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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evaluate dietitian's practices for sustainability management and identify barriers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at school foodservice. Methods: A total of 220 dietitians working in Daejeon and Chungnam area were 

surveyed. 187 responses were analyzed for the stud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dows. Results: The respondents were 36% in 

their 20 s, 38% in their 30 s, 39.6% in elementary schools, 33.7% in middle schools and 26.4% in high schools. Among dietitian's 

practices for sustainability management, the item with the highest self-evaluation was purchase eco-friendly food (3.75). The category 

with the highest score was procurement (3.52), by waste management (3.48), production (3.39), menu management (3.36), facility and 

energy management (3.20), personnel management (3.18), and nutrition education (3.04). In the area of menu management, production 

management, facility and energy management, nutrition educ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scores of elementary school working 

dietitians were the highest, followed by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p<0.001). The most perceived factor for barriers to 

sustainability management was principal's indifference to sustainability management (4.10 out of 5 points). ietitian's sustainability 

management practices and barrier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ietitians, employees, and principals' 

awareness about sustainability management in order to perform effective sustainable management school food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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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미세먼지와 황사, 대기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서 미래 세대와 환경을 고려한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영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Frangos 

N 2016). 급식산업에서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개

념을 도입하여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반영한 경

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Green Restaurant 

Association 2014, Green Seal 2014). 급식산업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환경보호와 사회적 요

구에 대한 책임 또한 크다(Yoo JY 2015). 그러므로 급식

산업에서는 지속가능한 음식 제공과 환경 친화적 운영 

등의 노력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지속가능경영(sustainability management)은 지속가능한 발

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결합된 개념이다(Jang SC & Jung 

HS 2015, Chang HJ 등 2016). 세계 환경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을 침해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현 세대에게 필요한 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세계 지속가능발전기업협회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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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 지역사

회 및 사회전반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며 이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라 하였다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2). Elkington J(1997)에 의하면, ‘지속가능경영은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3대축(triple bottom line)으로 하여, 

기업이 경제적으로 생존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도록 조화로운 노력을 하는 것’이라 

하였다. 지속가능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영전략에 밀착시킨 경영형태이다. 즉,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던 재

무적 성과 뿐 아니라, 윤리, 환경, 사회적 문제 등 비재무

적 성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하여 기업

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지속가능경영활동은 친환경 농산물 사용, 물 절약 및 

에너지절약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등의 다

양한 측면으로 평가하고 있다(Gregorie MB 2010, Green 

Restaurant Association 2014). 미국 그린레스토랑협회의 

그린레스토랑 인증평가 항목에서는 물 효율성, 폐기물 감

소 및 재활용, 지속가능한 가구 및 건축재료, 친환경 식

재료, 에너지절약, 재활용 및 친화적 일회용품, 화학물질 

및 오염감소 등 실무 중심의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한다

(Green Restaurant Association 2014). 미국의 그린실(Green 

Seal)은 환경적 요구조건, 지원, 폐기물, 물 관리, 훈련과 

의사소통 요건, 지속적인 개선, 인증과 라벨링 요구사항

으로 분류하여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Green Seal 2014). 

Wang YF 등(2013)의 연구에서는 대만의 레스토랑의 그

린경영 기준을 그린식품, 그린환경과 기구, 그린경영 및 

사회적 책임, 3개 영역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Chang 

HJ 등(2016)의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레스토랑

의 지속가능한 경영 평가 지표(친환경 정책수립 및 평가, 

친환경 급식관리활동, 친환경 레스토랑을 위한 지원활동, 

친환경 레스토랑의 성과)를 제시하였다.

외식 및 급식산업 관련 지속가능경영 연구는 레스토랑

의 그린활동이 고객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Liou YW & 

Namkung Y 2012), 커피전문점의 지속가능경영이 점포이

미지 및 고객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Shin JW 등 2012), 

레스토랑의 그린활동이 브랜드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

(Namkung Y & Jang SC 2013), 산업체 급식업체의 지속

가능경영활동이 점포이미지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Ahn JY & Seo SH 2015), 학교급식 및 산업체 급식소의 

지속가능 활동에 대한 고객의 인식(Ju SY & Chang HJ 

2016)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내 급식산업에서의 지

속가능경영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평가는 대부분이 고객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며, 지속가능경영을 수행하는 

주체 관점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속가능경영활동은 이윤을 추구하는 급식업체 뿐 아

니라 우리사회의 미래 세대인 학생들을 위한 건강한 급

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급식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

는 필수과제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친

환경급식학교를 선정하여 친환경 식재료 및 전통식품인

증 식재료 등의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있다(Kim HY 2017). 

