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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 of administrators of home-based child care centers about CCFSM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service using a qualitative approach. Eight administrators of 

home-based child care centers in Seoul with more than one year’s experience of CCFSM were interviewed re-

garding their opinions on support activities, standards, and foodservice management. The interviews were 

semi-structured with open-ended questions and they were transcribed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ubjects. 

There were negative opinions regarding the indications after a hygiene inspection leaving photographs or re-

cords behind, but most positive opinions were about round visits for foodservice sanitation and nutrition 

management. The participants thought that it is not enough that the number of nutrition education sessions for 

children be twice a year, and there was a suggestion to increase the rentals of nutrition educational materials. 

There was a complaint about the menus in that were difficult to prepare for lunch time or to obtain food in-

gredients for. The administrators poorly recognized how to use the standardized recipes and chlorine-based 

disinfectants, so they could not be applied properly. They also pointed out the problems of joint purchasing 

as low quality and high prices in the food service operation. They felt discriminated against compared to with 

larger scale child care centers because of their size and expressed concerns regarding the fact that many 

home-based child care centers were not included due to the lack of publicity and budget. Through the results, 

the CCFSM should provide a differentiated service and management by creating a dedicated team or staff for 

home-based child care centers so they will not feel left out. In add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constantly 

gather opinions to improve the menus and to use standardized recipes practically. In addition, it will be nec-

essary to develop nutrition educational materials corresponding to the infants’ age for home-based child care 

centers and increase the rent to expand nutrition education.

Key words : home-based child care center, CCFSM(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analysis 

on experience, foodservi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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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회ㆍ문화적 인식의 변화와 맞벌이 가정이 증가

함에 따라 자녀 보육의 문제는 더 이상 가정 내 문

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정부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왔다

(Kwon & Park 2012; Song & Woo 2015). 이와 더불

어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수는 1995년 9,085개에서 

2000년 19,276개, 2015년 42,517개로 급격한 증가 추

이를 보이고 있으며, 보육시설 아동의 수도 1995년 

293,747명에서 2000년 686,000명, 2015년 1,452,813명

으로 늘어나게 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보육시설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3년부터 어린이

집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실시하여 보육환경, 운

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 및 영양, 

안전 등 보육시설 규모에 따라 5∼6개 영역을 나누

어 평가, 관리하고 있는데, 어린이의 영양과 급식관

리는 건강 및 영양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2017). 어린이 영양 및 급식의 체

계적 관리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2008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이하 ‘센터’라고 칭함)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센터는 2011년 12개가 개소하는 것을 시작으

로 2017년 5월까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포함하

여 207개가 개소한 상태이다(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2017). 센터는 영양사가 없

이 100명 미만의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에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

고 있는데, 급식소 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순회방문 

지원과 어린이, 조리종사원, 원장 및 교사, 부모에게 

위생과 영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상별 교

육이 대표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급식소 

컨설팅, 정보 제공(위생 및 영양 교육자료, 식단, 표

준레시피, 가정통신문, 정보매거진 등), 각 센터마다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특화사업 등이 포함된다(Mini-

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6). 

우리나라의 센터 운영과 유사한 국외의 제도로 

미국과 호주의 보육시설을 위한 급식관리 프로그램

을 들 수 있다. 먼저 미국에는 어린이 보육시설의 

급식이 학교급식법(National School Lunch Act)에 근

거하여 마련되고 있는데, 미국 농림부의 학교아침급

식 프로그램(School Breakfast Program)과 학교점심급

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이 대표

적이다. 이외에도 방학 중 급식 제공 프로그램(Sum-

mer Food Service Program)과 신선과일, 채소 제공 

프로그램(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 우유 제

공 프로그램(Special Milk Program)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시설 어린이들의 영양불량과 

비만 등 영양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연령에 필

요한 균형된 식사 제공을 관리하고 있다(Benjamin & 

Briley 201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7). 호주에는 종일반 어린이집(Long day care centers)

을 위한 국가차원의 급식관리 프로그램으로 “Start 

Right- Eat Right (SRER)”를 시행하고 있는데, 어린이 

보육시설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원장, 조

리종사원 교육과 어린이들의 적정 영양 공급량(8시

간 재원 시 어린이 하루 영양필요량의 최소 50% 이

상 제공)을 충족하는 메뉴 제공 및 배식량 확인 등 

어린이들을 위한 최적의 급식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Pollard 등 2001; Bell 등 2015). 

우리나라 센터 설립 초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

는 대상이 식품위생법상 50인 이상에게 급식을 제

공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되었는데 2014년에는 어린

이 급식소의 범위를 넓혀 20명 이상부터 100명 미만 

시설을 정회원으로 지정하여 우선적인 관리를 하도

록 하고 2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준회

원으로서 시범적으로 식단과 레시피를 제공하며 연 

1회 이상의 집합교육과 방문교육을 지원하기 시작

하였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4). 2015

년부터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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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교육의 횟수만 차등을 두어 정회원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가 모두 정회원으

로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5). 

2015년 공식적으로 집계된 보육시설 42,517개의 

유형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

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 6개가 있는데,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22,074개로 전체 보육시설의 

과반수 이상(51.9%)이다. 또한 가정어린이집의 보육 

아동수는 344,007명인데 전체 보육 아동수의 23.7%

로 민간어린이집(51.5%)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가정

어린이집이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되 상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영유아

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우리나라의 6개 어린이

집 유형 중 시설당 원아수가 가장 적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Jeon & Lee 2014). 

가정어린이집은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하여 

만 0∼2세의 비율이 높고(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가정집 내의 주방에서 조리를 하게 

되므로 집단급식소의 주방과 시설적인 부분에서 많

은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센터 가이드라인에는 집

단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전용 체크

리스트를 분리해 마련해놓고 있으며(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6), 위생 및 영양 교육자료 

또한 1∼2세와 3∼5세를 구분하여 홈페이지에 공지

하고 있다(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2017).

센터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울산지역 센터의 

영양 및 위생ㆍ안전관리 지원에 대한 효과를 평가

한 Lee(2016)와 부산지역의 위생ㆍ안전관리 지원 효

과를 평가한 Kim 등(2014)이 있다. Lee(2016)는 8개

월 동안 50인 이상 어린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2

회의 영양관리 순회방문 지원과 4회의 위생ㆍ안전

관리 지원 교육 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

하였고, Kim 등(2014)에서는 10개월 동안 4회의 위생ㆍ

안전관리 지원 교육 실시 후 평가 점수의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는데, 집단급식소에 비하여 비집단급식

소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낮았다고 한다. Yeoh 등

(2015)은 서울시 소재 센터의 정회원과 준회원을 대

상으로 센터 수행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가

정통신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조리종사원 대상 교육, 순회방문 지도, 식단 제공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고 한다. 또한 20인 이하 소

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만족도가 20인 이상 시설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센터 

직원들의 업무 수행 난이도를 조사한 연구(Park & 

Lee 2015a)와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Park & Lee 2015b)가 있

었다. 

2015년부터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변경되어 본

격적인 지원 대상이 된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들이 기존의 어린이 집단급식소와 비교하여 

교육 후 개선정도가 낮고(Kim 등 2014) 만족도 또한 

20인 이상 시설에 비하여 낮게 조사된 선행연구

(Yeoh 등 2015) 결과를 통하여 소규모 어린이 급식

소를 위한 센터 지원내용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센

터 이용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센터 이용 경험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소규

모 어린이 급식소를 위한 센터 업무내용과 지원활

동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어

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용 경험에 대한 개별 면담

(individual interview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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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individual interview questions.

Categories Contents

Round visit Nutrition management

Sanitation-safety management

Education for different 

target groups

Children

Administrators & cooking employees

Information service Teaching materials

Menus

Standardized recipes

Daycare Center newsletters

Information magazines

Others Foodservice management consulting

Checklist items of sanitation-safety & 

nutrition management

Requirements

대상 선정과 연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 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 승인(IRB No. 1040820-160808- 

HR-001-01)심사를 통해 승인면제 통보를 받았다. 개

별 면담은 질적연구 방법 중 하나로 여러 명의 집

단 인터뷰에 비하여 각기 다른 경험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서 다양한 급식조직의 관리자, 종사

자,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 적용되어 왔다

(Arendt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가정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하여 인터뷰 협조가 가능한 가정어린이

집을 알아보았으며, 서울의 서로 다른 어린이급식관

리지원센터 회원인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섭외하였다. 

