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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usage status, menu preference, quality evaluation and satisfaction of home- 
delivered meal box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in Chungcheongbuk-do, Korea. A total of 320 children and their 
guardians who had received home-delivered meal boxes participated in 2015. A total of respondents (62.2%) were children 
and teenagers, and 37.8% were guardians. The 47.7% of children and 43.8% of guardians were using the home delivery 
service more than one year. Most of the children and guardians answered ‘eat almost’, ‘eat all meals’ served meal box, 
75.3%, 81.8%, respectively. After receiving the meal box at home, 35.2% of children consumed meals within 1~2 hours, 
whereas 32.8% of the guardians were ate within 2~6 hours. It was founded that ‘throw away leftovers’ was the highest 
and followed ‘give it others’ in a way to treat leftovers. The results of preference survey on meats, seafood, showed that 
‘chicken nugget’ (4.07) and ‘stir-fried fish cake with vegetable’ (3.63) were the highest points for children, whereas ‘grilled 
LA beef ribs’ (3.98) and ‘stir-fried anchovies’ (3.72) were the highest point for guardians. ‘Seasoned leaves marinated in 
soy sauce’ was the highest preference among vegetables and another dish for respondents. Frozen products were the most 
preferred types of meal boxes on the menu. In the quality evaluation of home-delivered meal box, although satisfaction 
with service and packaging of the meal box were high, the satisfaction of food quality was relatively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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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아동급식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여러 가지 가정 사정으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고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

받지 못하는 경우에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거

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하는 일제의 행

위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급식 사업은 2000년에 석식만을 제

공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01년부터는 조식도 지원하였다. 
이후 2004년에는 방학 및 토․공휴일 중식이 교육부에서 보

건복지부로 이관되어 지원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아동급식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4년 7월 기준 

약 38만 명의 아동이 급식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아동급식 전달 방법으로는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학교급식소 등 단체급식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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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접 급식지원과 도시락 및 주․부식 배달,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을 통하여 음식을 제공받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2014년 7월 기준,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을 통한 지원이 약 19만 명(50.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체급식소를 통해서 약 9만 명(23.8%), 도시락 배달을 통해

서 약 3만 명(8.2%)의 아동이 음식을 지원받았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급식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개선 및 복지증진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에게 직접적인 급

식, 즉 급식소를 통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급식지원제도 실태 조사 연구결과(Chang & Park 
2006; Kim 등 2007; Cho AJ 2008; Jang & Jang 2010; Lee & 
Lee 2015)에 따르면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경우, 메뉴와 음

식의 질, 밥과 반찬의 양, 위생상태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식소의 경우 전문 인력 확보, 예
산증액, 시설개선, 인력확보 등의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

어 급식소를 통한 지원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

다. 이에 급식지원 방법의 다양화 측면에서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음식의 제공, 급식소와 거주지의 접근성 해소, 급식 대

상 아동들의 낙인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급식대상

자의 여건에 따라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집으로 도시락을 배

달해주는 형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Lee SM 2001; Yoon 
JH 2008; Kwun 등 2011; Lee & Lee 2015).

도시락의 형태는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일반도시락과 반찬

으로만 구성된 반찬도시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락 식단

의 식품 구성은 주로 곡류, 육류, 채소를 중심으로 과일과 유제

품을 포함한 다섯 가지 식품군으로 구성되나, 재정지원 현황 

또는 영양사의 고용 여부에 따라 도시락의 음식 가짓수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oon 등 2011). 그러나 도시

락은 적온급식의 어려움, 개개인의 음식 선호도나 입맛을 고

려할 수 없다는 점, 도시락 내용물의 부실, 음식물 쓰레기 문

제, 특히 식중독 사고 발생의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다른 급식 방법과 비교하여 조리와 배달시간이 길

고, 그에 따라 식품의 변질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재료의 선

택과 조리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Yoon 등 2009; Kwun 
등 2011; Moon 등 2013; Lee & Lee 2015; Moon 등 2015). 이에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의 메뉴관리 및 도시락 제

공기관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증가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락에 대한 선행연구

