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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usage of beef and foodservice managers’ perceptions of beef 

quality by foodservice type. A survey was conducted on 546 dietitians, and 499 acceptable respons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By weight, pork was the most used meat in foodservice institutions, followed by poul-

try and beef. More than half of the foodservices selected meat suppliers by competitive bidding. 

Approximately 85.8% of the respondents used Hanwoo beef, followed by Australian beef and Youku beef. 

Beef type differed significantly by foodservice type (P＜0.001): most of the schools and social welfare facili-

ties used Hanwoo beef, whereas most hospitals and business/industry operations used Australian beef. When 

purchasing beef, safety of beef was rated the most important, while eco-friendliness was rated the least 

important. Most of the dietitians understood that marbling is one of the determinants of the beef quality, but 

were not aware of other components. Dietitians that selected Hanwoo and Youku beef were more satisfied 

with quality, taste, nutrition, freshness, country of origin, package, customer, preference, and availability for 

various menus than those who used imported beef. Dietitians who used Hanwoo beef were the most satisfied 

with country of origin, whereas the others were the most satisfied with safety. Since the dietitians are in 

charge of planning menus and selecting meat suppliers at foodservice institutions, they should make knowl-

edgeable decisions by understanding meat supply systems and quality of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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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쇠고기는 우리나라 식생활에서 기본 식재료일 뿐

만 아니라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국민건강영양

조사 제6기 3차년도 결과에 따르면 만 1세 이상 국

민들은 동물성 식품 중에서 육류(102.4 g)를 가장 많

이 섭취하였고(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일반 

소비자 가정에서는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순으로 

육류를 소비하였다(Lee 등 2015). 육류 중 쇠고기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량은 1970년 1.2 kg에서 

2015년 10.9 kg로 급격히 증가하였고(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6), 쇠고기는 

16번째 다빈도 섭취 식품이며, 전체 열량 섭취에 여

섯 번째, 단백질 섭취에는 네 번째로 기여하고 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육류를 이용한 메뉴는 단체급식에서 선호도가 높

고(Shin & Bae 2010; Kim & Chae 2014), 잔반이 적

은 메뉴로 보고되고 있다(Lee & Park 2010; Lee 등 

2014). 그럼에도 식품영양학 전공 대학생들 대상 조

사에서 학생식당의 쇠고기 메뉴에 대해 만족한 비

율(10.5%)보다 불만족한 비율(34.5%)이 높았는데, 불

만족하는 주요 이유는 질기다(31.9%), 양이 적다

(20.9%), 맛이 좋지 않다(20.1%)였다(Joo 등 2015). 

단체급식의 경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비교적 단

가가 높은 식재료인 쇠고기의 사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쇠고기는 광우병, 구제역 등 가축 질병 발생과 경

기 등에 따라 수급 상황과 가격이 변동적이며(Cho 

& Lee 2013),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식

품이다(Kang & Song 2015). 최근 식품소비 트렌드로 

건강과 안전, 지속 가능성이 강조되면서 쇠고기 소

비에 있어서도 맛과 안전 외에 무항생제 등 친환경

적 사육,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서는 소비자들의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쇠고기 구매 

시 도축검사증명서와 등급판정서를 요구하여 확인

하고 쇠고기이력조회, 유전자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

다(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6;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National Law Infor-

mation Center 2017b). 원산지 표시제는 단체급식뿐만 

아니라 외식업체까지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National Law Infor-

mation Center 2017a). 그러나 대구ㆍ경북지역 학교급

식 영양사 대상 조사에서 식재료의 품질 인증 위변조

가 확인된 것 중 육류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Kim 

& Lee 2012), 개체식별번호 위조 등을 통해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문제 등이 보고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쇠고기 유통에 대한 불신은 지속되

고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쇠고기는 크게 한우고기, 육우

고기, 수입산 쇠고기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 소비자

들의 한우에 대한 선호 경향은 매우 높다(Yoon 2010). 

기혼 여성들은 쇠고기 중 한우고기(84.2%)를 가장 선

호하였고, 호주산 쇠고기(9.0%), 육우고기(5.0%), 미국

산 쇠고기(1.8%) 순으로 선호하였다. 그러나 실제 한

우고기를 구입한다는 응답은 47.6%, 호주산 쇠고기와 

육우고기를 구입한다는 응답은 각각 38.0%와 10.6%로 

나타나 선호도와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 쇠고기 자급률은 지난 1970년 100%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3년 36.3%로 최저를 기록하였

고 최근에는 40∼50%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Minis-

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6). 지난 

2012년 한ㆍ미 FTA 발효 이후 2014년 한ㆍ호주 FTA, 

2015년 한ㆍ뉴질랜드 FTA가 연이어 발효되면서 쇠고

기에 대한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가격 경쟁

력이 높은 쇠고기 수입량은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5; Lee 등 2016). 