먼저 가정어린이집 원장 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면담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고 조사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다. 섭외를 위하여 전화로 연구의 목

적과 면담 방법, 질문 내용, 면담시간 등을 설명하

였고,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와 면담에 동의한 8명의 

가정어린이집 원장을 개별 면담 대상자로 채택하였

다. 이들의 면담 실시 기간은 예비조사를 포함하여 

2016년 7월부터 9월이었다. 조사를 위해 방문 전 전

화로 약속한 시간에 연구자가 보조연구원 1명과 함

께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원장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시작 직전에 연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을 한 후 연구동의서를 2부 작성하고 원

장과 연구자가 1부씩 보관하도록 하였다. 면담 소요

시간은 50분∼1시간 20분이었다. 개별 면담은 급식

관리 영양사와 센터 운영 경험을 지닌 연구자가 진

행하였고, 면담 내용은 연구자와 동행한 연구보조원

이 기록하였다. 또한 기록한 내용의 보완과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면담자의 동의를 구한 뒤 모든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고, 녹음자료는 면담 직후 문서화 

작업을 한 후 기록 내용과 비교 분석하였다(Harris 

등 2009). 모든 질문은 개방형으로 구성하였으며 반

구조화된 형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상황에 따라 준

비된 질문을 추가적으로 연결하거나 주어진 질문 내

용 중에서 면담자가 원하는 주제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유동적으로 운영하였다(Lee 등 2004; Harris 등 

2009).

2.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어

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용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면담 시작 전 어린이집과 원장에 대한 

기본 사항을 질문지로 제시하고 작성하도록 하였는

데, 어린이집의 이름과 원아 수, 교사 수, 조리종사

원 수, 조리종사원의 근무시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회원기간, 평가인증 여부, 면담한 원장의 나이, 

경력, 조리참여 여부를 알아보았다. 센터 이용 경험

을 알아보기 위한 개별 면담 질문은 식품의약품안

전처에서 발행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

인(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5;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6)에 나와 있는 등록급

식소 지원 업무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먼저 

순회방문 지원에는 위생ㆍ안전관리와 영양관리를 

나누어 질문사항을 구성하였고, 대상별 교육에는 어

린이, 원장 및 조리종사원으로 질문하였다. 또 교육

자료, 식단, 표준레시피, 가정통신문, 정보매거진 등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을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그 

외에도 급식소 컨설팅과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항목, 기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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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interview analysis.

Category Theme

Positive experiences 1. Provision of service for child nutrition education and food service management

2. Trust and recognition of official institutions 

3. To know what you do not know and practice new things

Negative experiences 1. Complaints and anxieties about points after hygiene check

2. Difficulty in using menus and recipes

3. Difficulty in meeting hygiene standards

Additional support and improvements 1. Lack of education for children

2. The difficulty of using standardized recipes and the need for improvement

3. Difficulty in purchasing ingredients  

4. The need for increasing home day care members and publicity among home day care centers

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질적 연구에 대한 Kim(2013a)의 내

용을 토대로 하고 급식소의 질적연구에 적용이 가

능하도록 Harris 등(2009)과 Arendt 등(2012)을 참고

하였다. 또 급식소에 대한 질적연구에서 개별 면담 

방법을 사용한 Yang 등(2002)과 Lee 등(2004)의 분석

방법을 센터와 관련된 내용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하였다. 먼저 어린이집 면담 시 녹

음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청취하면서 제시되었던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을 기록하고 정리하였다. 그 

다음 같은 질문끼리 묶어 8개 어린이집들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찾아내었다. 녹음자료의 모든 분석과 

해석과정에는 면담 시 참여했던 보조연구원과 연구

자 이외에도 질적연구에 다수 경험이 있는 교수 2

명에게 자문을 구하여 결과 해석의 객관성과 신뢰

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Do 2010; Kim 2013a). 면담 

시 기록한 내용과 녹음 자료를 병행하여 기록ㆍ정

리에 사용하였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모호

한 내용이 있는 경우 면담한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이 도출

된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 팀장 2

명에게 자문을 구하였다(Do 2010; Kim 2013b). 

가정어린이집 원장 8명과 진행한 개별 면담의 내

용을 분석하여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어린이급식관

리지원센터 이용 경험에 대한 의견은 총 10개로 정

리되었다. 10개로 분석된 주제를 성격별로 묶어서 3개

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첫째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에 대한 긍정적 경험, 둘째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에 대한 부정적 경험, 셋째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에 바라는 추가적 지원과 개선점이다. 각 영

역별 주제를 정리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결  과

1. 연구참여자와 참여자 어린이집의 일반사항

연구참여자의 일반사항은 Table 3에 있다. 개별 

면담에 참여한 원장 8명의 나이 분포는 38∼61세이

고, 모두 여성이었다. 원장 경력은 7∼22년으로, 평

균경력 기간은 13.4년이었다. 원장의 조리참여 여부

는 8명 중 2명이 조리에 참여를 하고 있었으나 2명 

모두 일하던 조리종사원이 그만둔 뒤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원장이 조리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주방선생님이 올 3월까지는 계셨는데, 지금(8월)

까지 구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조리를 하고 있어

요. 빨리 구해야 할 텐데 큰 일이에요.” (E원)

“가정어린이집 조리원은 하루에 보통 4∼5시간을 

일하니까 급여가 얼마 안돼요. 민간, 국공립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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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8)

Gender
Age

(yrs)

Period of career 

(yrs)

Participation of 

cooking

A Female 54 11 No

B Female 52 12 No

C Female 61 22 No

D Female 51 12 Yes

E Female 48 18 Yes

F Female 40 12 No

G Female 47 7 No

H Female 38 13 No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ʼ child-care centers. (N=8)

No. of 

children

No. of 

teachers

No. of cooking 

employees

Work hours of 

cooking employee (hrs/day)

Period of CCFSM
1)

 

membership (years)
Accreditation 

A 20 6 1 4 2 Yes

B 20 5 1 5 2 Yes

C 20 6 1 4 2 Yes

D 20 6 0 - 2 Yes

E 11 4 0 - 2 Yes

F 19 4 1 4 1 Yes

G 17 5 1 4 2 Yes

H 20 5 1 7 2 Yes
1)

 Center for Childrenʼs Foodservice Management

원 급여가 많고 하니 일하겠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급여가 적어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사람 구하기가 어렵지요.” (D원)

참여자 어린이집의 일반사항은 Table 4에 나타내

었다. 어린이집 원아 수는 11∼20명이었으며, 교사 

수는 4∼6명이었다. 2개 어린이집을 제외한 6개원에

서는 모두 1명의 조리종사원이 있었고 2개원 조리

종사원이 없었다. 또한 조리종사원의 하루 근무시간

은 4∼7시간으로 평균 4.7시간이었다. 어린이급식관

리지원센터 회원 여부에서 7개 어린이집 회원 기간

이 2년이었고 나머지 1개원은 1년이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8개원이 모두 받은 상태였다.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긍정적 경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긍정적 경험에는 

‘어린이 영양교육 및 급식관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

워줌’, ‘공식기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신

뢰와 인정’,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것을 실

천하게 됨’이었다(Table 5).

1) 어린이 영양교육 및 급식관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

센터에 대한 긍정적 경험의 첫 번째 내용은 어린

이집이 평소에 실시할 수 없었던 어린이 영양교육

과 조리종사원 위생교육, 식재료 관리 등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다. 영양교육에 대하여 어린이집 

원아들은 매일 같은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센터의 전문영양사들이 직접 방문하여 아이들의 눈

높이에 맞추어 교육하는 것이 색다른 분위기로 느

껴진다고 하였다. 특히 영양교구를 이용하여 시청각

적으로 오감을 자극하며 교육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뭐 늘 같은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는데, 

영양사 선생님들이 딱 옷도 갖추어 입고 수업을 해

주시면, 새로운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수업준비를 열심히 해오더라고요. 교

육은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한 내용을 받았어요. 그런 

것은 시청각 자료가 좋은 것 같아요. 실물자료가 사

실은 어린애들한테는 제일 좋잖아요. 실물자료 구하

기 힘들면 그림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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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ositive experiences of Center for Childrenʼs Foodservice Management.