로는 여름방학 중 취약계층 아동도시락 제공 기관의 운영관

리 실태 및 식단 평가(Yoon 등 2009; Yoon 등 2011), 포천 시 

취약계층 아동 대상 가정배달도시락에 대한 메뉴 기호도 및 

식습관 조사(Kwun 등 2011), 서울시 소재 가정배달도시락 수

혜아동의 이용실태 및 평가(Moon 등 2015), 가정배달도시락

에 대한 미생물적 평가(Moon 등 2013) 등이 있다. 기존 선행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연장선에서 충북 소재 취약계

층 아동에게 제공되고 있는 반찬도시락에 대한 기호도 및 만

족도를 수혜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급식 사업의 정책 마련 및 아동급식 사업에 참여

하는 도시락 제공 업체의 메뉴 개선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자 및 기간
본 연구는 (사)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과 협조하여 

충북 소재 A도시락 업체를 통하여 반찬도시락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5년 

10월에 반찬도시락을 배달할 때 도시락과 함께 설문지를 동

봉하여 배포하였으며, 1가구당 1부의 설문지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340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며,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20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20부(94.1%)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설문조사 내용
설문지는 일반사항, 반찬도시락 섭취 현황, 반찬도시락에 

대한 기호도, 반찬도시락 유형에 대한 의견, 반찬도시락의 품

질평가 및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일반사항에서는 성별, 연령

을 조사하였으며, 반찬도시락 섭취 현황에서는 도시락을 먹

은 기간, 도시락 먹는 양의 정도, 배달 후 도시락을 먹는 시간, 
남은 음식 처리 방법을 조사하였다. 

반찬도시락에 대한 기호도는 도시락 A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난 1년간의 메뉴를 중심으로 제공 빈도가 높은 육류 

10종, 해산물 8종, 채소류 및 기타류 9종으로 분류하여 각각

에 대한 기호도를 조사하였다. 반찬도시락에 대한 품질평가

에서는 음식의 양, 음식의 맛, 음식의 종류, 음식의 영양가에 

대한 생각, 음식의 색과 모양 등 13문항을 구성하였다. 반찬

도시락 기호도, 품질평가 및 만족도에서는 리커트식 5점 척

도(1점: 매우 좋지 않다~3점: 보통이다~5점: 매우 좋다)를 사

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반찬도시락 유형에 대한 의견으

로 완전 조리 메뉴 및 반조리 메뉴에 대한 기호도, 냉동식품 

제공 등에 대한 문항과 전반적인 만족도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및 통계방법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는 SPSS ver 18.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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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항목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수혜아동과 보호자 간의 반찬도시락 섭취 현황에 대한 차

이분석을 위하여 교차분석을, 반찬도시락에 대한 기호도, 품
질평가 및 만족도에 대한 차이 분석을 위하여 t-test를 실시하

였다.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
본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답자 총 

320명 중 수혜아동은 199명(62.2%), 보호자는 121명(37.8%)
이었다. 수혜아동 중 남학생은 99명(49.7%), 여학생은 100명
(50.3%)이었으며, 보호자의 경우 25.6%는 남성이었으며, 74.4%
는 여성이었다. 보호자는 40대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대(33.1%), 50대 이상(14.9%), 20대(8.3%) 순이었다.

2. 반찬도시락 섭취 현황
반찬도시락 섭취와 관련된 현황은 Table 2와 같다. A업체

에서 제공하고 있는 반찬도시락을 먹은 기간을 살펴보면 수

혜아동과 보호자 모두 1년 이상이 각 47.7%, 43.8%로 가장 많

았다. 서울 소재 가정배달도시락을 제공받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용 현황을 살펴본 연구(Moon 등 2015)에서는 1년 

이상 가정배달도시락을 이용한 아동이 평균 51.7%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비율이었다. 
반찬도시락의 먹는 양을 묻는 문항에서는 수혜아동과 보

호자의 ‘거의 다 먹는다’ 이상의 비율은 각각 75.3%, 81.8%로 

대부분이 반찬도시락을 다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
의 안 먹음(3.5%, 2.5%)’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일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찬도시락은 조리 시간과 먹는 시간이 분리