정부와 교육청은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식자재 구매와 관련된 부분에

만 국한되어 있다. 학교급식의 경우 친환경 식재료에 대

한 영양사 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수행되어 왔지만(Lee 

YS 등 2009, Rho JO & Kim MO 2011, Ahn SC 2014, 

Jung SH 등 2015), 친환경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영양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급식의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영양사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

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직영으로 운영되는 학

교급식의 상황에 적합한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한 실제 

영양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

에도 지속가능경영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

속가능경영활동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분석

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학교급식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한 영양사의 업

무별 자기평가를 실시하고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한 장

애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기간

학교급식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한 영양사의 자기평가

와 지속가능경영활동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충남·대전 지역 학교급식 영양사를 대상

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6월 1일~30

일에 실시되었고,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이메일과 

직접방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총 220부가 배포되었고 

195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88.6%), 이 중 불완전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187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

였다. 

2. 조사내용

학교급식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한 영양사의 업무와 

장애요인은 국내·외의 기존의 문헌을 참고하여 항목을 개

발하였다(Green Restaurant Association 2014, Green Seal 

2014, Ahn JY & Seo SH 2015, Yoo JY 2015, Chang HJ 

등 2016). 개발된 조사항목은 식품영양학과 교수 5명과 

학교급식 영양사 26명의 의견을 2회에 걸쳐 조사하고, 이

를 반영하여 최종 항목을 결정하였다. 지속가능경영활동

에 대한 영양사 수행도를 묻는 업무영역은 메뉴관리 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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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Frequency %

Dietitian

Age

(yr)

20-29 68 36.4

30-39 72 38.5

40-49 35 18.7

≧50 12 6.4

Marital 

status

Yes 74 39.6

No 113 60.4

Educational 

background

2-year college 41 21.9

4-year university 135 72.2

Graduate school 11 5.9

Working 

experience

(yr)

1-5 37 19.8

6-10 88 47.1

11-15 35 18.7

≧16 27 14.4

Type of 

employment

Regular 111 59.4

Contracted/others 76 40.6

School

School 

level

Elementary school 74 39.6

Middle school 63 33.7

High school 50 26.7

Location
Urban area 148 79.1

Rural area 39 20.9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ng dietitians and schools항, 구매관리 6문항, 생산관리 4문항, 시설 및 에너지관리 

3문항, 폐기물관리 5문항, 영양교육 5문항, 인적자원관리 

4문항, 총 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급식 지속가능경

영을 수행하는데 영양사들이 인식하는 장애요인은 11개 

문항이 개발되었다(Choi SH 등 2003, Lee KE & Lee HS 

2005). 각 항목에 대해서는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

다~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하였다. 일반사항으로는 응

답자들의 연령, 결혼여부, 학력, 경력, 계약종류, 근무학

교, 근무지역에 대해 조사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ver. 24.0,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속가능경

영활동에 대한 영양사의 자기평가 및 장애요인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집단에 따른 평균은 독립표본 t-검

정 또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비교하

였다. ANOVA 결과가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LSD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지속가능경영활동의 장애요인

에 대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Varimx 회전

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각 요인의 C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한 영양사의 

수행도와 장애요인간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의 일반사항

설문조사에 참여한 영양사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 제

시하였다. 조사대상 187명 영양사는 모두 여자였고, 20대

가 36.4%(68명), 30대 38.5%(72명), 40대가 18.7%(35명)

로 나타났다. 기혼자가 60.4%(113명)였고, 4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72.2%(135명)를 차지하였다. 6-10년 경력자가 

47.1%(8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5년 경력자 

19.8%(37명), 11-15년 경력자 18.7%(35명) 순으로 나타났

으며, 정규직이 59.4%(111명)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에

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39.6%(74명), 중학교 33.7%(63명), 

고등학교 26.7%(50명)로 나타났다. 영양사의 근무학교는 

모두 직영으로 운영되었고, 79.1%(148명)가 도시에 위치

하였다. 

2.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한 영양사의 업무별 자기평가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한 영양사의 업무별 자기평가 점

수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메뉴관리, 구매관리, 

시설 및 에너지관리, 폐기물관리, 영양교육, 인적자원관리

의 업무별 자기평가 점수는 모두 4점대 미만의 점수를 보

였다. Yoo JY(2015)는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메뉴, 사용물품, 설비의 유지관리, 

고객서비스, 폐기물관리 전 과정과 단계에서 친환경적 경

영을 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기평

가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친환경 식품을 구매한다(3.75/5

점 만점)’였고, 다음으로는 ‘전처리와 조리과정에서 물 절

약을 실천한다(3.73)’, ‘친환경 구매식품(인증표시, 식품표

시 등) 정보를 정확히 확인한다(3.65)’, ‘신뢰할 만한 식자

재 공급업체를 평가하고 선정한다(3.60)’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자기평가가 낮은 항목은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게시판 등을 통하여 친환경 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등을 

