확대될예정이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5a).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세부운영가이드라인’에준하여 사
업을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사업은어
린이 급식소를 방문하여 영양 및 위생․안전관리 순회방문

지도 사업, 어린이 및 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교
육을 실시하는 교육 사업, 대상별 맞춤 식단 제공 및 가정통
신문 제공 등의 정보 제공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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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ood and Drug Safety 2015b).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Park GN 2012; Kim 
HY et al 2013; Kim JA & Lee YM 2014; Kim SH et al 2014). 
Kim SH 등(2014)이 실시한 부산 지역의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의위생․안전관리지원효과연구에서부산진구어린

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103개소의 어린이 급식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안전관리 순
회방문 지도 후에 식재료 관리, 개인위생 관리 등의 모든 항
목에서유의적인향상이있었다. 또한, 급식시설의규모와관
계없이 대부분의 위생․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평균이 유의

적으로 향상되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안전관리 
순회방문지도가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위생․안전관리 순회방

문 지도에 따른 어린이급식소조리원의위생지식 변화를평

가한 연구(Kim JA & Lee YM 2014)에서는 센터의 위생․안
전관리 순회방문 지도를 지속적으로 받았던 기존시설 조리

원의 위생 지식 및 식재료 취급 위생 지식 등의 평균 점수가

센터에 신규로 가입한 시설 조리원의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실시하는 위생․안전관
리 순회방문 지도가 조리원의 위생 지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외에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에 대한 효과를

평가한 Kim HY 등(2013)의 연구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설치 지역이 미설치 지역보다 ‘영․유아의 영양섭취 기
준량 충족 비율’ 및 ‘저 나트륨식 제공’ 등이 유의적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공 메뉴의 식사 다양성 분야에
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설치지역의식사다양성점수

가 미설치 지역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2014)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 수에 따라
어린이 20인 이상 100인미만을 정회원으로, 어린이 20인 미
만을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지원 및 관리하도록 지침하고 있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정회원은 가이드라인에서 정
하고 있는 사업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준회원은 가이
드라인에서 정한 사업 중, 원장 및 조리원 집합교육과 방문
교육, 식단 및가정통신문등의정보 제공사업 등일부사업
만지원받을수있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4). 
현재까지 이루어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한

효과성 및 만족도 평가는 센터에 등록된 정회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Kim HY et al 2013; Kim JA & Lee YM 2014; 
Kim SH et al 2014). 정회원과 준회원이 지원받는 사업의 범
위가다르므로, 회원의구분에따른만족도에차이가있을 것

으로 여겨지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천구에 위치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터가 수행한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센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센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사업을 파악하고, 
회원어린이 급식소의 만족도를향상시킬수 있는방안모색

에 활용될 수 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시기
서울시 금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 정회원 75개소, 준회원 80개소 총 155개소를 대상으
로하여 2014년 12월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어린이 급식소 중 82개소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52.9%), 이중불성실한설문지 4개를제외하고총 78개의설
문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분석률 50.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2014)에서는 어린이

수가 20인이상인 경우, 정회원으로 관리하도록명시하고 있
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2014)에는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 가정어린이집으로 구분되
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금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는센터 사업 수행의효율성을 높이기위해급식소의 어린이

수가 21인 이상 99인 이하일 경우 정회원으로, 20인 이하인
모든 가정어린이집을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연구방법
금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

를 대상으로 2014년에 센터에서 지원한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해 정회원용 및 준회원용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정
회원용 설문지는 어린이 급식소 및 응답자의 일반사항, 센터
에서 진행한 영양 및 위생․안전관리 순회방문 지도, 조리원
대상 교육, 어린이 대상 교육, 식단및 가정통신문 제공의 사
업영역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센터의운영과관련된의견
으로구성되었다. 순회방문지도사업의경우, 순회방문지도
시기의 적절성, 현장 활용성, 순회방문 지도 시 제공한 지원
물품의 만족도, 순회방문 지도 후 조리원의 영양 및 위생․
안전관리 수준의 향상 정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준회원용 설문지는 정회원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어린이 대

