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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in dishes of menus at university faculty cafeterias to understand current lunch 

menu trends. A sample of 1040 menus was collected from Internet homepages of 52 universities between 

March and May, 2014. The main dishes of menus were categorized into six groups based on main ingredients 

and cooking methods. The most frequently served main dish ingredient was pork followed by fish/seafood, 

and poultry. Pork dishes and chicken dishes were mainly roasted, pan fried, or deep fried with various carbo-

hydrate ingredients to bulk them up. Large amounts of chili pepper, corn syrup, and oil were added to im-

prove the bland flavor of these dishes, which contain starchy ingredients. In contrast to pork dishes or chick-

en dishes, 40.2% of beef dishes was served in a more traditional way as soup. Fewer kinds of fish or sea-

food were used, and the cooking methods also lacked diversity. In conclusion, main dish menus at university 

faculty cafeterias have undergone changes in terms of ingredients and cooking methods. Meat dishes cooked 

using traditional methods are becoming less common, especially for pork and chicken dishes, which are quite 

sweet, salty, and spicy. Extensive use of carbohydrate ingredients was found in some meat dishes and side 

dishes in one-dish m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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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은 보통 12시부터 약 한 시

간 정도의 점심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시간은 대부

분의 직장인들에게 일과 중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유시간이므로 급히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다양한 개인용무를 처리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직

장인들은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높지 않고 빨리 식사할 수 있

는 직장 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Kim 

등 2001; Raulio 등 2012). 구내식당들은 대부분 뷔페

식으로 운 되거나, 음식의 양이 부족한 경우는 드

물기 때문에, 고객들은 주로 음식의 맛과 양, 다

양한 메뉴에 대한 요구가 높다(Raulio 등 2009; Symonds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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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식단은 대개 주된 동물성 

반찬을 중심으로 밥, 국, 나물과 김치 외에 기타 반

찬 1∼2가지를 추가하여 총 6∼7가지 음식으로 구성

된다(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 쇠고기, 돼지

고기 같은 육류는 밥이나 국과 별도로 조리되어 중

심요리로 제공되기도 하고, 비빔밥, 설렁탕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밥, 국에 더해져 일품요리로 만들어

져 식단의 구성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주로 동물성 식품으로 만들어진 식단중심요리는 식

단 준비단계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계획하는 기본 음

식으로, 식단 선택과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중

요하며 식단의 질을 좌우한다(Moskowitz 2000; Rho 

2009).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육류소비는 매우 증가

하 고, 육식의 대중화가 진행되면서 조리방법, 상

차림, 식사법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Kim 2012). 

흔히 삼겹살이나 불고기 전문식당에서는 구운 고기

를 먼저 먹은 후에 밥과 국, 또는 면류를 먹게 되는

데, 이는 제공된 음식을 시간의 축을 따라 순서대로 

먹는 방식으로, 모든 음식을 동시에 펼쳐놓고 먹는 

전통적인 식사법과는 다른 것이다(Lee 등 2013). 이

와 같이 대중이 외식을 빈번하게 하고 일상적으로 

육류를 섭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단의 구성요소

나 식사법이 달라지고 있다. 직장의 구내식당들도 

고객의 입맛에 따라 동물성 식품을 거의 매일 사용

하고 있고, 따라서 조리법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달

라졌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내식당 메뉴에서의 이

러한 변화와 다양성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대학 급식소는 전국을 통해 비슷한 사회경

제적 조건 하에 있는 대학 직원 및 교수들을 대상

으로 급식하고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메뉴

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자료를 얻기가 용이

한 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 교직

원 급식소 식단에서 중심이 되는 음식 한 가지씩을 

선택하고 그 중심요리의 종류, 재료 및 조리법 등을 

분석해 봄으로써 대학 교직원 식당에서의 중심요리

의 변화와 그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계획하 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학교 홈페이

지를 통해 식단을 공개한 전국의 대학교 구내식당

을 대상으로 하 으며, 조사대상인 구내식당은 서울, 

경기도 일원에 위치한 21개, 대전과 충청도 지역에 

위치한 16개, 부산, 대구 및 경상도에 위치한 15개로 

총 52개 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대상인 52개 대학 교직원 식당에서 2014년 3월 

부터 5월 사이에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중에 제

공된 중식메뉴를 연속하여 4주간 선택하 다. 따라

서 각 대학별로 20개씩, 총 1,040개의 식단을 분석하

다. 식단별로 각 한 개씩의 중심요리를 선정하고, 

주재료의 종류에 따라 중심요리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및 해산물, 기타의 5개 요리군으로 나

누고, 주식의 재료와 조리법에 변화를 준 국수, 비

빔밥, 덮밥, 볶음밥 같은 음식들을 일품요리로 묶어 

총 6개 요리군으로 분류하 다. 또 각각의 요리군 

내에서 중심요리의 조리법과 함께 사용된 중요 부

재료의 빈도를 살펴보았다.

3.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AS package(version 9.2, NC, USA)를 

이용하 으며, 변인들 간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

고 각 변인들 간의 유의성은 chi-square test를 이용

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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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enus served at university 
faculty cafeterias.

Variables Classification N (%)1) χ2 value

Cafeteria Consumers’ cooperative 16 (30.8) 50.1***

Management 
system

Contracting out 36 (69.2) 

Price (Won) 2,500 20 ( 1.9) 462.8***

3,000 60 ( 5.8)

3,300 80 ( 7.7)

3,500 107 (10.3)

3,800 20 ( 1.9)

4,000 473 (45.5)

4,500 140 (13.5)

5,000 120 (11.5)

6,000 20 ( 1.9)

Number of
dishes per
meal

4 5 ( 0.5) 161.9***

5 55 ( 5.3)

6 333 (32.0)

7 324 (31.1)

8 185 (17.8)

9 114 (11.0)

10 22 ( 2.1)

11 1 ( 0.1)

12 1 ( 0.1)
1) A sample of 1,040 menus was collected from 52 university fa-

culty cafeterias
***P＜0.001 by χ2 test

Table 2. Types of main dishes served at university faculty 
cafeterias.