홍보한다(2.77)’였고, ‘조리종사자들에게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한 작업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2.85)’, ‘조

리종사자들이 지속가능경영활동의 중요성을 알도록 교육

한다(2.86)’,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게시판 등을 통하

여 식단에 사용한 친환경 식재료 정보를 제공한다(2.88)’ 

순으로 조사되었다. 2점대의 낮은 자기평가를 보인 항목

은 영양교육과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한 사항이었다. 지속

가능경영활동에 대한 영양사 업무 영역별로 자기평가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점수대를 보인 영역은 구매관리

(3.52)였고, 다음으로는 폐기물 관리(3.48), 생산관리(3.39), 

메뉴관리(3.36), 시설 및 에너지 관리(3.20), 인적자원관리

(3.18), 영양교육(3.0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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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y statement
Self-

evaluation

Menu 

management

(0.644)
1)

Plans menus that use eco-friendly ingredients. 
3)

3.40±0.72
2)

Plans menus that use in season ingredients. 3.42±0.78

Plans menus for students' health. 3.36±0.89

Monitors whether one portion size is appropriate. 3.23±0.69

Mean 3.36±0.55

Procurement

(0.822)

Confirms that information on eco-friendly food purchases (certification marks, food labeling) is accurate. 3.65±0.92

Appraises and selects trustworthy suppliers. 3.60±0.74

Purchases eco-friendly food. 3.75±0.86

Purchases local agricultural products (regional products). 3.41±0.77

Purchases eco-friendly detergents. 3.25±0.97

Purchases eco-friendly certified products or renewable products, whenever disposables are used. 3.49±0.72

Mean 3.52±0.66

Food 

production

(0.815)

Conserves energy in pre-processing and cooking processes. 3.55±0.91

Saves water in pre-processing and cooking processes. 3.73±0.77

Produces exact serving sizes through the use of standardized recipes. 3.05±0.95

Sorts food waste separately in food production processes. 3.21±0.96

Mean 3.39±0.76

Facility and energy 

management

(0.759)

Monitors energy usage amounts. 3.03±1.04

Monitors water usage amounts. 3.12±1.11

Routinely inspects and repairs kitchen appliances (hood, ventilator, refrigerator, air conditioner, etc.). 3.45±0.83

Mean 3.20±0.86

Waste 

management

(0.719)

Utilizes various methods of reducing leftover food. 3.56±1.00

Sorts trash for recycling. 3.43±0.67

Separately disposes of used oil after cooking. 3.71±0.97

Measures amounts and monitors food waste. (If a waste collection company is used, arranges contract to

have the company measure amounts of food waste.)
3.21±0.66

Converts food waste into feed or compost. 3.47±0.64

Mean 3.48±0.61

Nutrition 

education

(0.803)

Implements nutrition education for students on eco-friendly food. 3.00±0.98

Promotes foodservices’ eco-friendly activities and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hrough the school 

homepage, school newsletters, and bulletin boards. 
2.77±0.69

Provides information on eco-friendly ingredients used in meals through the school homepage, school 

newsletters, and bulletin boards. 
2.88±0.94

Makes students participate in campaigns to reduce leftover food. 3.27±0.70

Educates students on how to be considerate and thankful for the individuals who work hard to prepare 

school meals, as well as the roles played by nature and society. 
2.97±0.65

Mean 3.04±0.55

Personnel 

management

(0.609)

Does not discriminate against the cooks based on age, education, religion, etc., and treats the cooks fairly. 3.57±0.60

Educates the cooks on the importance of activities for sustainability management. 2.86±0.90

Educates the cooks to fulfill job management based on sustainability management. 2.85±0.92

Educates the cooks to reduce food waste in pre-processing and cooking processes.  3.43±0.986

Mean 3.18±0.65

1) 
Cronbach's alpha coefficient.

2) 
Mean±SD. A 5-point Likert-type scale was used (1: strongly disagree ~ 5: strongly agree).

Table 2. Self-assessment of dietitian's sustainable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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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관리 영역에서는 ‘제철 식재료를 사용한 식단을 

작성한다(3.42)’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친환

경 식재료를 사용한 식단을 작성한다(3.40)’,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한 식단을 작성한다(3.36), ‘식단의 1인 분량

이 적절한지 모니터링 한다(3.23)’의 순으로 나타났다. 