되어 배달된 도시락 맛의 저하 등의 이유로 일부의 경우지만 

아동 및 보호자가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생각된다. 
Moon 등(2015)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아동 및 보호자는 

Characteristics Children Guardian

Gender
Male  99( 49.7)  31( 25.6)
Female 100( 50.3)  90( 74.4)

Age
(years)

10~19 199(100.0)   0(  0.0)

20~29   0(  0.0)  10(  8.3)
30~39   0(  0.0)  40( 33.1)
40~49   0(  0.0)  53( 43.8)
≥50   0(  0.0)  18( 14.9)

Total 199(100.0) 121(100.0)
1) n(%)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1)

Variables Children
(n=199)

Guardian
(n=121) p-value

Period of 
using 

delivery 
service

< 1 month 13( 6.5)  1( 0.8)

0.036
1 month~6 month 32(16.1) 18(14.9)

6 month~1 year 59(29.6) 49(40.5)
≥ 1 year 95(47.7) 53(43.8)

Amount 
of eat up 

meal

Eat all (100%) 54(27.1) 41(33.9)

0.329
Eat almost (80%) 96(48.2) 58(47.9)
Eat half (50%) 42(21.1) 18(14.9)
Eat rarely (20%)  7( 3.5)  3( 2.5)

Not eat all  0( 0.0)  1( 0.8)

Time to 
eat meal 

after 
delivered

As soon as delivered 29(14.6) 18(14.9)

0.692
Within 1~2 hours 70(35.2) 35(28.9)
Within 2~6 hours 63(31.7) 44(36.4)
After 6 hours 37(18.6) 24(19.8)

Way to 
treat 

leftovers

Eat all meals 97(48.7) 72(59.5)

0.187
Give it others 19( 9.5) 11( 9.1)
Throw away 68(34.2) 34(28.1)
Others 15( 7.5)  4( 3.3)

1) n(%)

Table 2. Use status of home-delivered meal box1)

제공된 반찬도시락을 다 먹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일부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도시락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락 업체는 수혜 대상자

에게 맞는 도시락의 적정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령에 따른 도시락 적정 기준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도시락을 배달받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Kwon 등(2010)의 연구 결과, 취약계층 아동은 수혜 받은 도

시락으로부터 하루 필요 에너지의 25.3%, 비타민 C의 23.3%, 
칼슘의 11.7%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아동이 건강

하고 바람직하게 성장하는데 제공되는 도시락의 영양적 수

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배식 실태

에 대한 연구(Kwon & Yeoh 2015)에서도 급식대상자인 취약

계층 아동에게 제공되고 있는 급식의 양이 일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밥, 국, 주찬, 부찬, 김치는 배식량 기준 대비 87.3%, 
65.2%, 56.5%, 37.1%, 81.3%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그
에 따라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 부족을 우려하면서 지역아동

센터 급식관리자 대상으로 적절한 배식량에 대한 교육 및 활

용 가능한 교육 자료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의 적정한 크기 및 음

식 구성에 대한 연구(Asano 등 2009)에서는 미취학아동, 취학

아동 등 연령에 따라 300, 450, 500, 550, 600, 650, 800 mL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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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시락의 규격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Lee 등(2014)
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등학

생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권장식사패턴과 에너지 필

요추정량을 고려하여 배식량을 ‘대’, ‘중’, ‘소’ 수준으로 구분

한 후 밥, 국 또는 찌개, 단백질군 반찬, 채소군 반찬, 김치 

한 가지를 포함하는 식단에 대하여 적정량을 제시하기도 하

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조사와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면 급식

관리 전문 인력이 부족한 도시락 제공 기관에서도 영양기준

을 만족하는 도시락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

단된다.
배달된 후 도시락을 먹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

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혜

아동은 1~2시간 사이가 35.2%로 가장 많았으나, 보호자는 

2~6시간 사이가 가장 높았다. 가정으로 배달되는 도시락의 

경우, 조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아동들이 섭취하는데 일

정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잘못된 온도 및 시간 관리는 미생

물이 증식할 수 있는 원인이 되며, 그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락 운영

업체는 배달되어 취식하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리된 음식은 1~2시간 

이내 섭취되기를 권장하고 있다(Korea Food & Drug 2009). 배
달도시락의 경우, 평균적으로 2시간 30분에서 5시간 이상까

지 소요되며, 조리 완료 후 냉각과정을 거치더라도 배달과정 

중에 음식의 온도가 11.9~14℃ 상승한다고 하였다(Moon 등 

2013). 가정에서 도시락을 섭취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고려한

다면 가정배달도시락의 경우, 식중독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도시락을 먹고 남은 음식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 수혜아동