Theme Sub-theme

Provision of service for child nutrition education and 

food service management

1. Expertise of child nutrition education and education of five senses

2. Helps to meet food service standards

3. Regularity of hygiene education 

Trust and recognition of official institutions 1. Effectiveness of hygiene education

2. The need for formal hygiene standards

3. Reliability of evaluation certification consulting

4. Parents' trust

To know what you do not know and practice new things 1. Receiving cooking advice

2. Identify ingredients and cooking method

3. Getting to know about accurate portion size

4. Getting information about food allergy

5. Practice of low-salt and low-sugar foodservice 

라고요. 교구도 활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A원)

“애들도 좋아하고요, 교육 때마다 시청각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많이 어

린데, 직접 가서 떼보고 붙여도 보고 먹고 싶은 것

도 직접 보고, 활동도 재미있게 뛰어다니고 하니까 

좋아요.” (B원)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가운입고 교구 가지고 전

문적으로 영양교육을 해주니까 너무 재미있어하고 

좋아해요. 수준은 3∼4살 애들 수준에 맞는 것 같고

요. 비누공예 가져와서 손 씻기도 하고... 가르치는 

기술은 부족할지 몰라도 영양적으로는 전문지식으

로 교육해주니 좋더라구요. 아이들 교육해주시는 영

양사 선생님들이 너무 예쁘고, 매일 보는 담임선생

님하고 다른 새로운 선생님이 설명해주니까 애들도 

되게 잘 들어요, 좋아하더라고요.” (G원) 

급식관리에 대해서는 조리종사원의 짧은 근무시

간으로 인해 잘 챙기기 힘들었던 식재료의 유통기

한 확인이나 냉장고의 식재료 보관상태 등을 점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순회방문 때 제공하는 조리종사원의 교육에 

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의 조리종사원 근무시간은 점

심시간에 국한되는 등 비교적 짧기 때문에 따로 위

생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기 쉬운데 직접 방문

하여 조리종사원 위생교육을 진행한다는 것과 일대

일 교육이기 때문에 연령에 맞고 이해하기 쉽게 제

공되는 교육내용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잖

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비집단급식소) 경우에는 급

식소 기준에서 제외되는게 많기 때문에 좀 소홀하

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생 점검을 

나오게 되면 도움이 되지요. 또 순회방문 이런거 오

면 유통기한 같은 것은 방치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

도 환기가 되니까 조심하게 돼요.” (B원)

“주방 한 번 점검하다가 부적합한거 있으면 다시 

수정해볼 수 있으니까, 냉장고도 한 번 봐주시고...

그런 것도 좋았어요.” (G원)

“교사들은 교육을 많이 받는데 조리원 선생님은 

교육을 많이 못 받잖아요, 매번 오셔서 1년에 2번 

위생 관련해서 조리원 선생님께 질문도 하고 교육

도 시켜주니까, 또 반복 교육하니까 그게 좋더라고

요, 효과도 있고...” (H원)

2) 공식기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신뢰와 

인정

센터에 대한 긍정적 경험의 두 번째 내용은 공식

기관에 대한 신뢰와 인정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조

리종사원 위생교육과 급식 위생관리 기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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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같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객관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린이집 급식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관련

한 컨설팅을 받는 것에 대하여 신뢰ㆍ선호하고 있

었다.

“조리원 선생님이 어린이집에 처음 오면 대충 이

렇게 하면 되겠지... 보통 이러거든요. 근데 생각보

다 어린이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공식기관이기 때

문에 상당이 엄격하잖아요. 근데 그걸 원장이 말하

는 것보다 센터에 교육을 갔다오면 확실히 그게 효

과가 있어요. 원장이 얘기하면 조리원이든 교사든 

잔소리로 들어요, 근데 그걸 센터에서 객관적으로 

실정을 얘기해주고 체크하면 처음엔 부담스럽지만 

실정이 이렇구나, 원장 잔소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방문교육도 받고 집합교육도 하

면 보통 분기별로 1번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

장인 내가 직접하는 것보다 좋아요.” (D원)

“수세미도 최소 3개가 따로 구별되어 있어야 해

요. 행주도 그렇고, 칼ㆍ도마도 서너 개, 처음에는 

‘뭐가 이렇게 많아’ 해도 한 번 갖추어 놓으니 이제

는 어렵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앞치마 같은 것도 화장실 갈 때 벗고 가야

하니까 불편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개개인을 다 믿

을 수 없으니까 그런(공식적인) 기준이 있으면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니까 필요하기는 하다 싶어요.” (C원)

“평가인증받기 전에 컨설팅 받으면 내가 알고 준비

하는 것보다 공신력도 있고 기준을 넘어서 더 완벽하

게 챙겨주고 하니까 컨설팅 받으면 좋아요.” (D원)

“위생 점검 오면 아주 꼼꼼히 해주시더라구요. 우

리가 평가인증 같은거 준비를 한다고 해도 모르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몰랐던 것들 상온하고 

실온하고 이게 다 다르더라구요, 온도같은 것은 외

워지지도 않는데, 핸드폰으로 찍어놓고 조리원 선생

님도 보여주고, 엄마들하고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도 신기해하고 센터 영양사들이 관리

해준다고 하면 좋아하시더라구요.” (H원)

“센터가 지금 몇 년되다 보니까 요즘은 좀 편리

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센터에서 평가인증 지

표를 숙지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도 점검해주면 

이게 정말 좋아요. 특히 평가인증 컨설팅을 해주면, 

우리는 그런 지표가 있다고 해도 그걸 세세히 원장

이나 조리원 선생님이 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런데 그걸 숙지해서 센터에서 나와서 그 지표대로 

지도를 해주면 우리는 도움이 많이 되지요.” (C원)

3)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것을 실천하게 됨 

센터에 대한 긍정적 경험의 세 번째 내용은 그동

안 어린이집 급식을 운영하면서 자세히 몰랐던 내

용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과 기존에 실시하

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실시하게 된다고 하였다. 센

터의 순회방문 시 조리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와 표

준레시피, 급식 운영을 하면서 어린이들의 연령에 

맞는 정확한 배식량, 요즘 어린이들에게 증가하고 

있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

히 알게 되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저염, 

저당식의 중요성을 교육을 통해 알아 염도계 제공 

등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 의견도 있

었다. 

“방문교육 오실 때 조리 팁을 주시더라고요. 깍두

기 담을 때 빨간 파프리카를 갈아서 넣으라고 알려

주셔서 빨갛지만 안 맵게 담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현장에서 알려주시니까 좋더라구요.” (E원)

“센터에서 주는 식단의 큰 장점은 레시피가 있다

는 거에요. 예를 들면 쇠고기감자국이다 하면 보통 

원장님들은 쇠고기하고 감자만 넣거든요. 그런데 레

시피를 주면 그 안에 양파도 있고 당근도 있고, 부

수적인 모든 재료를 알려주니까, 그런 것까지 넣어

주면 아이들 식단이 훨씬 풍족해지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F원)

“레시피를 조리계획서로 주시니까 그걸 전날 미

리 조리원 선생님이 보고 내일 어떻게 조리할지 보

고 오시지요. 매일 들고 다니세요. 센터에서 한달치 

자료를 미리 주어서 조리원 선생님이 보시기 좋아

요. 레시피를 보고 조리원 선생님 마음대로 (조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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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Negative experiences of Center for Childrenʼs Foodservice Management.

Theme Sub-theme

Complaints and anxieties about points after hygiene check 1. Complaints on photograph and document sanitary inspection results 

2. Scoring of results after hygiene check

3. The cook's anxieties about hygiene check 

Difficulty in operating menus 1. Difficult to cook or complex combinations

2. Difficult to procure ingredients

3. Nutritionally deficient menus

Difficulty in meeting hygiene standards 1. Using knives, chopping boards, and aprons separately

2. Using chlorine disinfection

지 않으니까 저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G원)

“아이들 배식량을 알려줘서 좋았어요. 사진을 보

여주면서 자료도 주고 가셨는데 엄마들이 얼마나 

먹었나 물어봤을 때 그냥 ‘많이 먹었어요’하는 것보

다 알려주신 기준량보다 얼마만큼 더 먹었어요 라

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엄마

들도 저희를 믿는 것 같고...” (A원)

“순회방문 때 책을 보여주면서 교육해줬는데, 그

게(배식량이) 좀 적은 것 같더라구요, 우리 애들은 

더 먹어요. 물론 애들에 따라 다르니까요.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겠구요. 실물로 교육해주시면 더 이

해가 잘 될 것 같았어요.” (G원)

“식중독, 알레르기 이렇게 두 번 받아봤는데, 알

레르기는 정말 몰랐는데, 땅콩 이런거 알려줘서... 