또한 향후 FTA 체계가 확산된다면 수입되는 쇠고기

의 원산지가 다양화될 수 있다(Yoon 2010). 제한된 예

산 내에서 고객 만족을 추구하고 안전한 급식서비스

를 제공해야 하는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급식산업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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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쇠고기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

해 본 연구에서는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단체급식 유형별 쇠고기 구입 및 활용 실태

를 비교하고, 단체급식에서 사용되는 쇠고기 품질과 

만족도에 대한 영양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의 모집단은 단체급식 관리자로 근무하는 

영양사들이었고, 대한영양사협회 산하 산업체, 병원, 

학교영양(교)사 분과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

였다. 조사는 2014년 12월 중에 실시되었고, 총 546명

의 영양사가 조사에 응답하였다. 이중 불충분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한 499개 설문지를 자료 분석

에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기존 문헌 분석(Kim 등 2006; Yong 등 

2009; Yoon 2010; Lee 등 2014)을 통해 개발한 후 

영양사 및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보완

하였다. 소비 실태와 관련하여 단체급식에서 이용하

는 축산물 종류별 소비량 비율, 축산물 공급업체 선

정 방법, 구입하는 쇠고기의 종류, 쇠고기 가공품의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하였고, 쇠고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쇠고기 품질등급에 대한 영양사들의 

이해도와 선호하는 쇠고기 등급을 질문하였다. 또한 

쇠고기 구입 시 고려사항의 중요도와 현재 단체급

식에서 사용하는 쇠고기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급식소와 

응답자의 일반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온라인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되었다.

3. 자료 분석

기초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단체급식 유형별, 영

양사 일반사항별 비교를 위해 χ
2
-test, 일원분산분석

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

가 있는 경우 Duncan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에는 IBM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21.0, Chicago)를 이용하였다.

결 과

1. 설문대상자와 급식소의 일반사항

응답한 영양사 중 41∼50세가 52.3%로 가장 많았

고, 영양사 경력은 11∼20년이 약 절반 정도를 차지

하였다(Table 1). 영양사들의 근무기관은 초등학교가 

전체의 62.9%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14.0%), 고등학

교(7.8%), 병원(5.2%)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94.2%가 

직영으로 운영되는 급식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79.0%가 1일 1회 급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1일 평균 

급식 규모는 501∼1,000식이 전체의 40.5%로 가장 

많았으며, 1식당 평균 식재료비는 2,001∼3,000원이 

56.7%였다. 

2. 축산물 이용 실태

1) 육류 이용 규모

전체 육류 소비량(중량 기준) 중 쇠고기, 돼지고

기, 가금류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단체급식의 유형

에 관계없이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

다. 병원에서는 돼지고기에 이어 쇠고기, 가금류의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 학교, 산업체ㆍ관공서, 

사회복지시설ㆍ기타 기관에서는 돼지고기 다음으로 

가금류, 쇠고기 순으로 많이 사용하였다(Table 2). 단

체급식 유형별로 전체 육류 소비량 중 돼지고기와 

가금류의 소비량 비율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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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Frequency (%)

Dietitians Age (years old) 20∼30 73 (14.6)

31∼40 125 (25.1)

41∼50 261 (52.3)

51∼57 31 ( 6.2)

No answer 9 ( 1.8)

Working experience (years) 1∼10 151 (30.3)

11∼20 230 (46.1)

21∼30 97 (19.4)

31∼35 10 ( 2.0)

No answer 11 ( 2.2)

Area SeoulㆍGyeonggiㆍIncheon 89 (17.8)

Gangwon 23 ( 4.6)

DaejeonㆍChoongnamㆍSejong 61 (12.2)

Choongbuk 30 ( 6.0)

DaeguㆍGyeongbukㆍUlsan 52 (10.4)

BusanㆍGyeongnam 139 (27.9)

Jeonbuk 8 ( 1.6)

GwangjuㆍJeonnam 55 (11.0)

Jeju 36 ( 7.2)

No answer 6 ( 1.2)

Type of facility Elementary school 314 (62.9)

Middle school 70 (14.0)

High school 39 ( 7.8)

Hospital 26 ( 5.2)

Business/industry 24 ( 4.8)

Social welfare facilities 7 ( 1.4)

Others 13 ( 2.6)

No answer 6 ( 1.2)

Foodservice Type of operations Self-operated 470 (94.2)

Contracted 22 ( 4.4)

No answer 7 ( 1.4)

Number of meal service a day 1 394 (79.0)

2 19 ( 3.8)

≥3 73 (14.6)

No answer 13 ( 2.6)

Number of meals served a day <100 26 ( 5.2)

101∼500 183 (36.7)

501∼1,000 202 (40.5)

1,001∼2,000 19 ( 3.8)

≥2,001 10 ( 2.0)

No answer 59 (11.8)

Food cost/meal (won) ≤2,000 155 (31.1)

2,001∼3,000 283 (56.7)

3,001∼4,000 46 ( 9.2)

≥4,001 2 ( 0.4)

No answer 13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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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centage of meat and poultry cost to total food cost by foodservice type. Frequency (%)

Percentage range Total
Elementary 

schools

Middle/high 

schools
Hospitals

Business/

industry

Social welfare 

facilities/others 

χ
2
 value 

(P-value)

≤10 18 ( 4.4) 10 ( 3.8) 4 ( 4.7) 1 ( 5.0) 1 ( 5.0) 2 (11.1)

11∼20 133 (32.8) 91 (34.7) 20 (23.3) 8 (40.0) 8 (40.0) 6 (33.3) 24.15

21∼30 192 (47.3) 126 (48.1) 46 (53.5) 8 (40.0) 5 (25.0) 7 (38.9) (P=0.086)

31∼40 39 ( 9.6) 25 ( 9.5) 11 (12.8) 0 ( 0.0) 2 (10.0) 1 ( 5.6)

41∼50 24 ( 5.9) 10 ( 3.8) 5 ( 5.8) 3 (15.0) 4 (20.0) 2 (11.1)

Table 2. Weight ratio of meat and poultry purchased by institution type. (%)

Foodservice type Beef Pork Poultry

Elementary schools 24.33±11.69
ab

45.08±11.28 30.06±10.80

Middle/high schools 18.48±15.80
b

48.70±13.32 33.16±13.35

Hospitals 28.69±14.63
a

43.69±16.35 26.81±8.30

Business/industry 24.38±16.30
ab

47.81±16.86 27.76±10.28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others 25.12±17.60
ab

47.09±14.95 31.48±17.77

P-value P=0.002 P=0.142 P=0.056

The sum of percentage of beef＋pork＋poultry becomes 100%
a,b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represent significantly different means by Duncan’s post-hoc test

중ㆍ고등학교에서 전체 육류 소비량 중 쇠고기의 

소비량이 18.48%로 병원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비

율을 보였다(P=0.002). 