Type N (%)

Beef 122 ( 11.7)

Pork 324 ( 31.2)

Poultry 161 ( 15.5)

Fish/Seafood 204 ( 19.6)

One-dish meals1) 172 ( 16.5)

Dubu and all others 57 (  5.5)

Total 1,040 (100.0)

χ2 value 230.9***
1) Rice and noodles with various ingredients
***P＜0.001 by χ2 test

결 과

1. 일반사항

Table 1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인 52개 대학 교직원 

식당들 중에서 직 을 하거나 생활협동조합을 통한 

운 방식을 택한 곳이 16개 고, 전문 외식업체에 

맡겨 위탁운 하는 경우가 36개로 위탁운 의 비율

이 높았다. 또 한 끼 식사 가격은 조사대상 메뉴의 

45.5%가 끼니 당 4,000원인 경우로, 그 비율이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4,500원과 5,000원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 또 가장 가격이 높은 경우가 6,000원이었으

며, 가장 낮은 것은 2,500원이었다. 또 동일한 급식

소에서도 메뉴에 따라 종종 가격을 달리하는 경우

도 있었다. 한편, 한 끼니의 음식 가짓수는 6개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개 는데 이 두 종

류가 전체의 63.1% 다.

2. 중심요리의 종류와 빈도

식단의 중심요리를 주재료와 조리법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심요리가 돼지고기 요리인 식단의 빈도가 가

장 높았는데, 전체 1,040개 식단 중 31.2%인 324개 

다. 다음으로 생선 및 해물 요리가 중심요리인 경

우가 전체 식단의 19.6%를 차지하 으며, 밥이나 국

수 같이 주식에 고기를 비롯한 여러 부재료를 넣고 

조리한 일품요리가 그 다음으로 전체의 16.5% 다. 

가금류와 쇠고기 요리는 각각 15.5%와 11.7%로 제

공빈도가 낮은 편이었고, 기타 두부, 채소 등을 이

용한 식단이 나머지 5.5%를 차지하 다. 

3. 쇠고기 요리

Table 3에서와 같이 쇠고기 요리가 중심요리인 식

단은 122개 고, 이 중 불고기나 쇠고기 볶음 같이 

국물 없이 볶은 요리가 41.8%로 가장 많았다. 다음

으로 육개장, 설렁탕 같은 탕이나 국이 중심요리인 

식단은 40.2% 으며, 이 두 종류가 전체의 82.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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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ypes of food materials used as a second main ingredient of beef dish.

Food materials Bulgogi1) Tang2) Jjim3) Others4) N (%)

Mandu, noodles 5 10 1 0 16 ( 29.1)

Beoseot, ginseng 10 3 2 0 15 ( 27.3)

Vegetables5) 10 1 0 2 13 ( 23.6)

Kimchi, Ugeoji 1 5 0 0 6 ( 10.9)

Nakji, Ojingeo 3 0 2 0 5 (  9.1)

Total 29 19 5 2 55 (100.0)6)

1) Included Sogogibeoseotbokkeum, Sogogidangmyeonbokkeum, Sogogiyachaebokkeum, Sogogicongnamulbokkeum, and Sogoginakjibokkeum
2) Included Yukgaejang, Seolleongtang, Sagolugeojitang, Galbitang, Gomtang, Sogogiguk, Seonjihaejangguk, and Someorigukbap
3) Included Ttukbaegibulgogi, Jangjorim, Galbijjim, Sataejjim, and Sogogijeongol 
4) Included steak, Twigim, and salad
5) Included soybean sprouts, bamboo shoot, bell pepper, perilla leaf, egg plant, and green onion
6) Among 122 beef dishes, the number of dishes where a second main ingredient was represented on the menu was 55

Table 3. Types of beef dishes served as a main dish at university faculty cafeterias.

Group Types of beef dishes N (%)

Bulgogi & Bokkeum Bulgogi (23)1), Sogogibeoseotbokkeum (10), Sogogidangmyeonbokkeum (6), 
Sogogiyachaebokkeum (5), Sogogicongnamulbokkeum (4), Sogoginakjibokkeum (3)

51 ( 41.8)

Tang & Guk Yukgaejang (17), Seolleongtang (8), Sogogiguk (8), Sagolugeojitang (6), 
Galbitang (4), Gomtang (3), Someorigukbap (2), Seonjihaejangguk (1)

49 ( 40.2)

Jjim Ttukbaegibulgogi (7), Jangjorim (5), Galbijjim (2), Sogogijeongol (2), Sataejjim (2) 18 ( 14.7)

Others Steak (2), Twigim (1), salad (1) 4 (  3.3)

Total 122 (100.0)
1) Frequency number of the dish served at university faculty cafeterias

차지하 다. 그 외 찜, 전골, 뚝배기 불고기처럼 국

물이 조금 있는 형태의 요리는 제공빈도가 14.7%로 

낮은 편이었고, 스테이크나 튀김 등의 요리는 거의 

이용되지 못하 다. 각 식단에 제시된 음식명에 따

르면, 쇠고기 요리 122개 중 약 45%인 55개에서 음

식명에 쇠고기를 제외한 중요 부재료명도 함께 제

시되었는데, 이 부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본 결과

는 Table 4에서와 같다. 대학 교직원 식당에서 쇠고

기 요리 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부재료는 당면, 

국수, 만두 같은 탄수화물 식품이었다. 다음으로 버

섯이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며, 각각의 빈도는 높지 않

았지만 죽순, 피망, 깻잎, 가지, 대파, 콩나물 등 다

양한 생채소가 이용되었는데 이 중 콩나물의 이용 

빈도가 5회로 가장 높았다. 사골 우거지탕과 같은 

탕류에서는 우거지가 5회 사용되었고, 낙지와 오징

어를 쇠고기에 섞어 요리를 한 경우도 5회 있었다. 