그렇게 위험한지 몰랐었거든요.” (G원)

“센터 교육을 받고 저나트륨식을 해야 되겠다 싶

었는데 염도계도 (센터에서) 받고, 한 일주일 정도 

국의 간을 측정해보면서 국을 끓이고 해보니까, 조

리원 선생님이 저염국 간에 익숙해진 거에요. 그래

서 그 다음부터는 따로 염도계로 재지 않아도 충분

히 싱겁게 하니까 이제는 거의 (염도계를) 안 써도 

되고 있어요. 초반에 저나트륨 교육하고 염도계 사

용이 도움이 됐었어요.” (B원)

“저희 급식 배식 때 점심 메뉴로 국의 염도도 측

정해보면서 얼마나 짠지 알았고, 엄마들도 오시라고 

해서 실제로 아이들 먹는 양이 많은지 적은지 덜어

보시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좋아하

셨어요.” (H원)

“저당교육 받아봤는데 닭강정에 설탕 많이 넣은 

거랑 저당으로 한 거랑 센터에서 만들어 가져와서 

먹어봤는데, 비슷하더라구요, 맛이. 그러니까 설탕 

많이 안 넣어도 맛있구나, 그런거 알게 됐지요. 그 

다음부터는 조리원 선생님이랑 얘기해서 저희도 설

탕 그렇게 많이 안 넣고 있어요. 그런게 교육이 되

는것 같아요.” (C원)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부정적 경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부정적 경험에는 

‘위생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한 불만과 불안’, ‘식단 

운영에 대한 어려움’, ‘위생관리 기준 준수에 대한 

어려움’이었다(Table 6).

1) 위생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한 불만과 불안

센터에 대한 부정적 경험 중 첫 번째 내용은 순

회방문 시 위생ㆍ안전 점검 후 어린이집에 제공되

는 결과지에 대한 부분이다. 결과지를 주어서 확인

하니 좋다고 하거나 이 결과가 공식기관에 보고되

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만 통보되니까 걱정을 

안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 부정적인 결과나 

위생 점검에서 지적되는 부분을 좋지 않게 받아들

이고 있었다.

“순회방문 다녀가고 나면 결과지를 보내주는데... 

베란다 뒤에까지 다 뒤져서 사진까지 찍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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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고 나중에 (결과지로) 보여주는데 기분도 

나쁘고 진짜 깜짝 놀랬어요.” (B원) 

“위생 점검 와서는 (조리할 때) 하의 바지를 갈아

입느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지(를) 보니까 위생복장에 점수

가 깎여 가지고 온 거에요.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같은 가정어린이집 기준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C원)

“두 영양사 선생님이 방문해서 냉장고며, 주방 시

설 점검하고 이래야 한다고 교육도 이해되게 시켜

주고... 다녀가면 결과지도 보내줘서 잘한 것 못한 것 

다 알려주더라고요. 지난번 조리원 선생님 온 지 한

달 반 만에 센터 점검받고 라벨 안 붙였다고 개선

사항 받아보고는 놀래서... 이런데 처음 봤다면서 조

리원 선생님이 그만두려고 해서 힘들었어요.” (D원)

2) 식단 운영에 대한 어려움 

센터에 대한 부정적 경험의 두 번째 내용은 센터

에서 제공하는 식단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다. 처음 센터가 생길 때보다 식단에 대하여 지속적

인 피드백 결과로 어린이집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

어 불편한 점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

었다. 하지만 가정어린이집 조리종사원의 짧은 근무

시간 동안 준비하기 어려운 메뉴나 계절적으로 구

입하기 힘든 식재료가 있는 경우, 식단에 재료가 중

복되거나 부실해 보이는 메뉴가 있는 것에 대한 어

려움을 표현하였다.

“식단이 처음보다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센터

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E원).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생일이나 현장학습용 

식단을 따로 마련해 주어서 특별한 날 식단 변경한

다고 식단 감수 안 받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평가인

증 받을 때 식단을 못 바꾸니까 그러다보면 조리하

기 힘들다거나, 레시피가 너무 생소하거나 그런 경

우가 있으면 힘들어요.” (C원)

“계절음식 같은 것 특히 영양사 선생님들이 신경

을 써야 할 부분이 식단에 끝물인 과일이 있는거에

요, 끝물이면 시장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러 마트 3∼4개는 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단을 바꾸면 왜 바꿨는지 이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가인증 때) 관찰자가 와서 봤을 때 성의

가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서 못 샀어요 하면 좀 그

러니까 나름대로는 다른 원장님들도 그렇지만 서너 

군데를 다녀도 없을 때가 있어요. 특히 계절과일이

나 계절나물 같은 것은...” (A원)

“식단에 특정메뉴가 치중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별로 메뉴가 다양했으면 하고, 고기가 너무 몰리

지 않았으면... 고기국에 고기반찬 같은 것 없게끔요. 

또 이왕이면 아이들 잘 먹을 수 있는 메뉴 구성으

로 했으면 하고, 또 두부가 메인인 경우 채소 반찬 

하나와 제공하면 조금 부실할 수 있으니 국이라도  

고기국이나 이런걸로 했으면 하고요, 대체메뉴가 제

시되어 있어도 실제 메뉴를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

요. 바꾸려면 매월 25일 전에 식단 감수를 신청해야 

해서 번거롭거든요.” (E원)

“조리원 선생님 근무시간이 짧으니까 어려운 식

단은 좀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조리가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H원)

3) 위생관리 기준 준수에 대한 어려움 

센터에 대한 부정적 경험의 세 번째 내용은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 준수에 대한 어려움이다. 먼저 칼

과 도마, 앞치마, 장갑, 행주 등의 재료별(어류, 육

류, 채소류), 용도별(전처리용, 조리용, 청소용) 분리 

사용 하는 것에 대하여 실제 현장 작업에 비해 분

류 기준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처리와 조리과

정에서 도구 등의 분리 사용이 필요한 이유를 정확

히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조리도구, 앞치마 분리 

사용이 공정상 불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칼, 도마도 4개씩 다 있지만 보통 2개씩만 쓰게

돼요. 고기, 생선도 다 재료가 갈아져 오거나 전처리

돼서 생선은 가시가 없게 오고, 고기도 썰어서 들어

오니까 도마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도마도 4개나 

있지만 거의 비치용이지요. 위생적으로 보면 맞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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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need for increasing home child care members and publicity of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Theme Sub-theme

Lack of education for children 1.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child nutrition education

2. Demand for loan of instructional tools of child nutrition education 

The difficulty of using standardized recipes and the need for 

  improvement

1. Difficulty to open the recipe files

2. Small of recipe letter and need to add pictures

3. Difficulty of understanding units of ingredients' weight

Difficulty in purchasing ingredients  1. Difficulty in purchasing food by oneself

2. Problems of price and freshness when participating in joint purchase

The need for increasing home-based day care members among 

  home child care centers

1. Too much non-members of home day care center  

2. Problems of alienation of home child care in CCFSM
1)

3. Home child care centers' unawareness about CCFSM  
1)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이기는 한데요,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D원)

“앞치마를 화장실 갈 때 벗고 가는 건 그래도 이

해가지만, 전처리용과 조리용 앞치마가 따로 있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감자를 깎고 썰다가 앞치마 다

른 걸로 갈아입고 감자 볶나요? 진짜 보여주기식 밖

에는 될 수 없는... (평가) 나온다고 하니까... 참 말

이 안 되는 것 같아요.” (F원)

센터의 위생관리 기준 중 생것으로 먹는 과일이

나 채소의 염소소독에 대하여 모두가 실천하기 어

려운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면담 대상 8개 어

린이집 모두가 가열하지 않는 음식에 대한 염소소

독의 시행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물로만 세척하거

나 염소소독이 아닌 다른 세척제를 이용하고 있었

다.

“저희는 염소소독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보

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꼭 센터에서는 염소소독을 

하라고 하고... 우리는 잘 한다고 하는데도 너무 까

다롭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A원)

“사실 아이들 먹는 것에 염소소독이 위험하지 않

나요? 과일, 채소 같은 것은 베이킹소다를 써요. 행

주는 매일 일 끝나면 삶아서 널어놓고 하지요. 염소

소독은 청소용으로만 쓰게 되고, 조리기구, 숟가락

은 금요일마다 열탕소독하고요. 자외선소독기도 있

어서 컵이나 칼, 도마 보관할 때는 소독기에 넣어두

고 하지요.” (C원)

“위생 점검할 때 저희가 매번 걸리는 항목인데요, 

채소를 락스로 닦는 건데요, 근데 그건 참 하기가 

그래요. 매번 올 때마다 지적받지만 그냥 우리끼리, 

그건 걸리는 항목으로 놔두자, 하고 있어요. 냄새나

는 염소소독을 나이도 어린 아이들 먹는 음식에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H원)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바라는 추가적 지원과 

개선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바라는 추가적 지원 

내용과 개선점으로는 ‘어린이 대상 교육 횟수의 부

족함’, ‘표준레시피 활용의 어려움과 개선의 필요성’, 

‘식재료 구매의 어려움’, ‘가정어린이집 회원의 확대

와 홍보의 필요성’이 있었다(Table 7).