급식소의 전체 식재료비 중 육류 및 가금류 구입

비의 비율을 21∼30%라고 응답한 영양사가 47.3%로 

가장 높았고, 11∼20%(32.8%), 31∼40%(9.6%)의 순

이었다(Table 3). 단체급식 유형에 따라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전체 식재료비 중 

육류 및 가금류 구입비를 21∼30%로 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웠던 반면, 병원에서는 21∼30%라는 응

답과 11∼20%로 답한 비율이 각각 40%로 나타났다. 

산업체ㆍ관공서 급식에서도 11∼20%로 답한 비율

(40.0%)이 가장 많았다. 

2) 축산물 구매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축산물 공급업체를 일반

경쟁입찰계약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었고, 수의계약방

식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21.6%로 나타났다(Table 4). 

단체급식 유형별로 계약방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어 

학교와 사회복지시설ㆍ기타 기관의 50% 이상에서 일

반경쟁입찰계약방식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 비

해, 산업체ㆍ관공서의 41.7%, 병원의 34.6%가 수의

계약방식으로 축산물 공급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였

다(P<0.001). 

현재 거래하는 축산물 공급업체는 중소규모의 공급

업체가 68.3%로 가장 많았고, 축산업협동조합(17.0%)

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축산물 공급업체의 유형 역시 

단체급식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P<0.001). 학교, 

산업체ㆍ관공서, 사회복지시설ㆍ기타 기관의 60% 

이상에서 중소규모의 공급업체와 거래하고 있는데 

반해 병원의 57.7%는 대기업 공급업체와 거래하고 

있었다. 다른 단체급식 유형에 비해 학교급식에서 

축산업협동조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 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은 전체적으로 영양사(61.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

고, 고객(13.1%), 급식위원회(10.1%)의 순이었다. 영

양사는 모든 기관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나, 두 

번째 영향력이 높은 사람은 병원의 경우 구매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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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purchasing practices related to meat suppliers selection by institution type. Frequency (%)

Variable Total
Elementary 

schools

Middle/high 

schools
Hospitals

Business/

industry

Social welfare 

facilities/others 

χ
2
 value 

(P-value)

Selection of meat suppliers

Competitive bidding 275 (55.1) 184 (58.6) 64 (58.7) 7 (26.9) 6 (25.0) 14 (53.8) 77.16

(P＜0.001)Selective bidding 36 ( 7.2) 22 ( 7.0) 11 (10.1) 2 ( 7.7) 1 ( 4.2) 0 ( 0.0)

Informal purchasing 108 (21.6) 58 (18.5) 24 (22.0) 9 (34.6) 10 (41.7) 7 (26.9)

Group purchasing 47 ( 9.4) 37 (11.8) 9 ( 8.3) 1 ( 3.8) 0 ( 0.0) 0 ( 0.0)

Others 33 ( 6.6) 13 ( 4.1) 1 ( 0.9) 7 (26.9) 7 (29.2) 5 (19.2)

Types of meat suppliers

Small/mid-sized meat suppliers 341 (68.3) 228 (72.6) 70 (64.2) 10 (38.5) 15 (62.5) 18 (69.2) 144.53

(P＜0.001)Large food suppliers 34 ( 6.8) 8 ( 2.5) 1 ( 0.9) 15 (57.7) 6 (25.0) 4 (15.4)

Livestock industry cooperatives 85 (17.0) 56 (17.8) 25 (22.9) 0 ( 0.0) 2 ( 8.3) 2 ( 7.7)

Local markets and others 39 ( 7.8) 22 ( 7.0) 13 (11.9) 1 ( 3.8) 1 ( 4.2) 2 ( 7.7)

The most influential person in selecting meat suppliers

Administrators 31 ( 6.3) 12 ( 3.9) 5 ( 4.6) 5 (19.2) 7 (29.2) 2 ( 8.0) 93.31

(P＜0.001)A purchasing department 16 ( 3.2) 5 ( 1.6) 0 ( 0.0) 6 (23.1) 2 ( 8.3) 1 ( 4.0)

Customers 65 (13.1) 44 (14.2) 14 (12.8) 3 (11.5) 1 ( 4.2) 3 (12.0)

Foodservice board members 50 (10.1) 31 (10.0) 16 (14.7) 0 ( 0.0) 0 ( 0.0) 3 (12.0)

Dietitians 306 (61.7) 203 (65.5) 65 (59.6) 9 (34.6) 14 (58.3) 15 (60.0)

Others 28 ( 5.7) 15 ( 4.8) 9 ( 8.3) 3 (11.5) 0 ( 0.0) 1 ( 4.0)

Table 5. Use of beef in institutional foodservice operations. Frequency (%)

Variable Total
Elementary 

schools

Middle/high 

schools
Hospitals

Business/

industry

Social welfare 

facilities/others 

χ
2
 value 

(P-value)