Chang HJ 등(2016)는 메뉴관리 영역 평가는 본 연구와 

항목의 차이는 있으나, 친환경적 경영활동을 적극 전개하

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라 하였다. 환경에 악영향

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음식물쓰레기양을 

감소하는 것으로 상위단계인 메뉴생산을 관리하는 것이

다(Yoo JY 2015).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에서는 구입 식재

료의 4-10%를 주방에서 낭비하고 고객 또한 제공된 식사

의 약 17%를 남긴다(Bloom J 2010). 따라서 필요한 식재

료의 양을 정확하게 구입하고 적절한 1인 분량을 제공하

는 것은 음식물 폐기물을 감소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식품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 중 하나는 소비자

의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 하는 활동이다(Maloni MJ & 

Brown ME 2006). 학교급식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메뉴관리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한 식단을 

작성하는 것 뿐 아니라, 학교급식 운영 전 과정에 걸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 

업무 영역별 자기평가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던 구매

관리 영역에서는 ‘친환경 식품을 구매한다(3.75)’가 가

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친환경 구매식품

(인증표시, 식품표기) 정보를 확인한다(3.65)’, ‘신뢰할 

만한 공급업체를 평가하고 선정한다(3.60)’, ‘일회용품 사

용 시, 친환경 인증제품이나 재생 가능한 제품을 구매한다

(3.49)’, ‘근거리 농산물을 이용한다(3.41)’, ‘친환경 세제를 

구매한다(3.25)’ 순으로 조사되었다. Baldwin C 등(2011)은 

식음서비스 라이프사이클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를 통하여 운영의 전 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식자재 구입, 식자재 및 음식저장, 

음식준비 및 조리, 음식서비스와 운영지원의 4가지 과정

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평가하였는데, 식자재 구입이 환

경적 영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전체 환경부하의 약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ldwin C 등 2011).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제철식재료 사용과 

정확한 생산량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은 근

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이다(Gössling S 등 2011, Yoo 

JY 2015). 일부 지역에 설치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또

는 친환경로컬푸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 및 친환경 농산물·축산물 등을 학교급식

에서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은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을 통하

여 한 끼 당 급식비를 88-41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친환경급식을 위한 지원금액과 지원하는 날의 

수는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Lee YS 등 2009, 

Lee EK 2016). 대전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해 98.2%가 

찬성하였고, 이유는 학생건강이 68.4%, 급식의 질 향상이 

24.6%, 품질과 안전성이 7.0%로 조사되었다(Lee YS & 

Park MJ 2008). 구매관리 영역에서는 친환경 식자재 사용 

뿐 아니라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들도 최소한만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친환경 인증제품이나 

재생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관리에서는 ‘전처리와 조리과정에서 물절약을 실

천한다(3.73)’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가장 낮은 점

수를 보인 항목은 ‘표준레시피를 통하여 정확한 양을 생

산한다(3.05)’였다. Chang HJ 등(2016)은 급식시설의 음식

물쓰레기는 조리과정과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필요

한 수요보다 많은 양의 식품을 다룰 때 발생한다고 하였

다. 또한 생산 후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음식 역시 음식물

쓰레기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시

설 및 에너지관리 영역에서는 ‘모든 주방기기들(후드, 환

풍기, 냉장고, 에어컨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를 한

다(3.45)’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물사용량을 

모니터링 한다(3.12)’, ‘에너지사용량을 모니터링 한다

(3.03)’ 순으로 조사되었다. 급식에서는 다양한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모든 영역에서의 절약이 가능하다. 고

효율 에너지 장비도구를 사용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

해야 한다. 영양사는 생산과정 중의 물과 에너지 절약 실

천은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사용량에 대한 모니

터링의 항목에서는 낮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효과적인 에

너지절감을 위해서는 모든 에너지사용에 대하여 계획하

고, 정기적으로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

다. 시설 및 에너지관리는 자원절약과 환경적 문제를 감

소시킬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을 통하

여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 영역에서는 ‘조리 후, 사용한 기름은 분리

하여 폐기한다(3.71)’의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한다(수거업체 

이용시, 수거업체가 양을 측정하도록 계약)(3.21)’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Chang HJ 등(2016)의 연구에서는 폐

기물관리 영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감소, 폐식용

류 처리, 비료화 등의 항목으로 레스토랑의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 지표를 제시하였다. 영양사 업무 영역별 자기평

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영양교육 영역에서는 ‘학생

들에게 잔반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한다(3.27)’와 

‘학생들에게 친환경 식품에 대한 영양교육을 한다(3.00)’ 

항목만이 3점대의 점수를 보였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2점

대 점수를 보였다. 학생들에게 친환경 식품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급식 제공을 위해 

애쓰는 개인, 자연 및 사회의 배려와 감사에 대해 교육

(2.97)’하는 것은 학교급식의 목적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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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nu 

management
Procurement

Food 

production

Facility and 

energy 

management

Waste 

management

Nutrition 

education

Personnel 

management

Age (yr)

20-29 3.56±0.38
c1)