1) 어린이 대상 교육 횟수의 부족함

센터에 바라는 추가적 지원내용과 개선점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은 현재 1년에 2번 제공하고 있는 어

린이 대상 교육의 횟수를 늘렸으면 하는 것이다. 어

린이 교육과 같은 횟수로 제공하는 원장, 조리종사

원 대상 교육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었지만 어린

이 대상 교육의 횟수를 늘리거나 추가적으로 교구

를 대여하여 어린이 교육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J Korean Diet Assoc 23(3):240-262, 2017 | 251

“조리원 교육 횟수는 1년에 2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센터 조리실에서 저염 조리교육, 위생교

육 같은 집합교육도 자주 있어서 2번이면 괜찮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요.” (C원)

“아이들이요, 매일 만나는 선생님이 아니라 새로

운 영양사 선생님이 예쁘게 재미있게 설명해줘서 

그런지 교육하고 가시면 그날은 손도 잘 씻고 밥도 

남기지 않고 다 먹더라구요. 그러면 그게 한 며칠은 

가요. 그러니 좀 자주 오셨으면 한다니까요.” (B원)

“아이들 교육은 1년에 2번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애들은 반복이 중요한데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왔으면 좋겠어요.” (E원)

“영양사 선생님들은 어차피 1년에 2번밖에 못 오

시니까 연령별 교구를 개발해서 그걸 대여해주면 

원에서 일주일 정도 놀이하고 반납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빌려서 교육하고 하면 지금보다 자주 영양

교육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H원)

2) 표준레시피 활용의 어려움과 개선의 필요성

센터에 바라는 추가적 지원내용과 개선점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은 표준레시피에 대한 것이다. 표준레

시피로 조리방법을 알 수 있으니까 편리하다는 의

견이 많았으나, 조사대상 8개원 중 표준레시피를 발

주량까지 연결하여 사용하는 곳은 없었다. 평상시 

잘 아는 메뉴가 나올 때는 참고하지 않고 있다가 

들어가는 식재료가 무엇인지, 양념이나 소스를 어떻

게 만드는지 모르는 경우 레시피를 보고 들어가는 

재료와 조리방법만 참고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

재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는 레시피 엑셀 파일은 

열어보기가 번거롭고 글자체가 작아서 보기 어려우

며, 설명만으로는 조리방법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표준레시피에 제시되어있는 식

재료 중량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발주에 도움이 되

지 않으며, 오히려 평소에 구매하는 형태(봉지, 단 

등)와 달라 혼돈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레시피는 모르는 메뉴가 나오면 찾아서 보게 되

고요. 집에서 만들기 쉽지 않은 메뉴가 나오면 주방 

선생님도 어렵겠지요. 그러면 직접 찾아서 보게 돼

요.” (A원)

“낮선 메뉴, 집에서도 잘 해먹지 않는 메뉴, 예를 

들면 ‘폭찹’이 한 번 있었는데, 폭찹? 어떻게 만들

지, 어떻게 하는지, 소스가 어떤지 레시피 열어서 

확인을 했어요.” (E원)

“식단은 보는데 레시피는 글씨가 너무 많고 글자 

크기도 작고 하니까, 어려운 메뉴만 참고하는 편이

고 잘 보게 되지는 않아요. 그게 화면에 들어가서 

엑셀 파일로 된 것을 다운받아 써야 되니까 많이 

번거로워요. 글자만 많고... 사진도 좀 넣고 하면 훨

씬 보기 좋을 것 같아요.” (H원)

“솔직히 레시피에 있는 그 양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나물 1 kg 이러지는 않지요, 한 단, 두 단 

사지. 나물을 1 kg, 2 kg 이렇게 사지는 않지요. 이

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처음에는 모르고 주문하

니까 나물같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또 모자라기도 하고... 그럼 또 마트 뛰어가

서 사오고 그러거든요.” (F원)

“레시피 보고 주문할 때는 감자볶음이다 하면 거

기(레시피)에 나와 있는 숫자까지는 안보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재료가 감자, 당근, 양파라고 하

면 감자 제일 작은 용량 1 kg 아닌 것으로 제일 작

은 포장으로 500 g 이렇게 주문하지요. 나물도 한 

단을 샀었는데 부족하더라 하면, 다음에는 100 g 정

도 더 사고... 이렇게 대충 사고 있어요. 발주할 수 

있는 최소 재료량으로만 주문하는 거지요. 정해진 

발주량을 무조건 최소로 사는데 그래도 남는 것이 

되게 많아요. 나물 같은 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적거나 너무 많거나 해요.” (B원)

3) 식재료 구매의 어려움

센터에 바라는 추가적 지원내용과 개선점에 대한 

세 번째 내용은 식재료 구매에 대한 것이다. 센터에

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이외에 급식 운영에 도움

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하였을 때 가장 많은 의견이 

식재료 구매에 대한 것이었다. 현재 지역적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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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실시되고 있는 공동구매는 시간이 절약되는 장

점도 있지만 식재료의 구매 단위에 익숙하지 않아

서 발주에 착오가 생기거나 공동구매의 식재료가 

싱싱하지 못한 것과 비싼 가격에 대한 문제점을 지

적하였다.

“길 건너가면 홈플러스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재

료를 다 구매 못해요. 식단표대로 하려면, 없는 식

재료가 많기 때문에 보통 그런 동네 마트에 가면 

보통 3군데 정도는 가야 돼요. 지난달부터는 ○○○

에서 공동구매를 하거든요,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좋은 점도 있더라구요. 제가 시간을 

많이 안 뺏기고, 지금은 이제 적응하는 단계라 수량 

같은 걸 잘 몰라가지고 많이 신청하고... 뭐 그런 경

우가 있는데, 그래도 뭐 제가 제 시간을 많이 안 뺏

기고 장보는 시간에 다른 일들을 하니까 좋기는 하

더라구요.” (A원)

“식단표 보고 kg 이런 것은 다 따져서 하지는 않

고요, 인터넷 사이트에 소포장들이 다 나와 있어서 

그걸 사면 돼요. 가격은 비싸긴 한데 편리하니까 이

용하고요, 영수증도 서울형 어린이집에 (원산지 표

기를) 맞춰야 하니까 그렇게 이용해요.” (G원)

“공동구매를 많이 하지요. 가정이나 민간 같은데

도 A나 B 같은 곳에서 구매를 많이 해요. 우리는 

대기업 업체랑 거래하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소포장

하고 중간 마진 빼고 해서 값이 너무 비싸요.” (C원)

“구매는 ○○구에서 공동구매를 하고 있어요. 업

체 4∼5개 중에 골라서 전체 식재료 중 50%만 참여

하면 돼요. 그런데 감자, 무, 과일도 속이 썩어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품을 잘 해주기는 하지만 우

리는 금방 써야 하니까, 다시 사러 급하게 동네 마

트에 나가야 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 공

동구매 별로에요. 과일도 맛이 별로 없고요, 전처리

하든 안하든 값이 비싸요. 그리고 싱싱하지도 않고

요. 그러니 아직까지는 직접 나가서 싱싱하고 좋은 

것 직접 보고 사는 게 좋기는 해요.” (D원)

“이번 달부터 공동구매에 참여하는데, g량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보지 않고 사려니까 실수도 하고 모

자라서 추가로 집 앞 마트에서 더 사오고 그래요. 6월 

식자재 비용은 공동구매해보니 품목별로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해서... 공공구매로 40% 정도만 

사서 그런지 별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잘 모르

겠어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마트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직접 보면서 사는게 속편하고요.” (E원)

4) 가정어린이집 회원의 확대와 홍보의 필요성

센터에 바라는 추가적 지원내용과 개선점에 대한 

마지막 내용은 가정어린이집 회원의 확대와 센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센터 내에서 가정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 등 큰 규모의 어린이집에 

비하여 소외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해 수혜 받지 못한 가정어린이집

이 많은 것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하였다. 