Type of beef purchased 

Hanwoo beef 422 (85.8) 293 (95.4) 106 (97.2) 1 ( 3.8) 3 (12.5) 19 (73.1) 386.89

(P＜0.001)Youku beef 19 ( 3.9) 13 ( 4.2) 2 ( 1.8) 3 (11.5) 0 ( 0.0) 1 ( 3.8)

Beef imported from USA 1 ( 0.2) 0 ( 0.0) 0 ( 0.0) 1 ( 3.8) 0 ( 0.0) 0 ( 0.0)

Beef imported from Australia 49 (10.0) 1 ( 0.3) 1 ( 0.9) 20 (76.9) 21 (87.5) 6 (23.1)

Beef imported from New Zealand 1 ( 0.2) 0 ( 0.0) 0 ( 0.0) 1 ( 3.8) 0 ( 0.0) 0 ( 0.0)

Type of beef bones and other parts purchased 

Hanwoo beef 432 (88.0) 293 (95.4) 105 (96.3) 4 (15.4) 9 (39.1) 21 (80.8) 248.47

(P＜0.001)Youku beef 30 ( 6.1) 14 ( 4.6) 3 ( 2.8) 7 (26.9) 4 (17.4) 2 ( 7.7)

Beef imported from USA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Beef imported from Australia 29 ( 5.9) 0 ( 0.0) 1 ( 0.9) 15 (57.7) 10 (43.5) 3 (11.5)

Beef imported from New Zealand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State of beef purchased

Fresh 328 (66.3) 230 (74.2) 75 (68.8) 3 (11.5) 6 (25.0) 14 (53.8) 125.58

(P＜0.001)Frozen 83 (16.8) 26 ( 8.4) 14 (12.8) 20 (76.9) 15 (62.5) 8 (30.8)

Fresh＋frozen 84 (17.0) 54 (17.4) 20 (18.3) 3 (11.5) 3 (12.5) 4 (15.4)

(23.1%), 산업체ㆍ관공서의 경우 기관 경영진(29.2%)

으로 다르게 나타났다(P<0.001). 

3. 단체급식소의 쇠고기 이용 실태

1) 이용하는 쇠고기의 종류

단체급식소에서 정육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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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Use of processed beef products in institutional foodservice operations. Frequency (%)

Variable Total
Elementary 

schools

Middle/high 

schools
Hospitals

Business/

industry

Social welfare 

facilities/others 

χ
2
 value 

(P-value)

Types of processed beef products purchased

Soups/stews 214 (43.2) 130 (41.9) 49 (45.0) 11 (42.3) 13 (54.2) 11 (42.3) 15.21

(P=0.230)
Ddukgalbi 105 (21.2) 57 (18.4) 28 (25.7) 6 (23.1) 5 (20.8) 9 (34.6)

Steak 85 (17.2) 57 (18.4) 20 (18.3) 3 (11.5) 1 ( 4.2) 4 (15.4)

Others 91 (18.4) 66 (21.3) 12 (11.0) 6 (23.1) 5 (20.8) 2 ( 7.7)

Frequency of using processed beef products

≤Once a month 273 (55.2) 196 (63.2) 57 (52.3) 10 (38.5) 2 ( 8.3)  8 (30.8) 51.18

(P＜0.001)
2∼3 times a month 89 (18.0) 38 (12.3) 29 (26.6) 4 (15.4) 11 (45.8) 7 (26.9)

Once a week 91 (18.4) 51 (16.5) 16 (14.7) 9 (34.6) 7 (29.2) 8 (30.8)

≥2 times a week 42 ( 8.5) 25 ( 8.1) 7 ( 6.4) 3 (11.5) 4 (16.7) 3 (11.5)

고기는 한우고기(85.8%)였고, 호주산 쇠고기(10.0%), 

육우고기(3.9%)의 순이었다(Table 5). 뼈 등의 부산물

의 경우 한우를 이용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져 88.0%

를 차지하였다. 정육으로 한우고기를 구입하는 비율

은 중ㆍ고등학교(97.2%)와 초등학교(95.4%)에서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시설ㆍ기타 기관의 73.1%가 한우고

기를 이용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병원의 76.9%와 

산업체ㆍ관공서의 87.5%에서는 호주산 쇠고기를 구

입한다고 답하여 단체급식 유형별로 이용하는 쇠고

기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병원은 다른 

급식 유형에 비해 육우고기를 이용한다고 답한 비

율이 높았던 반면(11.5%), 산업체ㆍ관공서는 육우고

기를 사용하는 기관이 전혀 없었다.

뼈 등의 부산물을 한우로 이용하는 비율은 학교

의 경우 95% 이상이었고,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기

관의 경우 80.8%로 나타났다(Table 5). 초등학교의 

경우 뼈 등의 부산물은 한우나 육우를 100% 이용하

고 있었다. 정육으로 미국산과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구입한다는 급식소들도 뼈 등의 부산물은 미국산과 

뉴질랜드산을 구입하지 않았고, 호주산 쇠고기를 이

용한다는 병원과 산업체ㆍ관공서의 일부가 뼈 등의 

부산물은 한우나 육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급식소에서는 쇠고기를 주로 냉장제품(66.3%)

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냉동과 냉장제품

을 모두 구입하는 비율과 냉동제품만 구입하는 비

율은 각각 17.0%, 16.8%로 유사하게 나타났다(Table 

5). 초등학교의 74.2%, 중ㆍ고등학교의 68.8%가 냉장

제품을 구입하는데 반해, 병원은 11.5%, 산업체ㆍ관

공서는 25.0%만 냉장제품을 구입하고 냉동제품을 

이용하는 비율이 각각 76.9%, 62.5%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2) 쇠고기 가공품의 이용 실태

단체급식소에서 쇠고기 가공품으로 국ㆍ탕류(43.2%)

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떡갈비류(21.2%), 스테이크

류(17.2%)의 순이었다(Table 6). 단체급식 유형에 관

계없이 국ㆍ탕류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기타 응

답의 대부분은 ‘사용하지 않는다’였다. 