상 교육에 대한 설문 항목을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설문 항
목은 정회원과 동일하였다.
각사업영역에대한만족도는 5점척도로하였으며,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점)’, ‘만족하지 않는다(2점)’, ‘보통이다(3
점)’, ‘만족한다(4점)’, ‘매우 만족한다(5점)’로 응답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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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1) of overall satisfaction with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s service between regular and 
associate members

Item
Type of member

Total (n=78) t-value
 Associate (n=36) Regular (n=42)

Field consulting  4.44±0.882) 4.64±0.48 4.55±0.70 —1.209

Education and training for cook 4.41±0.70 4.74±0.45 4.59±0.59 —1.356*

Menu 3.83±0.88 4.08±0.90 3.95±0.89 —1.185

Newsletter 4.78±1.68 4.95±1.79 4.87±1.73 —0.442

1) 1 point for very dissatisfied, 2 points for dissatisfied, 3 points for neutral, 4 points for satisfied, 5 points for very satisfied.
2) Mean±S.D.
* p<0.05.

였다. 센터의운영과관련된의견은 ‘센터에서제공하는서비
스가체계적으로구성되어있다.’, ‘센터에대한개선및요구
사항이반영된다.’, ‘센터의직원들이급식전문가라고생각한
다.’, ‘센터를주변에추천할의향이있다.’의네개항목에대
해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PASW 18.0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

된 모든 항목에 대해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원
구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Chi-square 검정 또는
t-test를 실시하였다. 센터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사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
응답한 어린이 급식소 중 준회원은 36개소(46.2%)였으며, 

정회원은 42개소(53.8%)였다. 대부분(94.9%)은어린이집이었
으며, 유치원이 1.3%, 지역아동센터가 3.8%였다. 응답자의 84.6 
%는 원장이었으며, 이외에 보육교사가 9.0%, 원감이 2.6%였
다. 센터에가입한기간의경우, 회원의절반정도가 1년이상 
3년 미만이었으며(50.0%), 34.6%는 3년 이상이었다(Table 1).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세부 사업에 대한 만족도
센터에서 수행한 세부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가정통신문 제
공’이었으며(4.87점), ‘조리원 대상 교육(4.59점)’, ‘순회방문
지도(4.55점)’, ‘식단 제공(3.95점)’ 순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 35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 1,710개소를 대상으로 201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 Total (n=78)

Type of facility

Child-care center 74 (94.9)

Kindergarten  1 ( 1.3)

Community child center  3 ( 3.8)

Type of member
Associate 36 (46.2)

Regular 42 (53.8)

Age

20’s  2 ( 2.6)

30’s 11 (14.1)

40’s 42 (53.8)

50’s 22 (28.2)

60’s  1 ( 1.3)

Position

Director 66 (84.6)

Assist director  2 ( 2.6)

Teacher  7 ( 9.0)

Others  3 ( 3.8)

Periods of
membership

(years)

<1 12 (15.4)

1≦ and <3 39 (50.0)

3≦ 27 (34.6)

년도에지원사업에대한만족도를조사한결과, 순회방문지
도에대한만족도는 100점만점에 88.8점이었으며, 조리원대
상교육, 식단제공, 가정통신문제공의만족도는각각 88.2점, 
78.2점, 85.6점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의사업에대한만족도는높은편으로생각되어, 본연
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식단 제공의 경우, 본 연구결
과와 동일하게 다른 사업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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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gree1) of satisfaction of the field consulting between regular and associate member.
1) 1 point for very dissatisfied, 2 points for dissatisfied, 3 points for neutral, 4 points for satisfied, 5 points for very satisfied.

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의 연령을 고려하

여 영아식단, 유아식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일식단 및
현장견학 식단 등 특별한 상황에 맞는 식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유형, 규모, 
영유아의 특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식

단을 각 어린이집에서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센터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식단에 대한 센터 회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양사

가 각 어린이집에서 수정․변경한 식단에 대해 감수를 제공

하는 ‘식단 감수’를 통해서 어린이집 맞춤형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식단 감수’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회원 구분에 따라 센터 세부 사업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사업은 ‘조리원 대상 교육’
이었다. ‘조리원 대상 교육’에 대한 전체 회원의 만족도는 5
점 만점에 4.59점이었으며, 정회원은 4.74점, 준회원은 4.41
점으로 회원 구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금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정회원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직접 조리원을 대상으로 교육

