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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on free school food service. We surveyed education related to school food service, concerns about food ingredients, 
perceptions of free school food service and satisfaction for the quality of the school food service. The investigation is 
classified into two groups, schools that operate as a food service center or those that do not. Those who are provided food 
ingredients by school food service centers are educated about the agricultural products’ country-of-origin and their environment- 
friendly food service. The more individuals are educated of the foods’ county-of-origin and environment-friendly food service 
the more they will have a higher concern of the food materials and subsequently a higher satisfaction for the quality of 
school food service. School food service centers managed directly by the local government would probably receive higher 
satisfaction than those consigned to a private sec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meaningful to establish policies on 
school food service and school food servic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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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를 공급하여 심

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잘못된 식습관 교정 및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합리적인 식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있다(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2007; Song & Kim 2010). 주로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학

교급식비 지원이 2010년까지 이루어지다가, 이후 지원 대상 

학생들의 차별로 인한 상처 치유 및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이 논의되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2010
년 전체 초․중․고교의 약 23.7%인 2,657개교에서 2014년에

는 약 72.7%인 8,351개교로 증가하였다(Kim OY 2015). 
Kim 등(2014)은 학교급식은 행정 중심의 운영보다 수요자

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학

교급식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지역과 대상을 대상

으로 진행되고 있다(Kim 등 2002; Oh등 2006; Kim 등 2009; 
Song & Moon 2010; Na 등 2014). 나아가 최근에는 학교 급식

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급식 또는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

도 또한 지역과 계층을 다양화하여 연구되고 있다(Lee & Park 
2008; Joeng 등 2013; Kim 등 2014; Kim & Choi 2014; Cho 
& Kim 2014; Kim 등 2015; Jeong & Chae 2015).

학교급식은 공익적 가치 추구 외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국

내산,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국내 농업 활성

화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으

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

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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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충청남도는 지역순환 식품체계와 연계한 학교급식지원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2011년 3월 당진, 2013년 1월 아

산, 2014년 3월 홍성, 2014년 4월 청양 등 4개 시군의 학교급

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홍성은 지자체 직영형으로, 당진, 아
산, 청양은 민간위탁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충남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8년 14개 전 시․군에 설치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Hwang & Gouk 2011; Kim OY 2015; Kim & Kim 2016), 
주로 식재료 유통 및 공급체계 또는 거버넌스 운영체계 및 

사례 연구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 14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

는 무상급식의 수혜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

상급식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

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여부에 따른 만족도 등의 차

이를 분석하여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

한다. 나아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방식 즉 지자체직영형

과 민간위탁형에 따른 학교급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

을 함으로써 향후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충남 14개 시․군에서 실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학

생들의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초등학생 및 중학생

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설문

조사하였다. 다만 설문지의 이해 및 판단 능력을 고려하여 조

사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조사 시점에

서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학생 수는 초등학교 5~6학년이 

약 38,660명, 중학생이 약 65,212명이다. 이들의 약 5% 수준

인 5,539명을 시군별 학생 수 비례에 따라 표본 추출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s Frequency (N(%))

Gender
Male 2,470(44.6) 
Female 3,000(54.2)
No answer   69( 1.2)

School
Elementary 2,118(38.2)
Middle 3,355(60.6)
No answer   66( 1.2)

School food service 
center

Operated1) 1,170(21.1)

Not operated 4,369(78.9)
1) Asan, Dangjin, Hongseong, Cheongyang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기초통계량은 Table 
1과 같다. 남학생이 2,470명(44.6%), 여학생이 3,000명(54.2%)
이며, 초등학생이 2,118명(38.2%), 중학생이 3,355명(60.6%)이
다. 충남 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4년 말 기준 당진, 
아산, 청양, 홍성의 4곳에서, 2015년 말 현재 부여, 천안이 추

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조사가 2015년 하반기에 실시된 

점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원 여부는 2014년 말

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

자재 지원을 받는 대상 학생 수는 1,170명(21.1%)이며, 그렇

지 않는 학생 수는 4,369명(78.9%)이다.  