절반 정도의 단체급식소에서 쇠고기 가공품을 월 

1회 이하로 사용하였고, 주 1회와 월 2∼3회가 각각 

18.4%와 18.0%였다. 학교급식에서는 월 1회 이하로 

이용하는 비율이 50%를 넘었으나, 산업체ㆍ관공서

는 45.8%가 월 2∼3회 이용하였고, 병원과 사회복지

시설ㆍ기타 기관은 주 1회 사용하는 비율이 각각 

34.6%, 30.8%로 나타났다(P<0.001).

4. 쇠고기 품질에 대한 영양사의 인식

1) 쇠고기 구입 시 고려하는 품질 속성

영양사들은 쇠고기 구입 시 위생상태(7.0±0.7)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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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etitians’ perception of importance for attributes related to purchasing beef.

Attributes Total
Elementary 

schools

Middle/high 

schools
Hospitals

Business/

industry

Social welfare 

facilities/others
P-value

Taste 6.6±0.9 6.6±0.9
a

6.7±0.6
a

6.2±1.0
b

5.8±1.3
c

6.4±1.1
ab

P＜0.001

Price 6.3±1.0 6.2±1.1 6.4±0.9 6.3±0.9 6.3±0.8 6.2±1.2 P=0.501

Country of origin 6.6±1.0 6.8±0.8
a

6.8±0.7
a

5.7±1.4
b

5.5±1.3
b

6.4±1.3
a

P＜0.001

Quality grade 6.4±1.0 6.6±0.9
a

6.4±0.9
a

5.8±1.0
b

5.4±1.2
b

6.3±1.0
a

P＜0.001

Safety condition 7.0±0.7 6.9±0.7
a

6.8±0.5
ab

6.5±0.9
b

6.3±1.0
b

6.7±1.1
ab

P=0.001

Freshness 6.8±0.7 6.9±0.7
a

6.8±0.4
ab

6.7±0.5
abc

6.5±0.8
c

6.5±1.1
bc

P=0.009

Various cutting 6.5±0.9 6.5±0.8 6.5±0.9 6.4±0.8 6.0±1.0 6.4±1.1 P=0.140

Eco-friendly certificates 5.7±1.4 5.9±1.2
a

5.8±1.3
a

4.2±1.9
b

4.0±1.6
b

5.6±1.8
a

P＜0.001

A 7-point Likert type scale was used from 1: very unimportant to 7: very important
a-c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represent significantly different means by Duncan’s post-hoc test

Table 8. Dietitians’ perception on beef quality.

Variable Frequency (%)

Determinants of beef quality grade
1)

Marbling 464 (93.0)

Meat color 315 (63.1)

Texture 273 (54.7)

Fat color 233 (46.7)

Amount of fat 214 (42.9)

Meat mass 170 (34.1)

Age of cow 151 (30.3)

Preferred quality grade for health

1
++

 grade 125 (25.1)

1
+
 grade 96 (19.2)

1 grade 192 (38.5)

2 grade 48 ( 9.6)

3 grade 37 ( 7.4)
1) 

Multiple answers were available

신선도(6.8±0.7)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7). 친환경 인증의 중요도가 5.7±1.4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속성에서 6점 이상의 

높은 중요도 점수를 보였다. 단체급식 유형별 영양

사들 간의 단가와 급식소의 요구에 맞는 절단 정도

의 중요도 인식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영양사들

이 병원과 산업체ㆍ관공서 영양사들에 비해 맛과 

원산지, 품질등급, 친환경 인증에 대한 중요도를 유

의적으로 높게 인식하였다(P<0.001). 

2) 쇠고기 품질등급에 대한 이해

쇠고기 육질등급 기준을 복수응답으로 물었을 때, 

마블링(근내지방)을 93.2%로 가장 많은 영양사가 택

하였고, 육색(63.1%), 조직감(54.7%), 지방의 색(46.7%)

이 뒤를 이었다(Table 8). 응답자 중 34.1%는 육량을 

육질등급 기준으로 답하여 단체급식 영양사들의 품

질등급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

다. 건강을 고려할 때 1등급을 선호한다고 답한 영

양사의 비율이 38.5%로 가장 높았고, 1
++
등급(25.1%), 

1
+
등급(19.2%)의 순이었다. 

3) 현재 사용하는 쇠고기 품질에 대한 만족도

영양사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쇠고기의 품질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Table 9). 쇠고기

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사용하는 쇠고기의 종류

에 따라 비교한 결과 가격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하

고 전반적으로 한우고기와 육우고기 사용 영양사들

의 만족도가 수입산 쇠고기 사용 영양사들의 만족

도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한우고기 사용 영양사(5.2±1.4), 육우고기 사용 영양사

(5.5±0.9), 수입산 쇠고기 사용 영양사(4.9±1.4)의 순으

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우고기 사용 

영양사들은 원산지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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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etitians’ satisfaction with attributes by type of beef purchased. 