을 실시하는 반면, 준회원의 조리원 대상 교육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제시한 시범사업 대상의 일부 준회원만 영양사

가 직접 실시하고, 그 이외의 준회원은 영양사 면허증이 없
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설
문에 참여한 준회원중 11개소는센터 영양사가직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25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의해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리원 대상 교육에 대한

정회원과 준회원 간의 만족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생각된다.
교육의경우,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전

문가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준회원의 조
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때는센터영양사에 의해 이

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나, 예산및인력부족등의현실적인 
이유로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교육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준회원의 조리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소비

자식품위생감시원이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어

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순회방문 지도 사업에 대한 회원의 만족도는 Fig. 1과 같

다. 제공한지원물품의만족도가 5점만점에 4.65점으로가장 
높고, 현장 활용성(4.55점), 순회방문 지도 후 조리원의 영양
및 위생․안전관리 수준의 향상 정도(4.53점), 순회방문 지도
사업에대한시기의적절성(4.49점) 순으로만족도가높게나
타났다. 순회방문 지도 사업에 대한 회원의 만족도는 정회원
이 준회원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세부 사업

전반적인 센터 사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사업

을분석하였으며, 그결과는 Table 3과 Table 4에제시하였다. 
준회원의 경우, 전체적으로 조리원 대상 교육이 센터 사업의
만족도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p<0.05). 정
회원은 식단(p<0.001) 및가정통신문(p<0.05)과 같은 정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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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affecting overall satisfaction with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s service of associate members

Factors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B Standard error β

Constant   0.298 0.604

Field consulting   0.351 0.183   0.370   1.916 0.065

Education and training for cook   0.599 0.284   0.495   2.110* 0.044

Menu   0.015 0.146   0.016   0.101 0.920

Newsletter —0.042 0.062 —0.085 —0.674 0.506

n=36, F=12.819(p<0.001), R2=0.639, adjusted R2=0.589

* p<0.05.

Table 4. Factors affecting overall satisfaction with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s service of regular members

Factors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B Standard error β

Constant —0.532 1.066

Field consulting   0.338 0.196   0.220   1.728  0.093

Education and training for cook —0.189 0.259 —0.112 —0.728  0.472

Education and training for children   0.223 0.181   0.140   1.237  0.225

Menu   0.628 0.105   0.756   5.967*** <0.001

Newsletter   0.125 0.046   0.288   2.732*  0.010

n=42, F=15.721(p<0.001), R2=0.704, adjusted R2=0.660

* p<0.05, *** p<0.001.

공 사업이 센터 사업의만족도에 유의한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준회원의경우, 센터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만족도에조

리원 대상 교육이가장큰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으므

로, 센터에서는 추후 사업계획 시, 준회원의 조리원 대상 교
육의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정회원의 경우, 정보 제공 사
업이 센터 사업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인터
넷을 통해 많은 정보들에 노출되어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의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식단 및가정통신문 제공이 센터의사업에 대한전반적

인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나타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선행연구결과, 서울특별시소재보육시설 및유치원

의교사는어린이를대상으로영양교육을실시하는데있어서

의 한계점으로 ‘관련 자료의 부족(25.4%)’, ‘전문성 부족(47.6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인터넷 검색’이 교육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의 출처로 나타났다(Park NY et al 
2011). 전주 지역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급식 지도 활동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급식 지도를 위한 영양교육의 정보의 출

처가잡지, 경험, 인터넷등으로나타났다(Rho JO et al 2010). 
2014년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서는 조

리원을 대상으로 한 연 6회의 통신자료를 개발하여 발송하
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
로는집합또는방문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만 명시되어

있다. 향후에는 정보 제공 사업의 확대를 통해, 보육교사에
게영유아의 영양과식사지도와관련한 정보를 제공할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사업및운영에대한의견
센터에서제공하는사업및운영에대한의견을조사한결

과(Table 5)는 5점 만점에 최소 4.27점이었으며, 모든 항목에
대해 4점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
지고있었다. 특히, ‘센터를주변에추천할의향이있다.’와 ‘센
터의직원들이급식전문가라고생각한다.’는 5점만점에 4.40
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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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gree1) of agreement of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s service between regular and associate 
members