또 조리법으로는 불고기나 볶음, 탕을 조리할 때 이

러한 부재료를 빈번히 추가하 음을 알 수 있었다. 

4. 돼지고기 요리

돼지고기 요리가 중심요리인 식단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24회 제공되었는데, 불고기, 주물

럭, 두루치기, 볶음, 찜, 찌개, 수육, 편육, 족발, 튀김, 

탕수육, 강정 등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요리법으로 

조리되었다. 이 중 제육볶음, 제육두루치기처럼 국

물은 거의 없고, 맵게 조리한 중심요리를 포함한 식

단은 전체의 29.0%로 제공빈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

으로는 돈가스, 탕수육, 제육강정처럼 기름에 튀겨 

소스를 얹은 요리들로 13.9% 다. 제육불고기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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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ypes of pork dishes served as a main dish at university faculty cafeterias.

Group Types of pork dishes N (%)

Bokkeum Jeyukbokkeum (40)1), Jeyukduruchigi (14), Jeyukkimchibokkeum (13), 
Jeyukyachaebokkeum (12), Jeyukdduckbokkeum (3), Jeyukgochujangbulgogi (7),
Jeyukjajangbokkeum (2), Jeyukjumulleok (2), Jeyukdoenjangbokkeum (1)

94 ( 29.0)

Pork cutlet Pork cutlet (17), Tangsuyuk (20), Jeyukgangjeong (8) 45 ( 13.9)

Bulgogi Jeyukbulgogi (39), Jeyukganjangbokkeum (4) 43 ( 13.3)

Jjim Jeyukgalbijjim (14), Jeyukkimchijjim (11), Jeyukdduckjjim (3), Jeyukdanhobakjjim (2),
Jeyukcongnamuljjim(1)

31 (  9.6)

Jjigae Kimchijjigae (12), Budaejjigae (12), Gamjatang (4) 28 (  8.6)

Osambulgogi Osambulgogi (19), Jukkumisamgyeupsalbokkeum (7) 26 (  8.0)

Jangjorim Jeyukjangjorim (12), Mechurialdonjangjorim (6), Ohyangjangyuk (2), Jeyukdduckjangjorim (1) 21 (  6.5)

Sundae Sundaebokkeum (7), Sundaeguk (6), Sundaecongnamuljjim (1), Sundaegangjeong (1) 15 (  4.6)

Others Jeyukgui (6), hamburger (5), Suyuk (4), Pyeonyuk (2), salad (2), Jokbal (1), steak (1) 21 (  6.5)

Total 324 (100.0)
1) Frequency number of the dish served at university faculty cafeterias

Table 6. Types of food materials used as a second main ingredient of pork dish.

Food materials BB1) JJ2) OB3) PC4) Jorim5) S6) Others7) N (%)

Kimchi & spice8) 21 16 0 4 2 2 2 47 ( 34.6)

Squid9) 4 2 17 2 0 0 0 25 ( 18.4)

Vegetables10) 14 2 1 0 0 3 0 21 ( 15.4)

Noodles11) 7 8 0 1 1 3 0 20 ( 14.7)

Potatoes12) 1 4 0 2 1 1 0 9 (  6.6)

Egg13) 3 0 0 0 6 0 0 9 (  6.6)

Dubu & cheese14) 1 0 0 4 0 0 0 5 (  3.7)

Total 51 32 18 13 10 9 3 136 (100.0)15)

1) Bokkeum & Bulgogi: Included Jeyukbokkeum, Jeyukduruchigi, Jeyukkimchibokkeum, Jeyukyachaebokkeum, Jeyukdduckbokkeum, Jeyukjajang-
Bokkeum, Jeyukjumulleok, Jeyukdoenjangbokkeum, Jeyukganjangbokkeum, Jeyukgochujangbulgogi, and Jeyukbulgogi

2) Jjim & Jjigae: Included Jeyukgalbijjim, Jeyukkimchijjim, Jeyukdduckjjim, Jeyukdanhobakjjim, Jeyukcongnamuljjim, Kimchijjigae, Budaejjigae, 
and Gamjatang

3) Osambulgogi: Included Jukkumisamgyeupsalbokkeum
4) Pork cutlet: Included Tangsuyuk, and Jeyukgangjeong
5) Jangjorim: Included Jeyukjangjorim, Mechurialdonjangjorim, Ohyangjangyuk, and Jeyukdduckjangjorim
6) Sundae: Included Sundaebokkeum, Sundaeguk, Sundaecongnamuljjim, Sundaegangjeong, and Jeyukdduckjangjorim
7) Included Jeyukgui, hamburger, Suyuk, Pyeonyuk, salad, Jokbal, and steak
8) Included galic, onion, leek, and perilla leaves
9) Included short arm octopus
10) Included mungbean sprouts, soybean sprouts, mushroom, bok choy, and paprica
11) Included glass noodles, Ramen, thin noodles, chinese flower bun, and Tteok
12) Included sweet potato, sweet pumpkin, and peanut
13) Included quail egg
14) Included pineapple
15) Among 324 pork dishes, the number of dishes where a second main ingredient was presented on the menus was 136

육간장 볶음처럼 맵지 않게 굽거나 볶은 요리는 

13.3% 으며, 찜은 9.6% 제공되었다. 또 주꾸미나 오

징어와 함께 볶거나 조린 중심요리는 8.0% 제공되었

으며 장조림은 6.5%, 순대를 이용한 중심요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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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ypes of poultry dishes served as a main dish at university faculty cafeterias.