Attribute Total Hanwoo Youku Imported P-value

Price 5.1±1.4 5.2±1.4 5.5±0.9 4.9±1.4 P=0.190

Quality 5.4±1.2 5.5±1.1
a

5.4±1.1
a

4.7±1.3
b

P＜0.001

Taste 5.4±1.2 5.5±1.1
a

5.4±1.0
a

4.7±1.1
b

P＜0.001

Nutrition 5.6±1.1 5.7±1.1
a

5.5±1.0
a

5.0±1.1
b

P＜0.001

Safety 5.7±1.1 5.7±1.1
a

5.7±1.2
ab

5.3±1.2
b

P=0.027

Sanitation 5.8±1.1 5.8±1.1
ab

6.0±1.0
a

5.4±1.1
b

P=0.032

Freshness 5.8±1.0 5.9±1.0
a

5.9±1.0
a

5.3±1.1
b

P＜0.001

Country of origin 6.2±1.0 6.3±1.0
a

5.9±1.1
a

5.3±1.1
b

P＜0.001

Package 6.0±1.1 6.1±1.1
a

5.8±1.1
ab

5.4±1.0
b

P＜0.001

Customer’s preference 5.6±1.1 5.7±1.1
a

5.6±0.8
a

4.9±1.2
b

P＜0.001

Availability for various menus 5.6±1.2 5.7±1.2
a

5.5±0.9
a

5.0±1.1
b

P=0.001

Total 5.7±1.0 5.7±0.9
a

5.7±0.8
a

5.1±0.9
b

P=0.001

Scale: A 7-point Likert type scale was used from 1: not satisfied at all to 7: very satisfied
a,b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represent significantly different means by Duncan’s post hoc test

였고, 육우고기 및 수입산 쇠고기 사용 영양사들은 

위생상태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육우

고기는 국내산인데도 원산지에 대한 만족도가 한우

고기보다 낮게 나타나 육우고기의 원산지에 대해 

영양사가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 주었다.

고 찰

육류를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로 구분하여 전

체 육류 소비중량 중 비율을 비교한 결과 단체급식

의 유형에 관계없이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

고 있었다. 병원에서 돼지고기 다음으로 쇠고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급식 유형에서

는 돼지고기, 가금류, 쇠고기의 순이었다. 우리나라 

식품소비행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

이 소비하는 육류는 돼지고기이며 쇠고기, 가금류 

순으로 보고되어(Lee 등 2015), 단체급식에서 예산의 

제한으로 쇠고기의 이용 비율이 가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 식재료비 중 육류 및 가금류 

구입비는 21∼30%로 답한 응답자(47.3%)가 가장 많

았다. 단체급식 유형별로 학교와 사회복지시설ㆍ기

타 기관에서는 전체 식재료비 중 육류 및 가금류 

구입비가 21∼30%를 차지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

으나, 병원과 산업체ㆍ관공서에서는 11∼20%로 답

한 비율이 높았다. 

응답한 영양사의 절반 이상이 축산물을 일반경쟁

입찰계약방식으로 구입하고 있었고, 수의계약방식이 

21.6%였다. 업체 선정 방식은 단체급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학교, 사회복지시설ㆍ기타 기관 등에서 

일반경쟁입찰계약방식을 많이 이용하는데 비해, 병원

과 산업체ㆍ관공서에서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업체를 

가장 많이 선정하였다. Kim 등(2006)이 64.8%의 경

기도 초등학교에서 축산물 공급업체를 수의계약방

식으로 선정한다고 보고한 것과 Jung & Kim(2012)

이 창원 학교급식에서 축산물을 경쟁입찰로 구입하

는 비율을 28.3%로 보고한 것에 비해 본 조사에서

는 공식적 구매방법인 일반경쟁입찰계약방식의 비

율이 높았다. Lee 등(2014)은 다양한 단체급식소에서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방법을 조사한 결과 학교급식

에서 일반경쟁입찰계약방식(42.7%)을, 사회복지시설ㆍ

기타 기관에서는 특별한 계약 없이 필요 시 구매(39.4%), 

일반경쟁입찰 계약방식(27.7%) 등을 주로 이용하며, 

관공서와 공공병원에서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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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조사

대상에 따라 업체 선정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학교 등 공공기관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시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및 관련기관

의 지침 때문으로 보인다(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6). 

본 연구에서 축산물 공급업체로 학교와 사회복지

시설ㆍ기타 기관, 산업체ㆍ관공서는 중소규모의 공

급업체를, 병원은 대기업 공급업체를 가장 많이 이

용하였다. Lee 등(2014)도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에서 

축산물 공급업체의 40.6%가 중소규모 납품업체라고 

보고하여 본 조사와 유사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에

서는 재래시장ㆍ지역마켓(35.8%)에서 축산물을 이용

하거나 대기업의 납품업체(33.7%)를 이용한다는 비

율이 높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단체급식소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쇠고기(정육)는 한우고기(85.8%)였고, 호주

산 쇠고기, 육우고기의 순이었다. 학교의 95% 이상

과 사회복지시설ㆍ기타 기관의 73.1%가 한우고기를 

이용하는데 반해 병원과 산업체ㆍ관공서에서는 호주

산 쇠고기의 이용 비율이 높았다. 서울특별시 학교급

식 대상 조사에서도 대부분 국내산 쇠고기를 구입하

고 있었고(92.7%), 품종으로는 한우고기(52.9%)를 가

장 많이 이용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Lee 등 2014). 