2. 조사내용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과의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급식과 관련한 교육 여부, 식자재에 대한 관심, 무상급식 지

원 인식 여부, 급식 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급식 관

련 교육 여부에 대해서는 ‘식재료의 원산지’, ‘친환경급식’, 
‘안전한 먹거리 및 식생활’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식자재에 

대한 관심은 ‘가능한 로컬 푸드를 먹으려고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에 관심이 많다’, ‘친환경농산물이 안전하고 건

강에 좋다고 생각한다’의 3가지로 구분하여 리커트 5점 척도

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

렇다). 급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

여 1점 ‘매우 만족하지 않다’부터 5점 ‘매우 만족한다’로 조

사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조사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여부에 따른 급식 관련 

교육 여부와 무상급식 지원 인식 여부는 교차분석을 통한 독

립성 검정(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식자재에 대한 관심과 급

식의 질 만족도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여부로 구분하여 

평균비교검정(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급식 관련 교육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여부에 따른 급식 관련 교육 경

험 여부는 Table 2와 같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여부와 

식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교육에 대한 독립성 검정 결과 χ2 
값이 4.122(p<0.05)로 두 변수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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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ducation related to school food service  

Question Answer

School food 
service center χ2

value
Operated Not 

operated

Country-of-origin of 
agicultural products

Yes  901(16.3)1) 3,236(58.6)
 4.122**2)

No  266( 4.8) 1,119(20.3)

Environment-friendly 
food service

Yes  901(16.3) 3,163(57.3)
 9.854***

No  266( 4.8) 1,191(21.6)

Dietary life education
Yes  925(16.8) 3,375(61.1)

 1.762
No  241( 4.4)  979(17.7)

1) N(%)
2) *p<0.1, **p<0.05, ***p<0.01

학생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학생보다 식재료 원산지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상관계수: 0.027(p<0.05). 또한 학교

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친환경급식

에 대한 교육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값: 9.854(p<0.05), 
상관계수: 0.042(p<0.05)). 그러나 안전한 먹거리와 식생활 교

육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χ2 값: 1.762(p>0.05), 상관계수: 0.018(p>0.05)).   

2. 식재료에 대한 관심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관심 정도를 Table 3에 나

Table 3. Concern on food materials 

Question
School food service center

t value
Operated Not operated

I’m trying to have local foods as possible. 3.85±0.901)2) 3.62±0.94 7.710***3)

I’m very interested in healthy and safe food materials. 3.68±0.99 3.57±0.96 3.381***

I think that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re 
safe and good for health. 4.24±0.81 4.18±0.81 2.213**

1) Mean±S.D.
2) 5-Likert scale: 1=strongly disagree, 5=strongly agree
3) *p<0.1, **p<0.05, ***p<0.01

Table 4. Perception of free school food service 

School food service center
χ2 value

Operated Not operated Total

I know that school food service is for free.   781(14.2)1) 2,903(52.6) 3,684( 66.8)
0.1192)

I don’t know that school food service is for free.  381( 6.9) 1,451(26.3) 1,832( 33.2)
Total 1,162(21.1) 4,354(78.9) 5,516(100.0)

1) N(%)
2) *p<0.1, **p<0.05, ***p<0.01

타내었다. ‘가능하다면 로컬 푸드를 섭취하려고 한다’는 항목

에 대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학생은 

평균 3.85점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의 학생 3.62점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값: 7.710(p<0.05)). ‘평
소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많다’와 ‘친환경

농산물이 안전하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한다’는 항목 또한 학

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각각 t값: 3.381, 2.213). 

3.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인식
기존 학부모가 납부하던 급식비를 현재 도․시군과 교육

청이 지원하는 무상급식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는 Table 4
와 같다.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 전체 학생의 66.8%가 인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여부와 무

상급식 지원에 대한 인식 여부는 관련성이 없었다(χ2 값: 
0.119(p>0.05)).   