3.73±0.48
b

3.51±0.41
b

3.29±0.67
ab

3.65±0.43
b

3.09±0.60
b

3.35±0.52
b

30-39 3.15±0.23
a

3.42±0.25
a

3.12±0.57
a

3.03±0.64
a

3.31±0.43
a

2.84±0.46
a

3.14±0.49
a

40-49 3.43±0.39
b

3.43±0.48
a

3.49±0.53
b

3.33±-.43
b

3.56±0.38
b

3.33±0.34
c

3.03±0.26
a

≧50 3.25±0.50
a

3.38±0.61
a

3.50±0.46
b

3.21±0.41
ab

3.36±0.30
a

2.99±0.50
ab

3.30±0.36
b

F-value 24.759
***

9.583
***

6.842
***

3.043
***

12.444
***

9.109
***

9.692
***

Working 

experience

(yr)

1-5 3.68±0.33
c

3.80±0.50
b

3.60±0.42
b

3.12±0.67 3.64±0.59
c

3.37±0.64
b

3.29±0.51
b

6-10 3.21±0.28
a

3.48±0.32
a

3.23±0.53
a

3.18±0.59 3.41±0.43
ab

2.80±0.43
a

3.15±0.52
ab

11-15 3.43±0.24
b

3.43±0.48
a

3.49±0.57
b

3.33±0.41 3.56±0.51
bc

3.33±0.44
b

3.03±0.34
a

≧16 3.25±0.50
a

3.38±0.66
a

3.50±0.76
b

3.21±0.59 3.36±0.34
a

2.99±0.50
a

3.30±0.37
b

F-value 27.751
***

8.497
***

6.629
***

0.957 5.459
**

22.583
***

3.750
*

Type of 

employment

Regular 3.48±0.33 3.66±0.40 3.46±0.56 3.26±0.75 3.57±0.39 3.19±0.49 3.34±0.48

Contracted/others 3.11±0.27 3.25±0.47 3.24±0.55 3.08±0.38 3.28±0.38 2.97±0.57 2.85±0.43

t-value 9.332
***

6.761
***

2.928
**

2.374
*

5.552
***

-3.129
**

12.221
***

School level

Elementary school 3.65±0.25
c

3.92±0.38
b

3.86±0.44
c

3.72±0.35
c

3.81±0.38
b

3.39±0.40
c

3.43±0.42
c

Middle school 3.17±0.24
b

3.20±0.31
a

3.15±0.38
b

3.18±0.33
b

3.25±0.34
a

3.05±0.54
b

3.15±0.49
b

High school 3.07±0.35
a

3.21±0.37
a

2.86±0.31
a

2.35±0.40
a

3.17±0.35
a

2.44±0.30
a

2.81±0.31
a

F-value 151.667
***

186.433
***

175.862
***

291.267
***

146.982
***

117.234
***

54.986
***

Location

Urban area 3.38±0.38 3.56±0.45 3.38±0.55 3.19±0.72 3.49±0.41 3.00±0.58 3.26±0.48

Rural area 3.26±0.21 3.36±0.49 3.40±0.62 3.24±0.38 3.42±0.42 3.24±0.36 2.86±0.41

t-value 2.987
**

2.498
*

-0.219 -0.557 1.148 -3.801
***

10.092
***

1) 
Mean±SD. A 5-point Likert-type scale was used (1: strongly disagree ~ 5: strongly agree).

a-c
 Different superscript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alpha = 0.05 by LSD post-hoc test. 

*
p<0.05, 

**
p<0.01, 

***
p<0.001.

Table 3. Comparison of self-assessment of dietitian's sustainable practices by descriptive characteristics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는 ‘조리종사자들의 연

령, 학력, 종교 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

우한다(3.57)’와 ‘조리종사자들이 전처리와 조리과정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한다(3.43)’ 항목만 

3점대의 점수를 보였다. 고객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경영활동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지속가

능경영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지만, 영

역별 업무 중 가장 낮은 평가를 하였다. 

3. 일반사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한 영양

사의 업무별 자기평가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한 영양사의 업무별 자기평가에

서 나이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1)(Table 

3). 메뉴관리(3.56)와 구매관리(3.73)에서는 20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생산관리, 시설 및 에너지관리, 폐기

물관리, 영양교육, 인적자원관리에서는 일정한 패턴은 보

이지 않았으나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 경력에 따라서는 

시설 및 에너지관리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나머

지 영역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에 따른 영역별 자기평가를 비교해보면 모든 영역에

서 정규직의 영양사들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근무

학교에 따른 업무별 자기평가를 살펴보면 메뉴관리, 생산

관리, 시설 및 에너지관리, 영양교육, 인적자원관리 영역

에서 초등학교 근무 영양사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조사되었다(p<0.001). 특