Group Types of poultry dishes N (%)

Bokkeum Dakbokkeumtang (24)1), Dakbokkeum (20), Dakgalbi (19), Cuncheondakgalbi (9), Dakduruchigi (1) 73 ( 45.3)

Twigim Kkanpunggi (10), chicken salad (6), fried chicken (4), chicken cutlet (4), Dakgangjeong (3), 
Padak (2), Yangnyeomtongdak (1)

30 ( 18.6)

Jjim Andongdakjjim (16), Dakjjim (6) 22 ( 13.7)

Jorim Dakjorim (11), Dakbulgogi (5) 16 (  9.9)

Tang Dakgomtang (6), Yukgaijang (6), Samgyetang (2) 14 (  8.7)

Duck Oribulgogi (4), Oribokkeum (1), Orinaengchae (1) 6 (  3.7)

Total 161 (100.0)
1) Frequency number of the dish served at university faculty cafeterias

4.6% 제공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즐겨 먹던 국

물이 있는 김치찌개, 감자탕, 부대찌개 같은 음식은 

28회 제공되어 전체 돼지고기로 만든 중심요리의 

8.6%에 불과하 다. 이러한 요리들을 제외한 나머지 

요리가 21회 제공되었는데 이 중 수육이 4회, 편육

과 족발이 각각 2회와 1회로, 물에 삶아 기름기를 

빼고 조리할 수 있는 음식은 총 7회에 불과할 정도

로 그 제공빈도가 매우 낮았다.

조사기간 동안 대학 교직원 식당에서 제공된 324개 

의 돼지고기 요리 중 42%인 136개의 음식명에서 돼

지고기 외에 중요 부재료명도 함께 제시되어 있었

다. Table 6은 이와 같이 음식명에 명기된 부재료를 

조리법에 따라 분류해 본 것이다. 돼지고기 요리 시

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부재료는 김치와 마늘, 깻잎, 

파채 같은 향신채 으며, 다음으로 오징어, 주꾸미 

등이었다. 또 콩나물, 버섯 같은 각종 채소들과 가

래떡, 라면, 당면 같은 탄수화물 식품의 이용 빈도

도 높은 편이었다. 김치와 향신채는 주로 볶음이나 

찜요리 시 이용되었고, 오징어, 주꾸미와 생채소는 

불고기나 볶음요리에 넣어 함께 조리하 다. 메추리

알은 장조림에 자주 이용되었으며, 가래떡이나 당면 

등은 불고기와 찌개요리에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5. 가금류 요리

중심요리 중 가금류 요리는 161회 제공되었고,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닭갈비나 닭볶음탕처럼 

맵게 조리한 닭요리가 73회로 가장 빈번하게 제공

되었으며, 전체 닭요리의 45.3%를 차지하 다. 깐풍

기나 닭강정처럼 기름에 튀긴 요리의 제공빈도는 

18.6%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찜닭이나 닭조림처럼 

간장 맛을 기본으로 하여 맵지 않게 조리한 음식을 

중심요리로 제공한 경우는 각각 13.7%와 9.9% 다. 

그러나 국물이 많은 닭백숙이나 삼계탕이 중심요리

인 식단은 8.7%로 그 제공빈도가 낮았는데, 이 중 6회 

는 닭개장처럼 여러 부재료를 넣을 수 있고, 맵고 

자극적인 맛을 가진 음식이었다. 가금류 요리는 닭

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오리는 단 6회 제

공되었다.

6. 생선 및 해산물 요리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선 및 해산물로 

만든 중심요리는 204회 제공되었고, 비교적 값이 싼 

편인 등푸른 생선이 가장 빈번하게 제공되었다. 이 

중 고등어, 꽁치, 삼치와 갈치의 이용 빈도가 높았

는데 이 4종류의 생선은 88회 제공되어 전체의 43.1%를 

차지하 다. 다음으로 흰살생선인 가자미와 조기가 

18.1% 고, 오징어와 주꾸미 등도 17.7%로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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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ypes of fish and seafood used according to cooking methods.

Cooking method MPSC1) PY2) S3) AP4) FC5) TO6) N (%)

Gui 48 27 0 0 0 6 81 ( 39.7)

Jorim 34 5 0 4 0 4 47 ( 23.0)

Bokkeum 0 0 28 0 0 0 28 ( 13.7)

Twigim7) 1 3 1 3 15 0 23 ( 11.3)

Jjim 5 2 1 3 0 0 11 (  5.4)

Jjigae8) 0 0 0 7 0 1 8 (  3.9)

Muchim 0 0 6 0 0 0 6 (  2.9)

Total 88 37 36 17 15 11 204 (100.0)
1) Included mackerel, pacific saury, spanish mackerel and cutlasshish
2) Included plaice and yellow corvina
3) Included squid, sepia esculenta, long-legged octopus and short arm octopus
4) Included alaskan pollack, dried pollack and Kodari
5) Included fish cutlet
6) Included tuna, atka mackerel, yellow tail, pomfret and others
7) Included fish cutlet and Gangjeong
8) Included Guk and Tang

Table 8. Types of fish and seafood served as a main dish at 
university faculty cafeterias.

Types of fish and seafood N (%)

Mackerel (35)1), pacific saury (26), 
spanish mackerel (16), cutlassfish (11)

88 ( 43.1)

Plaice (27), yellow corvina (10) 37 ( 18.1)

Squid (29), short arm octopus (3), 
long-legged octopus (2), sepia esculenta (2)

36 ( 17.7)

Alaskan pollack (7), dried pollack (4), 
Kodari (6)

17 (  8.3)

Fish cutlet (15) 15 (  7.4)

Tuna (3), atka mackerel (3), yellow tail (2),
pomfret (1), others (2)

11 (  5.4)

Total 204 (100.0)
1) Frequency number of the dish served at university faculty 

cafeterias

자주 급식되는 편이었다. 또 동태, 북어, 코다리 같

은 명태는 8.3% 제공되었으며, 흰살 생선을 반조리 

형태로 납품받아 제공하는 생선커틀릿은 7.4% 다. 