4. 학교급식 질에 대한 만족도 및 영향 요인
학교급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

되고 있는 지역의 학생이 평균 4.09점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

의 학생 4.03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t 값: 2.164, Table 5). 
학교급식 질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다중회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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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atisfaction for quality of school food service  

Variables
School food service center

t value
Operated Not operated

Satisfaction 4.09±0.811)2) 4.03±0.87 2.164**3)

1) Mean±S.D.
2) 5-Likert scale: 1=strongly dissatisfy, 5=strongly satisfy
3) *p<0.1, **p<0.05, ***p<0.01

석을 하기 위해 급식과 관련한 교육 여부에 대한 3개 세부변

수를 더미변수 처리하였다(교육 받은 적이 없음=0, 교육 받

은 적이 있음=1). 식재료에 대한 관심도의 3개 세부변수는 리

커트 5점 척도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인식 여부는 더미변수 처리하였다(모름=0, 알고 있음=1). 성
별은 여자를 기저변수로, 나이는 응답자의 실제 나이를 사용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여부에 따른 급식 

질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자

체직영형과 민간위탁형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더미변수 

처리하였다(기저변수 : 학교급식지원센터 미운영).1) 이때 다

중회귀모형 추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이분산(heteroskedasticity)
을 검정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등분산이 기각되어 White 
H(1980)가 제시한 White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Covariance 
Matrix Estimator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급식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학생일수록, 식재료

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을 인지하고 

Table 6. Effects of various factors on satisfaction for quality of school food service 

Variables Coefficients

Constant   2.326(27.846)***1)2)

Education
Country-of-origin   0.057( 1.827)*

Environment-friendly food service   0.095( 2.864)***

Dietary life   0.114( 3.504)***

Food materials
Local foods   0.101( 3.610)***

Healthy and safe food materials   0.097( 6.856)***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0.245( 6.692)***

Free school food service(don’t know=0)   0.083(15.837)***

Gender(male=0) －0.120(－5.678)***

Age －0.031(－4.006)***

School food service center
(not operated=0)

Directly manage   0.284(  3.330)***

Consign manage to private －0.015(  0.558)

F=124.505***, R2=0.203, Heteroskedasticity test 109.014***

1) t value in parenthesis
2) *p<0.1, **p<0.05, ***p<0.01

있는 학생일수록 학교급식 질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또한 여학생보다는 남학

생이, 나이가 어릴수록 학교급식 만족도가 높았다. 지자체직

영형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은 운영되지 않은 

지역에 비해 학교급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민간

위탁형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은 운영되지 않은 

지역과 통계적으로 만족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충남 14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무상급식 수혜자인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중학교 3학년생 5,5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여부에 따른 식재료의 원

산지교육과 친환경급식에 대한 교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

영되고 있는 지역의 학생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학생보다 식

재료 원산지와 친환경급식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다. 이
에 비해 안전한 먹거리와 식생활 교육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여부와 관련 없이 일정 수준 이루어지고 있는 나타났다.
둘째,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관심은 로컬푸

드 섭취,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 친환경농산물

의 효과 등 모든 항목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

1) 2014년 말 현재 충남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홍성군이 지자체직영형으로, 당진시, 아산시, 청양군이 민간위탁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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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의 학생들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지역에 비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동안 학부모가 납부하던 급식비를 도․시군과 교

육청이 지원하는 무상급식에 대해 전체 학생의 66.8%가 인지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여부와 인지 여부와는 

연관성이 없었다. 
넷째, 학교급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학생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학생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급식

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학생일수록,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

을수록, 무상급식 지원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학교급

식 질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지자체직영형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은 운영되지 않은 지역에 비해 학교급식의 질에 만족도

가 높았고, 민간위탁형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은 

운영되지 않은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2014년 말 현재 충남지역에는 홍성, 당진, 아산, 청양 등 

4개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학

교급식지원센터는 안전하고 건전한 식재료를 학교에 원활히 

공급하고 투명한 예산 지원 및 집행을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

는 지역의 학생들이 느끼는 급식 관련 교육 여부, 급식 식재

료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급식의 질에 대한 만족

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

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홍

성군과 같이 지자체직영형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급식 식재료

로 친환경 로컬푸드를 지향하고, 민․관 거버넌스 방식의 운

영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추구한다. 본 연구 결과, 지자체

직영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역이 민간위탁형 센터 운

영지역 및 센터 미설치 지역에 비해 학교급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방식에 

있어 큰 시사점을 제시한다. 
향후 무상급식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

에 대응하고, 학교급식을 통한 국내 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이 필요하며, 지자체직영형의 거버넌스 

운영방식을 통해 급식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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