히, 친환경 식품구매 및 정보 확인 등의 항목이 포함된 

구매관리와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관리 항목이 

포함된 폐기물관리 영역에서는 초등학교 영양사의 평가 

점수가 중·고등학교 영양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01). Jung SH 등(2015)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영양

사의 ‘친환경농산물·축산물의 개념 및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이 중·고등학교의 영양사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지방차치단체의 친환경을 위한 급식지원이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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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loading

Perceived 

barrier
Principal-

related 

barrier

Budget and 

facilities-related 

barrier

Employee-

related 

barrier

Dietitian-

related 

barrier

Lack of awareness of principals' sustainability management 00.853 3.82±0.66
1)

Lack of commitment by the school principals to sustainability management 00.837 3.83±0.67

Principal's indifference to sustainability management 00.635 4.10±0.77

% of variance 19.640

Cronbach's alpha 00.704

Lack of budget support for sustainable management 00.712 4.05±0.75

Lack and inappropriate of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sustainability management 00.632 3.76±0.72

% of variance 12.590

Cronbach's alpha 00.613

Lack of cooperating with sustainability management of cook workers 00.867 3.88±0.72

Lack of motivation for cooking staff to carry out sustainability management 00.813 3.45±0.72

Lack of education and training related to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of 

cook workers
00.659 3.49±0.88

% of variance 20.230

Cronbach's alpha 00.671

Lack of understanding of dietitians' sustainability management 00.846 3.44±0.58

Lack of commitment to dietitian's sustainability management 00.801 3.50±0.80

Lack of time for dietitian's sustainability management 00.702 3.49±0.56

% of variance 18.100

Cronbach's alpha 00.723

1) 
Mean±SD. A 5-point Likert-type scale was used (1: strongly disagree ~ 5: strongly agree).

Table 4. Factor loadings and scores of perceived barriers to sustainability management

학교와 중학교 위주로 이뤄졌으므로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원혜택이 적었던 고등학교로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근무지역에 따른 영역별 자기평가 결과, 메뉴관리(p<0.01), 

구매관리(p<0.05), 인적자원관리(p<0.001)에서 도시 근무

자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영양교육(p<0.001) 영역

에서는 농어촌지역 근무자의 자기평가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영양사가 인식한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한 장애

요인

지속가능경영활동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11개 문항으로 영양사에게 질문하였다(Table 4).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각의 요인은 학교장 관

련 장애요인(3항목), 예산 및 시설 관련 장애요인(2항목), 

조리종사자 관련 장애요인(3항목), 영양사 관련 장애요인

(3항목)으로 명명하였다. KMO 값은 0.74였고, Bartlett 구

형성 검정 역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p<0.001) 요인분

석으로 적합하였다. 변수의 공통성은 052-0.80, 요인분석

의 전체 설명력은 70.56%였다. 가장 높은 장애요인으로 

인식된 항목은 ‘학교장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무관심

(4.10/5점 만점)’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예산지원 부족

(4.05)’으로 4점대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다음으로 높은 

장애요인으로 인식된 항목은 ‘조리종사자의 지속가능경

영에 대한 협력부족(3.88점)’, ‘학교장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협력 부족(3.83)’, ‘학교장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3.82)’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속가능경영에 참

여해야하는 구성원에 대한 인식 및 무관심에 대한 장애

요인의 인식이 높았으므로 우선적으로 모든 구성원의 관

심과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 조리종사자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협력 의지를 향상시기 위해서는 조리실의 

작업환경을 개선시키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습관적 관

행을 교정시켜야 할 것이다. Lee YS & Park MJ(2008)의 

대전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급식의 애로점’은 예산부족(59.1%)이 가장 많았

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방안으로 공동조

달 방식(41.4%)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영양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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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Principal-related 

barrier

Budget and facilities-

related barrier

Employee-related 

barrier

Dietitian-related 

barrier

Age (yr)

20-29 3.73±0.49
a1)

4.04±0.43
b

3.56±0.51
a

3.30±0.51
a

30-39 4.20±0.55
b

4.13±0.50
b

4.08±0.55
b

3.81±0.48
b

40-49 3.70±0.48
a

3.55±0.55
a

3.37±0.62
a

3.33±0.34
a

≧50 3.88±0.64
a

3.64±0.53
a

3.24±0.49
a

3.55±0.56
ab

F-value 5.154
**

8.043
***

10.859
***

6.859
***

Working 

experience (yr)