기타 연어, 임연수어, 방어, 병어 등은 제공빈도가 

낮았으며, 모두 합하여 11회로 전체의 5.4%에 불과

하 다. 또 Table 9에서와 같이 생선 및 해산물을 

조리방법에 따라 분류해 보았을 때, 구이로 제공된 

경우가 81회로 전체의 39.7% 고, 김치, 무 등과 함

께 조림의 형태로 제공된 경우가 23.0% 다. 이밖에

도 볶음은 13.7%, 튀김이나 강정은 11.3% 제공되어, 

이러한 조리법들이 빈번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국, 탕, 찌개, 무침 등의 조리법은 그 

빈도가 매우 낮았다. 생선 종류별로 조리법을 살펴

보면 고등어, 꽁치, 조기, 가자미, 갈치, 삼치 등 자

주 이용된 생선들은 주로 구이로 제공되었고, 이 중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들은 조림으로도 자주 제

공되었다. 오징어나 주꾸미 등은 주로 볶음법으로 

조리되었으며 동태, 북어, 노가리는 주로 국물이 있

는 국이나 찌개로 이용되었지만 구이로는 이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일 종의 생선으로는 드물게 조림, 

찜, 강정 같은 다양한 조리법으로 요리되었다. 

7. 일품요리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품요리는 172회 

제공되었는데, 비빔밥이 69회로 전체의 40.1%에 해

당하 고, 다음은 덮밥으로 25.6% 으며, 볶음밥은 

9.9%로 그 재공빈도가 낮았다. 비빔밥 중에서는 콩

나물밥이 19회로 가장 빈번하게 제공되었고, 이외에

도 나물비빔밥, 생채소비빔밥, 양밥 등 다양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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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ypes of one-dish meals1) served at university faculty cafeterias.

Group Types of one-dish meals N (%)

Bibimbab Congnamulbab (19)2), Namulbibimbab (16), Yachaebibimbab (10), Yeongyangbap (5), 
Nalchialbibimbab (3), others (16)

69 ( 40.1)

Deopbab Curry rice (18), Jajangbab (5), Haemuldeopbab (5), Kimchideopbab (4), Sogogideopbab (4), 
Dobudeopbab (4), Jungguksikdeopbab (3), Spammayodeopbab (1)

44 ( 25.6)

Bokkeumbab Haemulbokkeumbab (4), Kimchibokkeumbab (3), Yachaebokkeumbab (3), Omurice (2), others (5) 17 (  9.9)

Noodles Janchiguksu (6), Yeolmuguksu (3), Ssalguksu (1), Udong (2), Jjamppong (1), 
Naengmyeon (1), Onmyeon (1), spaghetti (3), Bokkumudong (3), Bibimdangmyeon (1)

22 ( 12.8)

Others Duckguk (4), Manduguk (7), Sujebiguk (1), Dotorimukbab (1), Juk (3), Gimbab (4) 20 ( 11.6)

Total 172 (100.0)
1) Included rice and noodles with various ingredients
2) Frequency number of the dish served at university faculty cafeterias

Table 11. Types of Dobu, vegetables and all others served as a main dish at university faculty cafeterias.

Group Types of dishes N (%)

Dubu Sundubu (5)1), Mapadubu (3), Dubujorim (2), Cheonggukjangjjigae (2), 
Doenjangjjigae (2), Dubuyangnyeomgui (1), Dubugangjeong (1), Dubujeon (1)

17 ( 29.8)

Sausage Meatballjorim (5), Hamjorim (5), Sausagejorim (2), Hamgui (1), Hamjjigae (1), 
Eomuktwigim (1), Sundaegangjeong (1), Sundaeguk (1)

17 ( 29.8)

Vegetables Japchae (4), Yachaebokkeum (2), Pyogotangsu (2), Buchujapchae (2), 
Congnamuljjim (1), Yachaessam (1), Beoseotjapchae (1)

13 ( 22.8)

Tteok & Mandu Tteokjorim (4), Tteokbokkeum (1), Tteokjjim (1), Bibimmandu (1), 
Tangsumandu (1), Mandukkanpung (1), Mandujeongol (1)

10 ( 17.6)

Total 57 (100.0)
1) Frequency number of the dish served at university faculty cafeterias

류의 비빔밥이 급식되었다. 덮밥 중에서는 카레라이

스의 빈도가 18회로 가장 높았고, 짜장밥은 5회로 

덮밥류 중에서는 비교적 다빈도 음식이었다. 특히 

덮밥류는 중국식으로 기름에 볶거나 매운맛을 내는 

한국식, 간장을 주로 사용하고 맵지 않게 조리하는 

일본식 등으로 다양하게 조리하 고, 재료도 쇠고기, 

김치, 두부, 버섯, 오징어, 낙지, 햄 등을 사용하여 

거의 동일한 음식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요

리로 제공되고 있었다. 면과 떡 요리 중에서는 국물

이 있는 편이 볶음우동처럼 국물이 거의 없는 요리

보다 제공빈도가 높았는데, 잔치국수와 만둣국, 떡

국 등의 제공빈도가 높았다.

8. 두부 등 기타 요리

Table 11에서와 같이, 중심요리에 육류와 생선을 

사용하지 않은 식단은 총 57개 는데, 이 중 된장과 

두부 등을 이용한 식단이 전체의 29.8% 고, 햄, 소

시지, 미트볼, 어묵 등 가공식품을 이용한 경우도 

29.8% 다. 또 잡채, 버섯탕수, 콩나물찜 등 채소요

리가 22.8% 으며, 떡이나 만두를 이용한 식단이 

17.6%로 가장 빈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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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52개 

대학 교직원 식당에서 1,040개의 식단을 선택하고, 

각 식단에서 중심요리의 종류, 재료 및 조리법 등을 

분류해 봄으로써 대학 교직원 식단의 다양성과 그 

변화추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계획하 다. 전통적으

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육류 중 어느 한 종류를 선

호하 다기보다 닭고기, 꿩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생활주변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육류