과 보호자 모두 ‘항상 다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8.7%, 
5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린

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 순으로 나타났다. Moon 등(2015)의 

연구에서는 먹고 남은 음식 처리 방법으로 조사대상자의 52.2%
가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다시 전자레인지, 가
스레인지 등으로 재가열하여 섭취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배달도시락의 경우, 섭취 전까지의 시간, 보관

방법, 관리온도, 남은 음식 처리 방법 등 여러 가지 위생적인 

측면에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다. 특히 배달 도시락 수혜대

상자의 경우, 식사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보호자 없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가 어린 아동의 경우 음식관리 방법에 대한 올바

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락배달업체의 철저

한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수혜를 받는 아동들 대상으로 섭취

시간 및 섭취 전 보관방법, 남은 음식 처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반찬기호도

1) 육류 및 해산물 반찬에 대한 기호도
육류 및 해산물 반찬에 대한 기호도 조사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반적으로 육류에 대한 기호도가 해산물 반찬에 대한 

기호도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육류 중에서 수혜아동은 

치킨너겟(4.07점), LA갈비양념구이(4.03점), 불고기(3.95점), 
돼지불고기(3.94점) 순으로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는 LA갈비양념구이(3.98점), 불고기(3.95점), 치킨너겟

(3.88점) 순으로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

혜아동과 보호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육류 반찬은 없

었다.  
해산물에 대한 기호도를 살펴보면 수혜아동의 경우, 어묵

야채볶음에 대한 기호도가 3.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멸치

볶음(3.61점)와 자반고등어구이(3.61점)는 동일한 기호도를 보

였다. 그 다음으로 생선가스(3.55점), 쭈꾸미떡볶음(3.54점) 등 

Variables Children
(n=199)

Guardian
(n=121) p-value

Meats

Stir-fried pork with vege-
table 3.72±0.95 3.69±0.94 0.823

Grilled LA beef ribs 4.03±0.97 3.98±0.98 0.668
Pork bulgogi 3.94±0.98 3.86±0.99 0.451
Pork cutlet 3.89±1.02 3.79±1.09 0.402
Sweet and sour pork 3.86±1.05 3.67±1.00 0.112
Bulgogi 3.95±0.98 3.95±0.94 0.995

Braised pork with quail eggs 3.78±0.96 3.75±1.07 0.783
Whole chicken soup 3.83±1.04 3.65±0.98 0.123
Chicken nugget 4.07±0.97 3.88±0.99 0.094
Braised spicy chicken 3.77±0.99 3.60±0.95 0.112

Seafood

Stir-fried octopus with vege-
table 3.48±1.08 3.46±0.95 0.869

Stir-fired webfoot octopus 
with rice cake 3.54±1.11 3.45±1.01 0.477

Stir-fried anchovies 3.61±0.99 3.72±0.98 0.330
Seasoned pollack 3.33±1.08 3.54±1.01 0.092
Grilled salted mackerel 3.61±1.11 3.49±1.13 0.351
Fish cutlet 3.55±1.10 3.53±1.17 0.854

Braised fish 3.54±1.14 3.37±1.05 0.194
Stir-fried fish cake with 
vegetable 3.63±0.97 3.43±0.93 0.065

1) Mean±SD: Likert-type scale from 1 to 5 (1: strongly dislike~5: 
strongly like)

Table 3. Preference of home-delivered meal box : Meats 
and seafood men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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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기호도가 높았다. 보호자의 경우, 멸치볶음(3.72점)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높았다. 해산물에 대한 기호도 역시 수혜

아동과 보호자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리법별로 메뉴를 분류하여 유아의 급식메뉴 기호도 조