1-5 3.68±0.49
a

3.95±0.41
b

3.55±0.62
a

3.36±0.48

6-10 4.05±0.56
b

4.14±0.47
b

3.90±0.57
b

3.59±0.59

11-15 3.74±0.48
a

3.67±0.54
a

3.45±0.55
a

3.44±0.34

≧16 3.88±0.64
ab

3.64±0.53
a

3.24±0.41
a

3.46±0.56

F-value 3.116
*

8.707
***

7.375
***

1.641

Type of 

employment

Regular 3.84±0.54 3.99±0.52 3.60±0.64 3.41±0.45

Contracted/others 3.91±0.59 3.74±0.53 3.68±0.58 3.61±0.41

t-value -0.535 2.326 -0.600 -1.770

School level

Elementary school 3.56±0.41
a

3.70±0.54
a

3.18±0.41
a

3.16±0.39
a

Middle school 3.99±0.53
b

3.98±0.52
b

3.88±0.41
b

3.57±0.54
b

High school 4.26±0.51
c

4.17±0.41
b

4.07±0.44
b

3.93±0.52
c

F-value 19.109
***

7.752
**

36.795
***

29.775
***

Location

Urban area 3.87±0.54 3.96±0.50 3.61±0.62 3.47±0.57

Rural area 3.86±0.65 3.71±0.62 3.68±0.64 3.52±0.33

t-value 0.118 1.860 -0.482 -0.429

1) 
Mean±SD. A 5-point Likert-type scale was used (1: strongly disagree ~ 5: strongly agree).

a-c
 Different superscript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alpha = 0.05 by LSD post-hoc test. 

*
p<0.05, 

**
p<0.01, 

***
p<0.001.

Table 5. Perceived barriers to sustainability management by descriptive characteristics

예산지원 부족이 지속가능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

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는 친환경급식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Lee EK 2016), 

지역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금에 차이가 매우 크므로 

고른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의 교육적인 차원의 지원도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양사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해 부족(3.44)’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3.50점 이상의 점

수를 보여 영양사는 조사항목 대부분에 대하여 장애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일반사항에 따른 영양사가 인식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장애요인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한 장애요인은 영양사의 나이, 

경력, 근무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 관련 장애요인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0대가 4.20으

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1). 예산 및 시설 관련 

장애요인은 20대(4.04)와 30대(4.13)의 영양사가 높은 점

수를 보였다(p<0.001). 조리종사자 관련 장애요인과 영양

사 관련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30대의 영양사들이 각각 

4.08, 3.81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0.001). 30대 

영양사들이 모든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경력에 따른 장애요인 인식 차이에서는 

영양사 관련 장애요인에서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

교장 관련 장애요인과 조리종사자 관련 장애요인에 대해

서는 6-10년 경력 영양사의 점수가 각각 4.05, 3.90으로 

가장 높았고(p<0.05), 예산 및 시설 관련 장애요인에서는 

1-10년 경력을 가진 영양사(1-5년: 3.95, 6-10년: 4.14)들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정규직과 계약

직에 따른 장애요인 인식에 대한 차이에는 유의적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

이 모든 장애요인에 대해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학교장 관련 장애요인은 고등학교(4.26) 영양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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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management
Procurement

Food 

production

Facility and energy 

management

Waste 

management

Nutrition 

education

Personnel 

management

Principal-related barrier -0.442
**

-0.394
**

-0.473
**

-0.447
**

-0.445
**

-0.444
**

-0.208
**

Budget and facilities-related 

barrier
-0.161

**
-0.167

**
-0.382

**
-0.303

**
-0.203

**
-0.398

**
-0.046

**

Employee-related barrier -0.459
**

-0.424
**

-0.438
**

-0.540
**

-0.469
**

-0.387
**

-0.310
**

Dietitian-related barrier -0.425
**

-0.407
**

-0.518
**

-0.596
**

-0.466
**

-0.461
**

-0.288
**

*
p<0.05, 

**
p<0.01.

Table 6.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dietitian's sustainable practices and barriers to sustainability management

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학교(3.99), 초등학교

(3.56) 순이었다(p<0.001). 예산 및 시설 관련 장애요인(초

등학교: 3.70, 중학교: 3.98, 고등학교:4.17)과 조리종사자

(초등학교: 3.18, 중학교: 3.88, 고등학교: 4.07) 관련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 비하여 중학교과 고등학교영

양사들의 인식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p<0.001). 영양사 관련 장애요인에서는 초등학교(3.16) 영

양사의 인식 점수가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중학교(3.57), 

고등학교(3.93) 순이었다(p<0.001). 