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었다(Jeongbuin Andong Jungssi 

2007; Cha 2012). 그러나 1975년 이후 국민소득이 증

가함에 따라 쇠고기의 소비가 증가하 고, 2000년대 

이후에는 경기침체와 O-157, 광우병과 같은 쇠고기

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의 위험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돼지고기의 인기가 높아졌다(Lee & Cho 

2012).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

었는데 쇠고기를 사용한 중심요리는 122회, 가금류

는 161회 제공된 반면, 돼지고기는 324회로 조사대

상인 대학 교직원 식당 전체 메뉴의 31.2%를 차지

할 정도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었다. 돼지고기는 

중심요리 외에도 기타 다른 반찬의 재료로도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사된 식단의 약 1/3 이

상에서 요리의 주재료나 부재료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류조리

법은 ‘구이’라고 하며(Kim 등 2010b), 또 ‘조림’은 

어패류나 육류 등을 간장, 고추장 같은 장을 이용하

여 오랜 시간 조리는 방법으로 1800년대의 조리서에 

조리법이 처음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한국인들이 

선호하고 일상적으로 상용하는 음식이다(Lee & Cho 

2009). 이러한 경향은 대학 교직원 식당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돼지고기와 닭고기 요리

가 거의 국물 없이 볶고, 굽고, 조리는 방법을 사용

하고 있었다(Tables 5, 7). 이에 비해 찌개나 백숙처

럼 국물의 비중이 높은 요리는 그 제공빈도가 매우 

낮았다. 또 간장을 기본으로 한 짠맛보다 매운맛을 

선호하여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청양고추, 마늘 등

을 넣고 맵게 조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 중기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고추와 이를 이용하여 

만든 고추장은 도입 이후 짧은 기간 내에 그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후추, 산초, 생강 같은 매운 양념들

을 제치고 거의 모든 음식에 사용되어 왔다(Cho 

2011). 그러나 고추의 너무 강한 매운 맛과 색깔 때

문에, 다양한 향신채소나 양념의 사용이 줄어들고 

외국인에게 거부감을 주는 경우도 있어 우리 음식

의 조화로움이나 다양성, 세계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Kim 등 2010a). 한편 안동찜닭처럼 간

장 맛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다량의 물엿을 함께 사

용하거나 제육볶음, 닭강정처럼 고추장, 고춧가루와 

함께 설탕이나 물엿을 넣어 달고 매운맛이 나도록 

조리하는 것이 최근 요리법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육류요리를 달게 먹는 경향은 선행의 다른 연구에

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인에 비해 설탕을 추가하여 달게 한 불고기 맛을 

선호한다고 하 다(Kim 등 2013). 또 육류요리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은 맛이라고 하며, 이렇게 음

식을 맛 위주로 선택함으로써(Kim 등 2010b) 음식 

섭취량뿐 아니라 단당과 화학조미료 등 식품첨가물

의 섭취량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비해 쇠고기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탕이나 육개장처럼 국물이 있는 요리가 40.2%를 차

지하 다. 또 국물이 없는 경우에도 불고기나 찜처

럼 간장 맛을 기본으로 조리되었으며, 육개장처럼 

맵게 조리한 경우에도 단맛이 나지 않게 하여, 각종 

채소를 첨가하 다. 따라서 아직까지 쇠고기 조리법

은 돼지고기나 닭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자극

적이라고 볼 수 있었다. 전통적인 불고기는 다른 부

재료는 거의 없이 고기만으로 요리하 고, 화로 위

에서 구워먹는 방식이었다. 워낙 쇠고기가 귀한 음

식이었으므로, 가운데 부분이 오목한 구이판을 사용

하여 쇠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고기즙도 모아서 채

소와 함께 먹었다고 한다(Lee & Cho 2010; Kim & 

Cha 2015).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먹기 위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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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Types of carbohydrate side dishes served with 172 one-dish meals at university faculty cafeterias.

Group Types of side dishes N (%)

Noodles Guksu (6)1), Udon (6), Bibimguksu (5), Memilguksu (4), Japchae (4) 25 ( 26.0)

Tteok, Muk & Juk Dotorimuk (6), Tteokbokki (4), Danhobakjuk (2), Sujebiguk (2), Jeolpyeon (1), 
Dakjuk (1), Cheongpomuk (1), Tteksalad (1), Gochujangtteok (1), Danhobakbumbuck (1)

20 ( 20.8)

Twigim, bread & salad Chungwontwigim (4), cornsalad (2), Yachaecutlet (2), Kkotppang (2), corndog (1),
macaronisalad (1), fusillisalad (1), croquett (1), Kimchijeon (1), Takoyaki (1), 
Yachaetwigim (1), sandwich (1), doughnuts (1), rusk (1)

20 ( 20.8)

Mandu & Sundae Gunmandu (9), Bibimmandu (3), Manduguk (3), Sundaebokkeum (2), Mulmandu (1) 18 ( 18.8)

Potato & sweet potato Gogumamattang (5), Gogumasalad (2), Gogumacroquette (1), Gamjajorim (1), Gamjamattang (1),
Gamjasalad (1), Gamjajeon (1), Gamjatwigim (1)

13 ( 13.6)

Total 96 (100.0)2)

1) Frequency number of the side dish served with one-dish meals
2) Among 172 one-dish meals, the number of meals where carbohydrate side dishes were represented on the menu was 96

렁탕으로 조리할 때는 국수사리를 첨가하 고, 참게

탕이나 어탕을 끓일 때는 국수나 수제비를 넣었으

며, 탕이나 찌개에 밀가루 음식을 첨가하여 음식량

을 늘이고 국물을 걸쭉하게 하는 조리법을 사용하기

도 하 다(Lee 1990; Gyeonggido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991). 이러한 조리법은 대학 구내식

당에서도 활용되고 있었는데, 탕이나 찌개뿐 아니라 

거의 모든 육류요리에 빈번하게 떡, 당면, 쫄면, 감

자 같은 탄수화물 부재료를 첨가하 다(Tables 4, 6). 