학교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등급판정의 결과 3등

급 이상인 한우와 육우를 권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우수 농축산물 구입 시 일반 농축산물과의 차

액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한우의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6). 또한 같은 조사(Lee 등 2014)에서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국내산 쇠고기를 이용하는 

비율이 47.9%로 본 조사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관공

서와 공공병원에서는 수입산 쇠고기를 이용하는 비

율은 각각 67.7%, 70%로 본 조사 결과와 유사하였

다. 병원과 산업체ㆍ관공서의 경우 전체 육류 소비

량 중 쇠고기의 비율이 다른 급식 유형에 비해 높

은데도 불구하고 구입비 비율은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다른 급식 유형에 비해 좀 더 저렴한 수

입산 쇠고기를 이용하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84%가 한우를 가장 좋아하

였으나, 자주 구매하는 쇠고기는 한우고기(47.6%), 

육우고기(10.6%), 호주산 쇠고기(38.0%)로 차이가 있

으며, 쇠고기 선호도와 구매 빈도 간 차이의 원인은 

한우의 가격이 비싸서(94%)와 원산지를 믿을 수 없

어서(15.6%)로 보고되었다(Yoon 2010). 단체급식 역

시 소비자의 선호도를 고려해야 하지만 예산의 제

한 때문에 실제 구매하는 쇠고기 종류가 급식 유형

별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급식에서는 쇠고기를 주로 냉장제품으로 구입

하는 반면 병원, 산업체ㆍ관공서에서는 냉동제품으로 

구입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국내산 쇠고기가 주로 

냉장으로 유통되는데 비해 수입산 쇠고기는 냉동으로 

수입되어 유통되는 비율이 높으므로 수입산 쇠고기를 

주로 이용하는 병원, 산업체ㆍ관공서에서 냉동제품을 

많이 이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일반 소비

자(95.3%)들은 가정에서 쇠고기 구입 시 냉장제품을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등 2015). 

본 조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쇠고기 가공품

은 국ㆍ탕류이었고, 떡갈비, 스테이크 순이었다. 전

체적으로 월 1회 이하로 답한 급식소가 가장 많았

지만, 병원은 주 1회 사용하는 비율 역시 높았고 산

업체ㆍ관공서는 월 2∼3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밥과 국을 기본으로 하는 단체급식 식단에서 국ㆍ탕

류는 거의 매 식사에 포함되는데(Lee 등 2014), 국과 

탕은 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쇠고기 가공

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병원은 1년 365일 매일 3식의 식사를 제공해야 하므

로 시간 절약형 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에서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 시 영양사가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단체급식 영양사들의 육가공품에 

대한 선호도는 식단 작성 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Yong 등 2009) 합리적인 식재료 구매 의사

결정을 위해 영양사의 지식과 태도가 중요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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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단체급식 영양사들은 쇠고기 구입 시 위생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신선도, 맛, 원산지, 부위 

등을 중요하게 여기나 친환경 인증 여부에 대한 중

요도 인식은 가장 낮았다. 이는 서울특별시 소재 단

체급식 영양사들이 식품 구매 시 식재료의 위생상

태와 신선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축산물의 무

항생제 인증의 중요도를 가장 낮게 인식했다는 보

고와 일치된다(Lee 등 2014). 이에 반해 소비자들은 축

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35.7%), 가격(31.3%), 맛(21.6%), 

안전(9.5%)의 순으로 고려한다고 보고되거나(Yoon 2010), 

신선도(26.9%), 가격(22.6%), 원산지(17.3%)의 순으로 고

려한다고 보고되었다(Lee 등 2015). 식품영양학 전공 

대학생들은 육류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

인으로 신선도(68.1%), 원산지(17.0%)의 순으로 답하

였다(Joo 등 2015).

현재 우리나라의 쇠고기 등급은 육량등급과 육질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소비자들이 구매 시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의 품질등급은 육질등급이다. 육질등

급은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및 성숙도를 

기준으로 판정되며, 소 도체 중 등심 부위의 근내지

방을 위주로 매겨진다(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2015). 응답한 영양사들은 

근내지방도가 육질등급 결정의 중요한 요소임은 인

식하고 있었으나, 그외에 다른 품질 판정 항목에 대

해서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특히 육량을 육질등급 

기준으로 잘못 이해하는 비율도 높아 식단 작성과 

식재료 구매의 주요 의사결정자인 영양사들이 쇠고

기 품질등급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영양사들 중 38.5%가 건강을 고려할 때 가장 선

호하는 쇠고기 등급은 1등급을 선택하였고, 다음으

로 1
＋＋

등급, 1
＋
등급 순이었다. 식품영양학 전공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선호하

는 쇠고기 등급으로 46.8%가 1
＋＋

등급, 28.0%가 1
＋

등급, 18.5%가 1등급이라고 답하였던 것과 차이를 

보였다(Joo 등 2015). Kim 등(2014)은 쇠고기 구입 

시 안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소비자일수록 높은 

등급의 쇠고기를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는데, 현행 품

질등급은 안전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아니므로 소

비자들의 품질등급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근내지방도 위주의 판정 기준이 

과다한 곡물사료 급여와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

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육질등

급 평가요소 중 근내지방 비중의 적정성을 재평가

하고 새로운 품질 평가요소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2015).