“저희 센터는 처음부터 단체급식소를 위주로 하

기는 했는데 가정어린이집도 어느 정도 혜택을 줬

었어요. 하다보니까 좋아서 가정어린이집도 다 회원

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구

요. 그래서 다 못해 준다고... 그래서 원장님이 좀 

적극적인 곳은 관리를 받게 되고, 소극적으로 그냥 

있는 곳은 준회원, 그러니까 그냥 식단표만 이용한

다든지, 인터넷 사이트만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C원)

“모든 가정어린이집이 다 혜택을 받았으면 해요. 

참여하고 싶은데도 한정된 숫자 때문에 참여를 못

하는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위생ㆍ영양관리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회원이 되고 싶

은 원에게는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만 그런 분

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으면 해요.” (C원)

“처음에는 큰 어린이집 위주였고 가정은 좀 소외

되는 분위기더라구요. 모일 때도 큰 어린이집만 부

를 때가 있고, 연말에 시상할 때의 기준도 소규모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할 때가 있어서... 우린 언제 1등을 

해보나... 해요.” (E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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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받지 못하는 가정어린이집을 위해 홍보에 

신경써서 모르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센터를 알도

록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도 센터를 잘 모르는 데가 있어

요. 그 분들은 이걸(센터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분들께도 알려주셔야 하겠지요.” (G원)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의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 이용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를 위하여 서로 

다른 센터의 1년 이상 회원인 가정어린이집 원장 8

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는 가정어린이집을 위한 센터 업무내용과 지원활동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일반사항에서 개별 면담에 참여한 가

정어린이집 원장 8명 중 2명이 조리를 직접하고 있

었는데 조리종사원이 그만두고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조리종사원의 하루 근

무시간은 4∼7시간으로 평균 4.7시간이었는데, 가정

어린이집은 그 규모와 운영의 특성상 규모가 큰 보

육시설에 비하여 원장이 점심이나 간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Lee & Lee 2010), 조리종사원을 고

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조리종사원의 근무시간이 점

심시간에 국한되는 경우 오전, 오후 간식이나 저녁

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소

진을 겪는 경우도 있다(Chung & Kim 2010). 이러한 

가정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인지하여 센터에서는 원

장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며 급식 운영의 문제점 

해결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개별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센터 이용 경험에 대한 의견은 총 10

개로 정리되었고, 10개로 분석된 주제를 성격별로 

묶어서 총 3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첫째 센터에 

대한 긍정적 경험, 둘째 센터에 대한 부정적 경험, 

셋째 센터에 바라는 추가적 지원과 개선점이다.

센터에 대한 긍정적 경험에는 ‘어린이 영양교육 

및 급식관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 ‘공식기관(어

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신뢰와 인정’, ‘모르

는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것을 실천하게 됨’이란 3

개의 주제가 포함되었다. 어린이 영양교육 및 급식

관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의견으로는 영양

사의 급식소 방문이 식재료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거

나 냉장고 보관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된다고 하였다. Kim 등(2014)에 의하면 센터의 4

회 위생방문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도 비집단급식소 

식재료의 유통기한 및 제조일 확인이 개선되기 어

려웠으며, 냉장고의 적정 용량관리가 80% 이상의 

비집단급식소에서 부적절하였고 개선 또한 미흡했다

고 한다. Lee 등(2012b)에서도 비집단급식소 어린이

집의 식재료 관리에 대한 수행도가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보다 유의하게 낮았다고 한다. 가정어린이집

에는 조리사 고용의무가 없어 원장이 조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Kim 등 2014; Yeoh & Kwon 2015), 원

장의 업무뿐 아니라 교사의 역할 또한 해야 하는 

실정이다(Kwon & Park 2012). 본 연구에 참여한 어

린이집에서도 시간제 근무 조리종사원이 하루 평균 

4.7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었다. 간식과 식사를 준비

하고 조리하기에도 짧은 근무시간 동안 냉장고나 

식재료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센터에

서 중점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면담에서 원장들은 영양사가 순회방문

을 와서 직접 조리종사원 위생교육을 진행한다는 

것과 그 위생교육이 일대일 교육이기 때문에 연령

에 맞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된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는 Yeoh 등(2015)의 센터 세부사업에 대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가정통신문 제공 다음으로 

만족도가 높은 항목이 ‘조리종사원 교육’이었던 것

으로 나타났다. 

센터에 대한 긍정적 경험에는 영양관리 순회방문 

시 급식소 현장에 필요한 조리지도와 저나트륨 교

육이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특히 센터에서 제

공하는 염도계의 사용 기회를 통해 저염국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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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염급식 실천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Jung 등

(2010)에 의하면 경기도 지역 어린이집에서 제공되

는 급식의 나트륨 함량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가장 많았으며 한 끼당 제공되

는 식사의 평균 염도 또한 어린이들에게 매우 높았

다고 한다. Lee(2016)는 센터의 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후에도 저염식단을 사용하는 것은 개선되기 

힘들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단 1회 교육 이후의 결

과였고, Shin & Lee(2014)에서는 어린이집 조리종사

원을 대상으로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1회의 강의와 

3회의 실습교육 후 유의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어린이집의 저염급식 실천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

기 어렵겠지만 센터의 저염식단 제공, 저염식사 교

육, 염도계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나

트륨 저감화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제공해야 하겠다. 본 연구의 면담에서 적정 배식량

을 위한 교육은 사진자료에 비해 점심급식 시 영양

사가 배식 현장을 방문하여 실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되었다고 했는데, 이때 학부모가 함께 

참관했을 때 보다 큰 호응이 있었다고 한다. 

Lee(2016)에서도 1인 1회 분량의 실물사진과 모형을 

제공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실제 센터에서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영유아 단체급식 

가이드라인의 1인 1회 적정 배식량(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7b)에 나와있는 실물사진을 활용

하여 교육을 진행하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

나 기회와 여건이 허락된다면 현장 순회방문 시 급

식 배식에 참여하여 실물로 교육하는 것과 이를 부

모교육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원장 및 조리종사원 대상 교육에 대해서는 8개원 

원장 모두가 내용과 횟수 모두 지금의 형태에 만족

하고 있었고, 특히 조리종사원 위생교육에 대하여 

센터에서 객관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원장이 조리종사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Yeoh 등(2015)에서 2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회원의 센터 전반적인 

만족도에 조리종사원 대상 교육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면담내

용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식소 컨설팅에 대해서 본 

연구의 원장들은 평가인증 대비 컨설팅을 선호하고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Jeong(2014)에 의하면 평가인

증을 받은 후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 법인, 민간어

린이집에 비하여 위생적인 식재료관리, 조리, 배식

에 대한 유지 수준의 인식 점수가 낮았다고 한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관

심을 가지고 영양 및 위생관리 시 평가인증 기준을 

숙지하여 현장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이의 유지에

도 신경을 써야 하겠다. 또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을 준비할 때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이 될 것이다(Lee 2016).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의 센터에 대한 부정적 경험

도 있었는데, ‘위생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한 불만

과 불안’, ‘식단 운영에 대한 어려움’, ‘위생관리 기

준 준수에 대한 어려움’이었다. 위생ㆍ안전 점검을 

위한 순회방문에서 보여주기 꺼려지는 주방의 구석

구석이 영양사에게 노출되고 특히 지적되는 부분을 

사진으로 찍거나 결과지로 문서화되는 것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사례와 같이 

조리종사원이 새로 채용되어 경험과 인식이 부족하

거나, 가정어린이집의 급식조리환경이 열악할수록 

부정적 견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Kwon & Park 

2012), 신규 조리종사원이 근무하는 경우와 위생 점

검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대화 등 부정적 시각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에 대하여 본 연구에 참

여한 원장들은 처음 센터가 생길 때 보다 어린이집

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불편한 점들이 많이 개선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가정어린이집 조리종사

원의 짧은 근무시간 동안 준비하기 어려운 메뉴나 

계절적으로 구하기 힘든 식재료가 식단에 있는 경

우, 재료가 중복되거나 부실해 보이는 메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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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현재 센터에서 제

공되는 식단은 이유식 식단 외에도 1∼2세와 3∼5세

의 연령별로 나누어 간식 종류와 시간제에 맞추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2017). 그러나 Yeoh 등(2015)

에 의하면 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별 만족도 조사

에서 식단 제공이 가정통신문 제공, 조리종사원 교

육, 순회방문 등 다른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

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한다. 현재 중앙급식관리지원

센터에서는 식단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2017) 

각 지역별 센터에서도 식단 감수제도, 특별식단(예: 