사 결과(Kim & Park 2011)를 살펴보면, 찜의 경우 갈비찜, 구
이의 경우 생선류, 나물 무침류는 콩나물무침, 볶음의 경우 

소불고기, 돼지불고기, 튀김류는 돈가스, 탕수육, 닭튀김 등

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채소류보다

는 육류를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조리방법으로는 구이와 볶

음, 튀김의 조리법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초․중․고등

학생의 메뉴 기호도 조사결과(Han & Hong 2002; Kim 등 2006; 
Kim 등 2013)에서도 전반적으로 육류를 사용한 음식을 선호

하고 있었으며, 조리방법으로는 조리과정 중에 기름을 사용

함으로써 풍미가 높아지는 구이와 튀김의 조리방법을 선호

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류는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

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단백질 급원으로 근육, 결체조직 등 신

체의 성장과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영

양적으로 결핍되기 쉽기 때문에 적절한 단백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육류 및 단백질 급원의 다양한 메뉴를 구성하여 적정

량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Kwun 등(2011)의 연

구에서도 취약계층 아동들의 단백질 식품 섭취 부족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유섭취 및 도시락 반찬의 제공빈도와 제공량

을 증가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의 과

잉 섭취는 고지방식으로 이어져 심혈관계 질환 등과 같은 대

사성 질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리법의 경우, 기름

을 사용하는 구이, 튀김의 조리법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법 등

을 이용하여 기호적으로 만족하며, 영양적으로도 올바른 식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채소류 및 기타 반찬 기호도
응답자의 채소류 및 기타 반찬에 대한 기호도는 Table 4와 

같다. 양념 깻잎지의 기호도가 수혜아동과 보호자 모두 5점 

만점에 각 3.50점, 3.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추지무침이 각 

3.08점, 3.17점으로 가장 낮았다. 연근조림은 수혜아동(3.20점)
에 비하여 보호자(3.45점)의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 
0.037). 또한, 얼갈이겉절이도 보호자의 기호도가 3.55점으로 

수혜아동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5). 채소류 및 

기타 반찬류의 기호도는 대부분 3.60점 이하로 다른 반찬군

의 기호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소류에 대한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Park & Kim 2008; Hong & Cho 2012; Kim 등 

2015; Lee KA 2015)에 따르면 다른 식품군에 비하여 채소류

의 기호도가 가장 낮았으며, 채소 섭취 식습관이 바람직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채소류를 안 먹는 이유로는 맛, 향, 질

Variables Children
(n=199)

Guardian
(n=121) p-value

Braised beans in soy sauce 3.30±1.10 3.35±1.09 0.690
Braised lotus root 3.20±1.09 3.45±1.04 0.037
Seasoned with winter grown 
vegetables 3.21±1.07 3.55±0.97 0.005

Seasoned salted pepper 3.08±1.15 3.17±1.15 0.481
Braised burdock in soy sauce 3.20±1.15 3.37±0.98 0.162

Seasoned leaves marinated in 
soy sauce 3.50±1.18 3.69±1.04 0.142

Seasoned acorn starch jelly 3.48±1.11 3.53±1.04 0.709

Seasoned dried radish 3.29±1.14 3.40±1.02 0.383
Seasoned cucumber 3.37±1.14 3.31±0.98 0.673

1) Mean±SD: Likert-type scale from 1 to 5 (1: strongly dislike~5: 
strongly like)

Table 4. Preference of home-delivered meal box : Vege-
tables and others menu1)

감 등이 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의 경우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성장기 아동들이 필수적으로 섭취해

야할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다. 배달도시락의 경우, 동일한 

메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대상자들에게 

동일한 채소 반찬을 계속해서 제공한다면 거부감과 함께 싫

증이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잔반 발생의 원인이 될 

것이다. 아동들의 편식을 교정하고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해

서는 다양한 조리방법 및 메뉴 개발을 통해 자연스럽게 채소

류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반찬도시락 유형에 대한 의견
반찬도시락 유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체적으로 냉동만두, 돈가스 등 ‘냉동식품’에 대한 기