이렇게 조리하면 음식의 원가를 낮추고 육류 섭취

를 줄일 수 있으며, 다양한 식품을 먹을 수 있게 하

지만, 면이나 떡이 붙지 않고 간이 배이도록 기름, 

간장, 고추장, 물엿 등을 다량 첨가하지 않을 수 없

다. 또 대부분의 고객들은 밥은 밥대로 먹고, 반찬

으로 이런 음식을 추가로 먹게 된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탄수화물, 단당과 소금 섭취를 줄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조리법은 아니

었다. 

이렇게 탄수화물 재료를 과도히 사용하는 경우는 

육류요리뿐 아니라, 일품요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

는데, 국, 반찬, 후식으로 다양한 탄수화물 음식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열량과 탄수화물 섭취

가 높아질 위험이 있었다(Table 12). 초등학교 학교

급식에서 비빔밥식과 국수식의 경우, 정식에 비해 

대개 반찬의 가짓수가 적은 편이었고, 반찬 가짓수

를 줄인 대신 탄수화물 음식을 보조식으로 제공하

는데(Kim 등 2006; Kim 등 2007), 대학 교직원 식

단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체급식에서 일품식을 급식하는 경우, 고객의 입장에

서 보자면 제공된 일품식이 기호에 맞지 않을 경우, 

다른 식사를 선택할 여지도 없고 반찬의 가짓수도 

적기 때문에 식사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고객

의 불만을 줄이고자 식사대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탄수화물 음식들을 함께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도

록 한 것 같다. 그러나 지금처럼 2∼3종의 일품식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무엇을 선택하든 고

객들은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식사를 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일품식의 경우 좀 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수 있는 보조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

었다.

대학 교직원 식당에서 생선과 해산물로 만든 중

심요리는 돼지고기 다음으로 빈번하게 제공되었다. 

하지만 자주 제공되는 몇몇 생선을 제외한 다른 생

선들은 그 이용도가 매우 낮았고, 조리법도 구이와 

조림 등 비교적 단조로운 편이었다. 또 중심요리에 

육류와 생선을 사용하지 않은 기타 메뉴는 총 57개

에 불과했고 이 중 절반 정도가 두부, 된장, 채소 

등을 이용한 음식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햄, 소시지, 

미트볼, 어묵, 떡, 만두 등 가공 식품을 이용한 음식

이었다. 이렇게 채소요리 식단의 수가 적은 이유는 



330 | 식단중심요리의 다양성

조사시기가 봄철이라 채소가 귀하고 비싸기 때문일 

수 있고, 전통적으로 우리 식사에서 채소를 이용한 

음식은 중심요리라기보다 중심요리를 보조하는 반

찬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인 듯하다. 본 연구에서 채

소를 이용한 중심요리는 잡채, 버섯탕수, 콩나물찜 

정도 으며 앞으로 채소나 두부를 이용한 다양한 

중심요리가 개발될 필요가 있었다. 

대학 구내식당에서 거의 매일이다시피 반복해서 

돼지고기로 만든 반찬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고

객들이 질리지 않도록 다양한 부재료, 양념을 사용

하고 조리법에 변화를 시도하면서 새로운 요리가 

많이 개발된 것 같았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요리

의 이름을 요리 개발자가 임의로 붙이다 보니, 간혹 

잘못 작명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제육불고기

볶음’ 같은 경우 ‘불고기’가 조리법인데 또 다른 조

리법인 ‘볶음’을 덧붙여 이 요리가 불고기와 어떻게 

다른지 알기 어려웠다. 전통적으로 ‘돼지고기구이’는 

제주도와 평안도의 향토음식으로 고추장을 사용하

여 맵게 조리한다(Reserch Laboratory of Art and Folk 

1984)고 하 다. 한편 두루치기는 전라도의 향토음

식으로 쇠고기를 사용하되 내장 등 여러 부위의 고

기를 사용하 으며, 고기를 양념에 재워두지 않고 

즉석에서 양념하여 구웠다고 한다. 고기의 냄새를 

없애고 음식의 양을 늘리거나 맛을 돋우기 위해 채

소를 많이 넣어 조리하 는데, 이 때 물을 첨가하거

나 함께 넣어 준 채소가 익으면서 수분이 많이 생

겨, 조리 후 최종 형태는 전골과 제육볶음의 중간 

정도의 국물이 있게 된다. 또 요리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재료와 조리법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

기 때문에 김치, 당면, 채소 등을 넣어 다양하게 변

화를 줄 수 있다. 이에 반해 제육볶음은 부재료인 

채소에 비해 돼지고기의 비율이 높아야하고 또 미

리 밑간을 해 두었다가 볶아낸다는 점에서 두루치

기와 구별된다. 하지만 다수의 양사들이 ‘야채제

육볶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제육두루치기’와 

혼용하고 있었다. 또 대학의 구내식당에서는 돼지고

기에 오징어, 주꾸미 등을 같이 넣고 조리하여 ‘오

삼 불고기’, ‘쭈돈 불고기’ 등의 명칭으로 부르고 있

었다. 

오늘날 육류의 구이요리에 널리 사용되는 ‘불고

기’라는 명칭은 원래 평안도에서만 사용하던 방언이

었는데, 해방 이후 ‘너비아니’라는 우아한 궁중용어

를 제치고 널리 사용되는 명칭이 되었다(Lee & Cho 

2010)고 한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

면 요리명으로 자리잡게 되므로, 추후 관련 학회 차

원에서, 필요에 따라 급조된 이러한 음식명들이 적

절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 한편 불고기, 

주물럭 등은 원래 간장을 기본 양념으로 하여 고기

를 미리 재워두는 조리법으로, 맵지 않게 양념하는 

음식이었으나 돼지고기 요리에서는 매운맛을 가미

하여 ‘제육고추장 불고기’의 경우처럼 매운 요리인 

경우가 많았다. 또 제육볶음은 원래 고추장을 가미

하여 재워두었다가 맵게 조리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 ‘돈육간장볶음’과 ‘돈육춘

장볶음’ 등의 음식명도 보인다. 따라서 ‘불고기’인데 매

운 음식도 있고 ‘볶음’인데 맵지 않게 조리하는 경

우가 있다 보니 ‘돈육불고기’와 ‘돈육간장볶음’의 차

이점이 명확하지 않고, 같은 이유로 ‘돈육 고추장불

고기’와 ‘제육볶음’도 그 차이점을 알기 어렵다. 물

론 불고기는 화덕이나 숯불 위에서 직화로 굽고, 볶

음은 팬이나 냄비를 사용하여 볶는 방법이므로 엄

밀하게 보자면 두 음식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대학 

급식소에서 직화로 고기를 구워서 급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대부분 ‘불고기’보다 ‘볶음’ 조리법

을 사용하 다고 보여진다.