저염식단, 저당식단, 생일식단, 현장견학 식단, 수산

물 제외 식단, 가금류 제외 식단) 운영 등 식단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지만, 어린이집과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식단

에 대한 만족도를 높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Park & Lee 2015a; Yeoh 등 2015; Lee 

2016).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한 원장들은 센터의 위생

관리 기준 중 칼과 도마를 어류, 육류, 채소류 등 

재료별로 분리 사용하고, 앞치마, 장갑, 수세미 등을 

용도별로 구분하는 기준이 실제 현장 작업에 비해 

많고 지키기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Kim 

등(2014)에 의하면 조리 공정관리 영역에서 센터의 

위생관리 순회방문 지도 후에도 ‘조리 전후 칼, 도

마의 구분 사용’이 보존식관리 다음으로 개선되지 

않았던 항목이었는데, 특히 비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에서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원장 8명 모

두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를 위한 조리도구 분리 

사용 기준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었다. Kim & 

Lee(2014)에 의하면 센터에서 연 2회의 위생관리 순

회방문 교육과 매월 10분 내외의 대면 위생교육을 1

년간 진행한 결과, 조리종사원들의 칼, 도마, 고무장

갑 등 용도별 구분 사용에 대한 위생지식 점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급식소 조리종

사원들을 2∼4명의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총 9시

간의 위생교육 전과 후에 급식소 현장의 조리도구

와 기기의 미생물학적 위해 분석을 실시한 연구

(Soares 등 2013)에서도 위생교육 후 유의적인 효과

가 있었다고 한다. 조리종사원들의 위생교육으로 위

생지식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현장 개선 또한 가능

하므로 센터의 지속적인 위생 방문 및 집합교육, 통

신교육, 지원물품 제공 등으로 어린이집 조리종사원

들의 위생관리 지식과 실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신규 회원이나 신규 조리종사원의 경

우 위생관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이 따로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의 위생관리 기준 중 준수하기 어렵다고 하

는 항목으로 염소소독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면

담한 8개 어린이집들은 모두 가열조리하지 않는 식

재료에 대해 염소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여

기에는 주로 생것으로 먹는 채소나 과일이 주재료

인 비가열조리 공정 음식이나 간식이 해당되는데, 

이 위생관리 항목은 2015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가이드라인에 나오게 되었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5). 2014년까지는 채소와 과일을 깨끗

이 세척하고 소독하는 넓은 의미로만 관리하다가, 

2015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기준에도 가열조리하지 않는 식재료의 

염소소독이 제시되어 있지만(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5), 본 연구에 참여한 원장들은 이에 

대해 자세한 원리와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Seol 등

(2009)과 Lee 등(2012a)에 의하면 서울, 경기도 지역

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식재료의 미생

물 오염도를 평가한 결과 오이무침, 부추무침, 배추

겉절이 등 비가열조리된 음식과 채소 및 과일의 원

재료에서 장내세균이나 일반세균 등의 오염이 권장 

허용치 기준을 넘어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한다. 

2015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준하

여 50인 이상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연구한 Lee(2016)에 의하면, 조리 공정영역에서 염소

소독 실시와 충분한 세척에 대한 수행 점수가 센터

의 지원 후 유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한다. 여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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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채소와 과일에 대한 염소소독의 효과와 중

요성이 증명되었지만(Kim 2004; Moon 등 2004; Gómez- 

López 등 2008; Woo 2016), 본 연구에 참여했던 가

정어린이집에서는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었으며 나

이가 어린 영ㆍ유아들이 먹는 음식물에 염소소독을 

적용하기가 꺼려진다고도 하였다. 실제로 염소소독 

후 부산물의 생성, 잔류염소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으며 소독 농도와 침지시간 엄수, 소독 후 

철저한 헹굼과정이 준수되지 못하면 이러한 염소소

독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Klaiber 등 2005; Ryu 

2005; Gil 등 2009).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단체급식에

서 식초를 사용하여 소독하는 것의 효과가 입증되

고 있으므로(Kim & Chung 2003; Kim 등 2007; Kim 

& Kim 2008; Woo 2016), 센터에서는 가정어린이집

에 염소소독에 대한 교육과 홍보뿐 아니라 다양한 

소독방법에 대한 안내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센터의 이용 경험에 대한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

과 마지막으로 분류된 영역은 센터에 바라는 추가

적 지원과 개선점이다. 이에는 ‘어린이 대상 교육 

횟수의 부족함’, ‘표준레시피 활용의 어려움과 개선

의 필요성’, ‘식재료 구매의 어려움’, ‘가정어린이집 

회원의 확대와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

어린이들의 영양교육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교사

가 아닌 전문영양사가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제공

되는 교육의 횟수가 1년에 2회인 것에는 면담에 참

여한 원장들 모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현재보다 횟수를 늘리거나 교육자료와 함께 교구를 

대여하여 어린이집에서 자주 영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건강, 안전, 영양 등 유아 건강교육에 대

한 지식과 구조인 개념도를 알아보는 연구(Ha & 

Son 2015)에서 교사들은 ‘몸에 좋은 음식’, ‘영양소’, 

‘인스턴트식품’, ‘식습관’, ‘편식’ 등 영양 및 식사지

도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

제 어린이집의 급식 현장에서 교사가 영양교육 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

다(Shin 1997; Park 등 2011; Kwon 등 2014). 따라서 

센터에서는 현재 제공하는 어린이 대상 교육 이외

에도 어린이용 영양, 위생 교구 대여를 확대하는 것

도 식생활 관련 교육의 기회를 늘리는 좋은 방법이

라고 생각한다.

센터에서 제공되는 표준레시피에 대해서는 재료

와 조리방법을 알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

았으나, 조사대상 8개원 중 표준레시피에 나와 있는 

1인 식품량을 식수로 환산하여 발주량까지 연결하

는 곳은 없었다. 보육시설의 급식 운영실태를 조사

한 Song & Kim(2009)에서는 충남지역 95개 보육시

설 중 29.2%의 가정 보육시설이 표준레시피를 사용

하였고, Sohn & Park(2011)의 경기도 지역 110개 보

육시설에서는 38.0%가 표준레시피를 사용하였다. 

Jung 등(2011)에서도 경북지역 236개 보육시설의 ‘표

준레시피 작성’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

게 조사되어 이의 우선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하였다. Lee(2016)는 센터의 영양교육 지원 후에도 

어린이집들의 표준레시피 사용이 개선되지 않은 것

은 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원장들도 표준레시피가 식

단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였지만 정작 표준레

시피를 통해 참고하는 것은 들어가는 재료 목록과 

조리방법이었고, 이를 통해 어린이 1인당 배식량과 

조리가 완성되었을 때 전체 음식의 양, 그 전체 음

식량이 나오기 위해 발주해야 하는 식재료 양의 환

산방법은 모르고 있었다. 또한 면담에 참여한 원장

의 어린이집 운영 경력 평균 13.4년에도 불구하고 

발주, 구매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표

준레시피의 1인 분량을 식수로 계산한 후 식재료 

발주량을 산출하고, 이를 봉지나 나물인 경우 판매 

단위인 단 등으로 환산하여 구매와 정확히 연결시

키는 교육과 홍보를 센터에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식단마당(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2017)을 보면 월간 식단표를 기초로 1일 혹은 1주일

에 해당하는 조리계획서(표준레시피)와 물품구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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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서)를 작성, 출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또한 식단부터 레시피, 발주량을 연결시켜 발

주서를 출력해서 발주량 산출 전산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센터(Bucheon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2017)도 있다. 표준레시피를 이용한 발

주와 구매 작업은 어린이들의 정확한 1인 1회 배식

량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유용한 

프로그램의 보편적 사용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사용

자의 의견수렴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원장들은 센터의 서비스 내용 이외에 

급식 운영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하였을 때 

구매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구매 단위에 익숙하지 않아서 발주에 착오가 생기

는 어려움 외에도 공동구매의 식재료가 싱싱하지 

못한 것과 가격이 비싼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

였다. Yeoh & Kwon(2015)의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1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도 연구결과

를 보면 5점 만점에 3.55점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나, 항목별 점수에서는 가격의 적절성이 2.91

점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가격의 

적절성 만족도 점수가 2.60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3.14점, 민간어린이집 3.08점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

으며, 제품 규격의 다양성에서도 다른 유형의 어린

이집에 비하여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런 원

인으로 가정어린이집의 재원 아동이 적어 발주량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소량일 수밖에 없으며, 공동

구매 업체에서 제공하는 재료의 규격이 국공립어린

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위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Yeoh & Kwon 2015). 보건복지부의 어린

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 

어린이집이 공동구매를 통하여 값싸고 우수한 품질

의 식재료를 적시, 적량으로 공급받아 폐기 식자재 

최소화, 장보는 시간절약 등 식자재 관리의 효율성

을 도모하는 것이 공동구매 시행의 목적이자 장점인 

것을 알 수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그러나 Yeoh & Kwon(2015)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

료 공급 만족도에서도 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Cho 등 2012). 