호도가 가장 높았다. ‘반조리 메뉴’에 대한 기호도는 수혜아

동은 5점 만점에 3.59점, 보호자는 3.83점으로 수혜아동보다 

보호자의 반조리 메뉴에 대한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p=0.038). 주식을 제외하고 반찬만 제공하는 

반찬도시락의 특성상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간

단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는 냉동가공식품에 대한 기호

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냉동가공식품의 경우, 조리법의 편리성으로 학교급식에서

도 사용하고 있으며, 육가공품, 만두류, 냉동수산류, 치킨류, 
야채감자류, 기타류 등 다양한 제품이 있다. 그 중 만두류의 

사용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 등 2004; Choi 
& Lee 2011). 도시락 업체의 경우에도 인력과 시간부족, 식품 

안전을 위한 조리법의 한계(Kwun 등 2011) 등으로 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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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hildren
(n=199)

Guardian
(n=121) p-value

Ready-to-eat menu without cooking 3.62±1.10 3.55±1.07 0.582
Precooked menu add cooking is po-
ssible 3.59±1.00 3.83±0.94 0.038

Frozen products (frozen dumpling, 
pork cutlet) 3.79±1.06 3.98±0.98 0.103

1) Mean±SD: Likert-type scale from 1 to 5 (1: strongly dislike~5: 
strongly like)

Table 5. Preference of type for home-delivered meal box 
menu1)

을 이용한 구이 및 튀김류를 메뉴의 일부분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냉동가공식품의 활용은 메뉴의 구성이 한계성

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굽거나 튀기는 방법의 조리법을 사용

하게 된다. 다양한 식품을 섭취해야할 아동․청소년들에게 

편식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영양과 효율성, 그리고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

도록 적절한 메뉴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수혜아동의 경우에는 반조리 메뉴(3.59점)보다는 완

전조리 메뉴(3.62점)에 대한 기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도시락 지원을 받는 아동의 경우, 가정 형편상 직접 

조리를 해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직접적 조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

한다.  

5. 반찬도시락의 품질평가 및 만족도
제공받고 있는 반찬도시락의 품질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

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응답자는 제공받는 반찬도시

락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서 5점 만점에 3.50점 이상으로 긍정

적으로 응답을 하였다. 특히,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이 친절

하다’가 수혜아동과 보호자가 각 4.05점, 4.18점으로 가장 높

았다. 그러나 수혜아동과 보호자 모두 ‘음식의 간이 적당하다

(3.67점/3.55점)’, ‘음식의 색과 모양이 먹음직스럽다(3.70점/ 
3.51점)’ 항목의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음식의 맛’에 대한 

만족도는 수혜아동(3.86점)이 보호자(3.64점)에 비하여 유의

미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31). Moon 등(2015)의 

연구에서는 ‘영양’, ‘도시락 반찬의 수’, ‘음식의 종류’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나, ‘음식의 

간’과 ‘음식의 맛’ 부분은 만족도가 낮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반찬도시락 구성 시 적절한 메뉴 구성을 통하여 영

양적, 시각적으로 음식의 담음새를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더불어 음식의 맛, 도시락 양에 대하

Variables Children
(n=199)

Guardian
(n=121) p-value

Amount of foods is proper. 3.72±1.01 3.59±0.91 0.222
Taste of foods is good. 3.86±0.89 3.64±0.87 0.031
Kind of menu varies. 3.82±0.90 3.75±0.82 0.474

Nutritional quality of foods is high. 3.85±0.93 3.81±0.80 0.698
Color and shape of foods looks de-
licious. 3.70±0.95 3.51±0.97 0.084

Seasoning of foods is proper. 3.67±1.04 3.55±1.02 0.316
Foods are handled in a sanitary manner. 3.93±0.87 4.01±0.81 0.414
Package is proper. 4.01±0.90 4.17±0.79 0.090
Staffs are kind. 4.05±0.90 4.18±0.88 0.183
Delivered time of foods is appropriate. 3.97±0.86 4.02±0.89 0.586
Foods have a positive effect on my 
health. 3.73±0.99 3.93±0.91 0.078