6.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한 영양사의 자기평가와 

장애요인의 관계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한 영양사의 자기평가와 장애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Table 6). 학교장 관련 

장애요인은 메뉴관리(p<0.01), 구매관리(p<0.01), 생산관리

(p<0.01), 시설 및 에너지 관리(p<0.01), 폐기물관리(p<0.01), 

영양교육(p<0.01), 인적자원관리(p<0.05) 영역 모두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장의 지속가

능경영에 대한 인식, 협력, 무관심이 높을수록 모든 지속가

능경경 활동에 대한 영양사의 자기평가가 낮은 점수를 보

였다. 예산 및 시설 관련 장애요인은 메뉴관리, 구매관리, 

인적자원 영역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생산관리

(p<0.01), 시설 및 에너지관리(p<0.01), 폐기물관리(p<0.05), 

영양교육(p<0.01) 영역과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조리종사자와 영양사 관련 장애요인은 메뉴관리, 구매

관리, 생산관리, 시설 및 에너지 관리, 폐기물관리, 영양교

육, 인적자원관리 영역 모두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0.01). 따라서 성공적인 지속가능경영활동을 위해서는 

학교장과 조리종사자의 협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영양사 자신도 지속가능경영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

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한 영

양사 업무별 자기평가와 장애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설문은 대전과 충남지역 학교급식 영양사를 편의표본추

출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은 총 220부가 배포되

었고 187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 모두는 여자 영양사였고 20대가 36.4%(68명), 

30대 38.5%(72명), 40대가 18.7%(35명)였다. 4년제 대학

교 졸업자가 72.2%(135명)를 차지하였고, 6-10년 경력자

가 47.1%(88명)로 가장 많았다. 영양사의 근무학교는 초등

학교 39.6%(74명), 중학교 33.7%(63명), 고등학교 26.7%(50

명)였고, 도시 근무자가 79.1%(148명)였다.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한 영양사 업무별 자기평가 결

과, 모든 항목은 4점 미만(2.77-3.75점)의 점수를 보였다. 

업무별 자기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대를 보인 영역은 

구매관리(3.52)였고, 다음으로는 폐기물 관리(3.48), 생산

관리(3.39), 메뉴관리(3.36), 시설 및 에너지 관리(3.20), 인

적자원관리(3.18), 영양교육(3.04)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

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친환경 식품을 구매한다(3.75)’였

고, 가장 낮은 항목은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게시판 

등을 통하여 친환경 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등을 홍보한

다(2.77)’였다.

근무학교에 따른 업무별 자기평가를 살펴보면, 메뉴관

리, 생산관리, 시설 및 에너지관리, 영양교육, 인적자원관

리 영역에서 초등학교 근무 영양사의 점수가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순이었다(p<0.001). 계약에 

따른 영역별 자기평가를 비교해보면, 모든 업무에서 정규

직의 영양사들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지역에 따른 

영역별 자기평가 비교에서는 메뉴관리(p<0.01), 구매관리

(p<0.05), 인적자원관리(p<0.001)에서는 도시 근무자의 점

수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영양교육 영역에서는 농어촌지역 

근무자의 자기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지속가능경영활동의 장애요인은 학교장 관련 장애요

인, 예산과 시설 관련 장애요인, 조리종사자 관련 장애요

인, 영양사 관련 장애요인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가

장 높은 장애요인으로 인식된 항목은 ‘학교장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무관심(4.10)’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예산

지원 부족(4.05)’으로 4점대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지속

가능경영활동의 장애요인은 영양사의 나이, 경력, 근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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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영양사들

이 모든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고,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모든 장애요

인에 대해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학교장 관련 장애요인은 지속가능경영활동의 메뉴관

리, 구매관리, 생산관리, 시설 및 에너지 관리, 폐기물관

리, 영양교육, 인적자원관리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0.01). 예산 및 시설 관련 장애요인은 메뉴관리, 구매

관리, 인적자원관리와는 상관관계가 나타났지 않았고, 생

산관리(p<0.01), 시설 및 에너지관리(p<0.01), 폐기물관리

(p<0.05), 영양교육(p<0.01)과는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조리종사자와 영양사 관련 장애요인은 메뉴관

리, 구매관리, 생산관리, 시설 및 에너지 관리, 폐기물관

리, 영양교육, 인적자원관리 영역 모두와 음의 상관관계 

보였다(p<0.01).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소의 

개념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바람직한 급식환경 조성

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필수과제이다. 학교급식 

영양사의 지속가능경영활동 실천은 미래 환경보호와 사

회적 책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학교급식 영

양사의 친환경에 대한 개념은 친환경 식재료 구입에만 

머무르고 있으므로 친환경 및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인식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학교급식의 지속가

능경영활동은 구매관리와 폐기물관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급식을 운영하는 전 과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학

교급식에서 지속가능경영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는 영양사와 조리종사자의 실천과 함께 학교장 및 전 구

성원의 인식전환을 통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중·고

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하여 지속가능경영활동 수행도가 

전반적으로 낮고 장애요인 인식 수준은 높으므로, 정부에

서는 중·고등학교에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한 인식교육

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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