Cho 등(2012)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들 중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던 특정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

었는데, 이곳에서는 지역 생산자들이 직거래를 통해 

유통과정을 단축하여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저

렴하기 때문이라고 높은 만족도의 이유를 들었다. 

어린이집의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소업체나 대형마트, 농어촌 

산지 직거래 시스템 활용을 강구한다고 하였으나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Yeoh & 

Kwon(2015)에서 공동구매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를 

보면 중소기업(16.7%)이나 지역마트(24.1%)에 비해 

대기업이 과반수 이상(59.3%)으로 가장 많았고, 본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저품질과 고가격의 공동구매 

문제점 또한 거래업체가 대기업에서였다. 식자재의 

우수한 품질뿐 아니라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어린이

집 공동구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체의 품질 신선도 관리와 

가격의 적절성 등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또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산지 직거래 시

스템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기되었

던 공동구매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의 면담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센터 회원 

가입과 홍보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센터

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87.9점

으로 높은 편이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

운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센터 운영비용 659

억 원(2011∼2014년) 대비 최소 7,343억 원에서 최대 

10,356억 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 대

비 11∼15배의 사회적 편익을 보였다고 한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7c). 높은 만족

도와 효과에 비하여 아직까지 가정어린이집의 센터 

회원 가입 비율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6년 9월 기준으로 

전국 207개소 센터의 회원 수는 22,724개이고,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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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회원은 9,914개로 센터 전체 회원 중 

43.6%의 비율을 차지하여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어린

이집으로 집계된 8,680개(38.2%)보다 많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7a).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가정어린이집의 센터 회원 가입률은 44.9%로 과반

수가 안되는 상황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7a).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어린이집부터 단계

적으로 센터 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

정을 추진한다고 하니(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7c), 앞으로 보다 많은 가정어린이집이 센

터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어린이집의 어린이급식관리지지원

센터 이용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를 하기 위하여 서

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 협조가 가능하고 센

터 회원 경험이 1년 이상된 가정어린이집 원장 8명

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활동 내용을 개방형으로 구성하여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한 모든 내용

을 기록ㆍ정리한 후 센터 활동별로 묶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긍정적 경험에는 

‘어린이 영양교육 및 급식관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 ‘공식기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

한 신뢰와 인정’,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것을 실천하게 됨’이 있었다. 평소 어린이집에서 

잘 실시하지 못했던 어린이들의 영양교육을 위해 

전문영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교구를 활용

하여 즐거운 놀이로 교육을 한다는 것에 만족하

고 있었고, 위생ㆍ안전관리 순회방문에 대하여 

업무와 식사준비에 바쁜 원장이나 시간제 근무 

조리종사원이 평소에 잘 챙길 수 없었던 식재료

의 유통기한 확인이나 냉장고의 식재료 보관상태 

등을 점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긍정

적 의견이 있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같

은 공식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준으로 조리종사원 

교육이나 위생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인증과 

관련된 조언을 받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신뢰감

을 표현하였다. 영양관리 순회방문 시 급식에 제

공되는 식단의 구체적 설명이나 어린이집 현황에 

맞게 조리 관련 조언 받는 것에 만족하였고, 염

도계 사용이 저염급식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배식량 교육은 사진자

료보다 실제 급식 때 현장에서 실물로 보여주며 

교육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된다고 하였다.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부정적 경험에는 

‘위생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한 불만과 불안’, 

‘식단 운영에 대한 어려움’,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에 대한 어려움’이었다. 위생 점검 시 보여주기 

꺼려지는 주방이 영양사에게 노출되고 특히 지적

되는 내용에 대하여 사진을 찍거나 결과지로 문

서화되는 것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처

음 센터가 생길 때보다 식단에 대해서는 지속적

인 피드백 결과로 어린이집의 의견이 많이 반영

되어 불편한 점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정어린이집 조리종사원의 짧은 

근무시간 동안 준비하기 어려운 메뉴나 계절적으

로 구하기 힘든 식재료가 있는 경우, 식단에 재

료가 중복되거나 부실해 보이는 메뉴가 있는 경

우 등 식단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위생관리 기

준 준수가 어려운 항목으로 칼과 도마, 앞치마, 

장갑, 행주 등의 재료별(어류, 육류, 채소류), 용도

별(전처리용, 조리용, 청소용) 분리 사용을 하는 

것이 실제 현장 작업에 비해 분류 기준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생것으로 먹는 채소, 과일의 

염소소독은 면담 대상 8개 어린이집 모두 실시하

지 않았고, 베이킹파우더 등의 세척제를 이용하

거나 물로만 세척하고 있었다.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이용 경험에 대한 분

석 결과 센터에 바라는 추가적 지원과 개선점으



J Korean Diet Assoc 23(3):240-262, 2017 | 259

로는 ‘어린이 대상 교육 횟수의 부족함’, ‘표준레

시피 활용의 어려움과 개선의 필요성’, ‘식재료 

구매의 어려움’, ‘가정어린이집 회원의 확대와 홍

보의 필요성’이 있었다. 어린이 영양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크지만 교육의 횟수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 1년에 2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교

구 대여를 늘려 영양교육의 확대를 희망하였다. 

식단과 함께 제공되는 표준레시피에 대해서는 조

리방법을 알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

으나, 조사대상 8개원 중 표준레시피를 발주량까

지 연결하여 사용하는 곳은 없었다. 평상시 잘 

아는 메뉴가 나올 때는 참고하지 않고 있다가 들

어가는 식재료가 무엇인지 양념이나 소스를 어떻

게 만드는지 모르는 경우 레시피를 보고 들어가

는 재료와 조리방법만 참고로 하는 경우가 많았

다. 또한 현재 레시피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

는 엑셀 파일은 열어보기 번거롭고 글씨가 작아

서 보기 어려우며, 설명만으로는 조리방법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표준레

시피에 제시되어있는 식재료 중량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발주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평소

에 구매하는 단위(봉지, 단 등)와 달라 혼돈을 초

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급식 운영의 구매

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구매가 시

간이 절약되는 장점도 있지만 식재료의 구매 단

위에 익숙하지 않아서 발주에 착오가 생기거나 

공동구매의 식재료가 싱싱하지 못한 것과 비싼 

가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센터 내

에서 가정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 등 큰 규모의 

어린이집에 비하여 소외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표현하였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수혜받지 

못한 가정어린이집이 많은 것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가정어린이집에서 이

용 경험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활동과 제시

한 기준에 대한 의견ㆍ보완이 필요한 내용들을 살

펴보았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양적연구와 본 질적연

구의 결과가 비슷한 것이 많았으나 선행되었던 양

적연구에서 언급되지 못한 세부적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어린이집

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앞으로 다양한 

지역 가정어린이집의 의견이 고루 반영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위생관리 방문순회

지도 시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신규 회원이나 

신규 조리종사원의 경우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사

전교육이나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어린이 대상 교육 횟수보다 

많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낮은 연령에 맞는 영양 및 위생 관련 교

구와 교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매

체를 개발하여 대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표준레시피에 대한 이해와 사용방법을 교육ㆍ홍보

하고, 표준레시피를 통한 정확한 양의 식재료 발주

와 적정량의 배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지원

해야 하겠다. 현재 제공되는 엑셀 파일 형태의 표준

레시피는 가독성과 작업 활용성이 부족하므로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

앙급식관리센터와 일부 센터에서 마련한 식자재 발

주프로그램의 상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의견수

렴이 있어야 하겠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이

루어지는 어린이집 공동구매에 대하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서도 식자재 품질 개선과 합리적 가

격 조정을 위한 관리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각 센터에서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가 큰 규

모의 어린이 급식소에 소외되거나 열외되지 않도록 

전담팀이나 전담직원을 구성하고, 낮은 연령의 어린

이와 소규모 급식소만의 차별화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 정원이 

20인 이하가 소규모 급식소로 정의되고 있으나,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비집단급식소 어린이집이 사각지

대가 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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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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