I am happy when eat the foods. 3.83±0.95 3.93±0.95 0.343
There are willing to recommend meal 
box to others. 3.82±0.95 3.82±0.96 0.957

I hope to be provided the meal box 
continuously. 4.04±0.83 4.07±0.83 0.721

Overall satisfaction 4.05±0.77 3.89±0.93 0.401
1) Mean±SD: Likert-type scale from 1 to 5 (1: Strongly disagree~5: 

Strong agree)

Table 6. Quality evaluation and satisfaction of home- 
delivered meal box1)

여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식업체 도시락 이용에 대

한 중요도 조사 연구(Cha 등 2014)에서도 도시락 품질 특성 

중 ‘맛’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신선도, 
질, 온도, 조화, 양, 영양, 담음새, 건강식, 다양성 등의 순이라

고 보고하였다. 식재료비, 전문가 부족, 조리기기 및 기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식업체의 도시락과 비교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바

탕으로 수혜대상자들의 기호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도시

락반찬의 다양화 및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음식 제공 빈도와 

기호도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혜아동 및 보호자 모두 ‘배달되는 음식이 나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와 ‘배달되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

하다’의 항목이 평균 3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도시락 A업

체에서 제공하는 반찬도시락이 응답자에게 육체적 및 정신

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반찬도시락은 조리하여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조리 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에 먹기 때문에 음식의 조리적인 특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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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메뉴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
기적으로 제공된 메뉴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반찬

도시락을 먹는 대상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충북 소재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

전한 도시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반찬

도시락을 가정으로 배달받고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 320명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의 일반사항, 반찬도시락 관련 현황, 반찬도시락에 대한 기호

도 및 의견, 반찬 도시락 품질평가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

다.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수혜아동은 199명(62.2%), 보호자는 

121명(37.8%)이었다. 수혜아동과 보호자 모두 도시락을 제공

받고 있는 기간이 1년을 넘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7.7%, 
43.8%로 가장 많았으며, 수혜아동(75.3%)과 보호자(81.8%)는 

제공받은 도시락을 ‘다 먹는다’, ‘거의 다 먹는다’고 응답하였

다. 배달된 후 도시락을 먹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
계적으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혜아동은 1~2시간 사이가 35.2%로 가장 많았으나, 보호자

는 2~6시간 사이가 가장 높았다. 도시락을 먹고 남은 음식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육류 반찬에 대한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 수혜아동은 치

킨너겟(4.07점), LA갈비양념구이(4.03점), 불고기(3.95점), 돼
지불고기(3.94점)순으로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자는 LA갈비양념구이(3.98점), 불고기(3.95점), 치킨너겟

(3.88점) 순으로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산물 중

에서는 수혜아동은 어묵야채볶음(3.63점), 보호자는 멸치볶

음(3.61점)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다. 채소류 중에서는 양념 

깻잎지가 수혜아동과 보호자 모두 각 3.50점, 3.69점으로 가

장 높았으며, 고추지무침이 각 3.08점, 3.17점으로 가장 낮았

다. 반찬도시락의 유형에 따른 기호도 관련 문항에서는 평균

적으로 냉동만두, 돈가스 등 ‘냉동식품’에 대한 기호도가 가

장 높았다. 반찬도시락에 대한 품질관련 조사 결과에서는 전

반적으로 3점 이상으로 반찬도시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

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이 친절

하다’ 항목의 경우, 수혜아동과 보호자가 각각 4.05점, 4.18점
으로 가장 높았으며, ‘음식의 간이 적당하다(3.67점/3.55점)’, 
‘음식의 색과 모양이 먹음직스럽다(3.70점/3.51점)’의 만족도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식의 맛’에 대한 만족도는 

수혜아동의 만족도(3.86점)가 보호자(3.64점)의 만족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p=0.031). 
본 연구는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 및 보호자

에게 제공되는 반찬도시락에 대한 기호도 및 만족도를 조사

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공되는 도시락

의 기호도와 만족도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아
동들이 반찬도시락을 먹는 양에 대한 조사는 실측조사가 아

닌 설문조사로 실시하여 실제 섭취한 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아동급식 사업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취약계층 아동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업체의 메뉴 개발 및 개선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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