현재 구입하고 있는 쇠고기에 대한 영양사들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가격을 제외한 속성에서 쇠

고기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품질, 맛, 

영양, 신선도, 원산지, 포장, 고객 선호도, 다양한 메

뉴에 이용 가능성에서 한우고기와 육우고기 사용 

영양사들이 수입산 쇠고기 사용 영양사들에 비해 

만족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한우고기 사용 영양사

들은 원산지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육

우고기 및 수입산 쇠고기 사용 영양사들은 위생상

태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일반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쇠고기의 품질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한우고기가 가장 높이 평가되었고(76.6/100점), 육우

고기(55점), 호주산 쇠고기(49.6점), 미국산 쇠고기

(32.2점)의 순이었으나,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한 인식 

점수는 한우고기(77.6점), 육우고기(66.4점), 호주산 

쇠고기(64.5%), 미국산 쇠고기(45.2점)로 나타나 육우

고기와 호주산 쇠고기가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Yoon 2010).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육우고기의 원산지에 대

한 만족도가 한우고기보다 낮게 나타났다. 육우고기

는 ‘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송아지, 젖소암송아지 및 

검역계류장에 도착한 후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

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로 정의되나(Cho & 

Lee 2013), 일반적으로 낙농부문에서 생산된 국내산 

젖소수송아지의 쇠고기를 의미한다(Korea Dairy & 

Beef Farmers Association 2017). 즉 국내에 유통되는 

육우고기는 국내산인데도 원산지에 대한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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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고기보다 낮은 것은 육우고기에 대해 영양사가 

잘 인지하지 못함을 보여 주었다. Joo 등(2015)도 식

품영양학 전공 대학생들 중 육우를 국내에서 자란 

수컷 젖소라고 답한 비율이 37.4%에 불과하고 한우

가 아닌 모든 소(23.1%) 등으로 답하는 등 육우고기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일반 소

비자들도 육우를 젖소 중 우유를 짜지 않은 수소와 

송아지를 낳은 적이 없는 암소의 고기로 육우를 정확

하게 이해하는 비율은 6.6%로 낮았고, 한우가 아닌 

모든 국내산 쇠고기(26.6%), 젖소고기(20.8%), 한우를 

포함한 모든 국내산 쇠고기(3.8%), 수입산 쇠고기 일

종(1.6%)으로 답하여 육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Yoon 2010).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단체급식 영양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단체급식 유형별 쇠고기 활용 실

태를 비교하고, 단체급식에서 사용되는 쇠고기 품질

등급에 대한 영양사의 인식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

였다. 단체급식소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의 

소비 중량을 비교한 결과 병원에서 돼지고기, 쇠고

기, 가금류의 순으로 많이 이용된 것을 제외하고 모

든 단체급식 유형에서 돼지고기, 가금류, 쇠고기 순

으로 이용되었다. 학교 등 공공기관은 관련법 및 지

침에 의해 축산물 공급업체를 주로 경쟁입찰계약방

식으로 선정하는데 비해 병원과 산업체ㆍ관공서에서

는 수의계약방식의 비율이 높았다. 단체급식소에서 

쇠고기(정육)는 한우고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호주산 쇠고기, 육우고기의 순이었는데, 사용하는 

쇠고기 종류는 단체급식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어 학교와 사회복지시설ㆍ기타 기관에서 한우

고기 이용이 높았고 병원과 산업체ㆍ관공서에서는 

호주산 쇠고기의 이용이 많았다. 학교급식은 다른 

단체급식 유형과 달리 관련 법규 및 지침에 쇠고기 

품질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우수 농산물 이용 시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한우고기의 이용이 많은 것으

로 사료된다. 국내산 쇠고기 이용이 많은 급식 유형

에서는 주로 냉장제품을 구입하였고, 수입산 쇠고기 

이용이 많은 단체급식 유형에서는 냉동제품 이용이 

많았다. 

단체급식 영양사들은 쇠고기 구입 시 위생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신선도, 맛, 원산지, 부위 

등을 중요하게 여기나 친환경 인증 여부에 대한 중

요도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쇠고기 구입 시 확

인할 수 있는 품질등급은 육질등급인데, 영양사들은 

근내지방도 이외의 육질등급 결정요소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였다. 품질, 맛, 영양, 신선도, 원산지, 고

객 선호도, 다양한 메뉴에 이용 가능성에서 한우고

기와 육우고기 사용 영양사들이 수입산 쇠고기 이

용 영양사들에 비해 더 만족하였다. 특히 한우고기 

사용 영양사들은 원산지에 대해 가장 만족하였고, 

육우고기 및 수입산 쇠고기 사용 영양사들은 위생

상태에 대해 가장 높게 만족하였다.

우수 식재료 이용에 대한 급식 고객의 요구가 높

아짐에 따라 안전성과 품질이 우수한 쇠고기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인건비, 

식재료비, 경비 등 급식 원가가 상승하고 있어 다른 

식재료에 비해 단가가 높은 쇠고기의 활용은 제한될 

수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한우고기를 선호하는

데 한우고기는 다른 쇠고기에 비해 비용이 높은 단

점이 있다. 또한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축산 질병의 

발생으로 육류의 구입과 식단 운영에 불확실성이 높

아지고 있다.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 시 영양사가 가

장 영향력이 있었고, 식단 작성 시 단체급식 영양사

들의 육가공품에 대한 선호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어 구매관리자로서 영양사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쇠고기의 품질판정 

요소와 육우고기에 대한 영양사의 이해 부족을 고려

해 볼 때 합리적인 쇠고기 구매 결정을 위해 쇠고기

를 포함한 축산물 시장 동향, 품종 및 품질에 대한 

영양사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시기에 축산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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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 기관에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쇠고기 생

산과 안전한 유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쇠고

기 품질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

매자의 노력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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