Item
Type of member Total

(n=78) t-value
 Associate (n=36) Regular (n=42)

I think services provided by the center were well organized.  4.28±0.812) 4.40±0.66 4.35±0.74 —0.758

I think requirements about the center were well reflected in the field. 4.14±0.90 4.38±0.85 4.27±0.88 —1.218

I think staffs of the center are the experts. 4.28±0.78 4.50±0.67 4.40±0.73 —1.353

I am willing to recommend the center to others. 4.22±0.80 4.55±0.67 4.40±0.74 —1.959

1) 1 point for strongly disagree, 2 points for disagree, 3 points for neutral, 4 points for agree, 5 points for strongly agree.
2) Mean±S.D.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 35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 지원을 받는 어린이 급식소 1,710개소를 대상으로 실
시한 2013년도 센터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센터를주변에추천할의향이있다.’의문항에대해 93.5%가 
‘그렇다’로 응답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였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3). 또한 2011년도에는 88.2%의
긍정적인 답변이 2013년에는 5.3%가 향상되어, 어린이 급식
소에서 근무하는 원장 및 교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결과, 금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정

회원과 준회원은 센터의 지원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회원구분에따라센터에
서 수행하는사업만족도에 영향을미치는 세부 사업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으며, 회원 구분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해 금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 급

식소 155개소를 대상으로 2014년 12월에 순회방문 지도, 조
리원대상 교육, 어린이 대상 교육, 식단및 가정통신문등의
정보 제공 사업과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온

라인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응답자는 원장(센터장)이 84.6%로 가장 많았으

며, 보육교사, 원감순으로나타났다. 센터가입기간은 1년이
상 3년미만시설이 50.0%, 3년이상이 34.6%였다. 응답한시
설 유형 중 94.9%가 어린이집이며, 유치원은 1.3%, 지역아동
센터는 3.8%였다. 센터 사업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
으며, ‘가정통신문 제공’이 4.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조리원
대상 교육(4.59점)’, ‘순회방문 지도(4.55점)’, ‘식단 제공(3.95
점)’ 순으로 나타났다. ‘조리원 대상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정회원과 준회원이 각각 4.74점, 4.41점으로 회원 구분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센터 사업에 대한 만
족도에영향을미치는세부사업을분석한결과, 준회원의경
우는조리원대상교육(p<0.05)이센터사업만족도에영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정회원의경우, 식단(p<0.001) 및가
정통신문(p<0.05) 제공의 정보 제공 사업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회원 구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센
터에서 제공하는 사업 및운영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는 모

든 항목에서 5점 만점에 4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센터에서 수행하는 가정통신문 제공 사업, 

교육 사업, 순회방문 지도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단 제공 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식단
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
린이 급식소의 급식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맞춤

형식단제공, 어린이급식소 상황에맞는 개별식단감수제
도 운영 등이 있다. 또한 회원 구분에 따라 센터에서 지원받
는 사업에 차이가 있었던 ‘조리원 대상 교육’의 만족도는 정
회원이 준회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를 통
해 영양사와 같은 전문 인력에 의해 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가 센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대상자의 컴퓨터 사용 미숙, 원장의 부재
등의 사유로 회수율(52.9%)과 분석률(50.3%)이 낮게 나타났
다. 이에 센터 전체 회원의 의견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센터회원구분에 따른 센터 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유일한

연구로 큰 의의를 가지며, 향후 만족도 설문에 대한 응답률
을 높이기 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2014)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센터에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사
업 대상을 구분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운영 지침이 마련되



25(4): 703～709 (201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만족도 709

어 있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2015)의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 가이드라인’에는 회원 구분 없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다. 이는 센터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급식과
관련하여 동일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긍정적인 효과
가 나타날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어린이
급식소의 규모에 따라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사업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기존 준회
원으로구분되었던소규모어린이급식소를대상으로체계적

인 급식 운영 관리에 도움이 되는 원장 및 조리원 교육 등을

우선 시 하는 등 센터 사업에 있어서 어린이 급식소의 규모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추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터에서는사업계획시이를반영하여야할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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