메뉴명은 소비자와의 약속인데 이렇게 음식명이 

잘못 붙여지면 소비자의 기대와는 다른 음식이 제

공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과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

이 있었다. 간혹 인터넷 상에서 요리명만 그럴 둣하

고 실제 음식은 빈약하기 그지없는 사진들이 올라

와서, 급식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곤 한다. 

따라서 최근에 대학 교직원 식당에서 제공빈도가 

높아진 돼지고기 요리들도, 관련 단체나 학회 차원

에서 매운맛의 유무나 국물의 양, 고기를 미리 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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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지 즉석에서 양념하여 익히는지, 또 주재료인 

돼지고기와 채소를 비롯한 기타 부재료의 비율, 직

화구이 여부 등에 따라 적절한 음식명을 제정할 필

요가 있었다. 

요약 및 결론

대학 교직원 식단의 다양성과 그 변화추세를 살

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인 대학 교직원 식당들은 직 을 하거나 

생활협동조합을 통한 운 보다 전문 외식업체에 

맡겨 운 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한 끼당 식사

가격은 4,000원 정도, 음식 가짓수는 6∼7개인 경

우가 가장 많았다.

2. 식단의 중심요리로 돼지고기 요리가 가장 빈번하

게 제공되었으며, 이는 전체 식단의 31.2% 다. 

다음으로 생선 및 해물 요리 으며 쇠고기, 두부, 

채소 등을 이용한 요리는 제공빈도가 낮은 편이

었다.

3. 돼지고기와 닭은 국물 없이 맵게 굽거나 볶은 요

리의 제공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름

에 튀겨 소스를 얹은 요리들이었다. 그러나 국물 

있는 찌개, 탕 같은 요리의 제공빈도는 낮았으며, 

수육처럼 물에 삶아 기름기를 빼고 조리하는 방

법은 거의 이용되지 못하 다. 이에 비해 쇠고기 

요리는 국이나 탕처럼 국물요리의 비중이 높았

고, 상대적으로 덜 자극적인 조리법을 사용하 다.

4. 생선과 해산물 요리는 전체 중심요리의 19.7%로, 

돼지고기 다음으로 빈번하게 제공되었다. 이 중 고

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구이나 조림으로, 

가자미와 조기 같은 흰살생선은 구이로, 오징어

와 주꾸미 등은 볶음으로 각각 이용되었다. 명태

는 단일 종의 생선으로는 드물게 매우 다양한 형

태로 조리되었다. 이러한 몇몇 생선을 제외한 다

른 생선들은 그 제공빈도가 매우 낮았다.

5. 대학교 직원 식당에서 제공된 일품요리는 밥의 

경우 비빔밥의 제공빈도가 가장 높았고 덮밥, 볶

음밥 순으로 그 제공빈도가 낮았으며, 특히 덮밥

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 다, 면과 떡 요리 중

에서는 잔치국수와 만둣국, 떡국처럼 국물이 있는 

편이, 국물이 거의 없는 요리보다 제공빈도가 높

았다. 

6. 거의 모든 육류요리에 빈번하게 떡, 당면, 쫄면과 

감자 같은 탄수화물 부재료를 첨가하 는데, 이러한 

조리법은 음식의 원가를 낮추고 육류 섭취를 줄

일 수 있으며, 다양한 식품을 먹을 수 있게 하지

만, 기름, 간장, 고추장, 물엿 등을 다량 첨가하여 

조리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탄수화물, 단당 

및 소금 섭취를 높일 위험이 있었다. 또 일품식

단에서는 보조식으로 탄수화물 음식을 함께 제공

하는 경우가 많았다. 

7. 채소나 두부를 이용한 중심요리는 전체 중심요리

의 5.5%에 불과하 는데, 건강을 위해 좀 더 다

양한 요리의 개발이 필요하 다.

8. 최근 개발된 돼지고기 요리의 경우, 요리 개발자들

이 임의로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음식명이 잘

못 붙여진 경우에는 고객의 혼란과 불만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단체나 학회 차원에

서 제정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 

대학 구내식당 이용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동일

한 장소에서 급식을 제공받고 있으므로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가정식처럼 질리지 않는 건강한 음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위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대학 교

직원 식당에서는 돼지고기를 비롯한 육류가 매우 

빈번하게 제공되었고 그 조리법도 맵게 굽거나 볶

거나 기름에 튀기는 방식이었다. 또 여러 가지 탄수

화물 식품을 부재료로 첨가함으로써 단당, 소금, 기

름의 섭취를 높게 할 위험이 있었다. 이를 대신하여 

상대적으로 덜 자극적인 조리법을 사용하는 쇠고기

와 생선의 사용빈도를 늘이고, 일품요리 제공 시 과

일이나 샐러드를 보조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급식 단가가 높지 않으므로 모든 음식을 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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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식으로 제공하기보다 중심요리나 과일 등은 따로 

정량 제공하는 등 급식방식에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인터넷에 소개된 메뉴를 중

심으로 분석하 기 때문에, 부재료 분석 시 메뉴에 

표기된 경우만 분류하 다는 점이다. 향후 양적 연

구를 통해 메뉴품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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