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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ssify parents by considering important factors in the management of foodservice for children. An off-

line survey was conducted by enrolling 583 Korean parents whose children attended public or private kindergartens in

Seoul. The important factors required for managing foodservice for children are meal service resources, menu management,

and food allergy. Considering these factors, parents were grouped into 3 clusters: the allergy important group, environment

important group, and high concern group. Evaluation of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veal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lusters with respect to type of kindergarten. Parents perceived that a private kitchen is more required than a private

dining room, and perceptions about the need for a private kitchen and dining room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clusters. Furthermore, the results reveal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lusters, when considering the need to support meal

service.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 cluster if they plan to support the

kindergarten foodservice. We believe that this study can be used as supportive data to establish a work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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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유아기에는 성장과 발달에 따른 영양소 필요량이 증가하

며, 유아식에서 성인식으로 전환하는 식생활의 자립기다

(MOE & KICCE 2017). 유아기는 영아기와 비교했을 때 음

식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여 식욕이 줄어 소식하거나, 독립심

이 생기면서 음식에 대한 기호가 형성되어 특정 음식에 대

해 편식하거나 과식하는 영양문제를 보인다. 또한, 이 시기

에는 사회화를 이루면서 또래의 식습관이 유아의 건강과 평

생의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유아기는 생애

주기적 특성상 신체와 정신의 발달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

기이며, 앞으로의 적절한 성장 및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단계이다(MFDS & CCFSM

2013). 따라서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요구량 수

준의 적절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이를 통해서 바람직한 식생

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경제 및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기혼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이 증가했으며, 이는 ‘맞벌이 가정’이 보

편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Song 2006). 따라서 자

녀 양육을 위해 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들이 지속해서 증가했으며, 운영형태에 따라 일일 3~5시간

(기본과정, 반일제)부터 많게는 8시간(방과 후 과정, 종일반)

까지 유아들의 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시

간이 길어졌다(Lee et al. 2013). 이로 인해 대부분의 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서는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게 되었

고, 유아의 영양관리에서 유치원과 같은 유아 교육기관의 역

할이 중요해졌다(Jang & Kim 2003; Bae & Lee 2019).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 교육을 위해 설립 및 운

영되는 학교로 정의된다. 하지만 학교급식법에서 유치원은

급식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급식은 법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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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항이 아니며 유치원 급식 운영 시 인력, 시설, 예산 등

에 대한 법적 지원이 제한되었다(Jang & Kim 2003). 이러

한 실정으로 현장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2004년, 2007년 유

아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영양 전문가인 영양사의 배치에 대

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에 대한 기

준을 제정하였다(MGL 2020a;　MGL　2020b).

하지만 개정된 법을 현장에 적용했을 때 미흡한 부분이 많

아 유치원 급식이 유아의 건강 및 영양관리를 위해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안전, 위생, 환경 등 급식관리에 관한

체계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유치원 급식 운영

실태에 관해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식단 작성, 구매, 검수,

배식, 식사 지도 등 급식 관리의 모든 과정에 있어 실질적으

로 영양사가 담당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Rho et al. 2009;

Kim et al. 2011; Lee et al. 2013). 또한, 유치원 급식의 위

생관리 실태를 조사한 Lee et al. (2012)는 조리 시설 및 설

비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해 대다수의 유치원에서 위

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제언했으며, 서울·경

기 지역의 어린이 급식 현황에 대해 분석한 Kim et al.

(2011)은 급식 전용 식당이 있는 유치원이 적어 식사환경에

도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유치원 급

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는 유아의 건강을 해치고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유아의 건강과 영양 관리 및 안전한 식사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서는 유치원 급식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유치원 급식의 내실화를 위해서 유

치원 급식 운영 실태(Jang & Kim 2003; Lee et al. 2006;

Rho et al. 2009; Kim et al. 2011), 급식 운영에 대한 학부

모의 인식이나 요구사항 또는 만족도(Jang & Kim 2003;

Lee 2005; Lee 2008; Lee et al. 2013)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하지만 유치원 급식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

인 운영방안 및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급식 소비자인 학부

모들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식 환경에 대한

인식 및 지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에서 급식을 운영하는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급식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고, 유치원 급

식관리 시 중요도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하여 요인화

를 하였다. 요인에 따라 학부모 유형을 구분하여 급식 지원

시 우선 고려해야 할 항목을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제도적

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시하고자 했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9년 7월 2일부터 19일까지 약 18일간 서울

특별시교육청 산하 국·공·사립 유치원 811개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서울특별시교육

청에서 각 유치원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대상자에게 배포되

었으며, 우편, 이메일, 팩스로 수거되었다. 응답자는 공립단

설 유치원 87명, 공립병설 유치원 549명, 사립유치원 291명

으로 총 학부모 927명이었다. 자기 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

성했으며 회수 후 부실한 설문을 제외한 583명(회수율 63%)

의 설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번호: 2019-07-01-07)의 승

인을 받아 수행되었다.

2. 조사 내용

설문지 내용은 선행연구(Jang & Kim 2003; Kim 2009;

Park 2009; Lee 2014)를 기반으로 학부모 일반사항, 영양·

급식관리 중요도, 급식공간에 대한 인식, 영양·급식관리 개

선에 대한 지원 필요도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학

부모 일반사항’은 설립 유형, 유아 연령(만 연령), 자녀 유치

원 일과, 급식 이용 여부, 학부모 성별, 학부모 연령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영양·급식관리 중요도’는 기호도 높

은 식단, 적절한 영양관리, 다채로운 식단, 식품알레르기 표

시, 알레르기 대체/제거 식단 제공, 식재료의 원산지, 제철 식

재료, 조리 공간 및 시설, 식당 공간, 영양·식생활 교육, 조

리 인력, 영양(교)사 배치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했으며, ‘전

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5점)의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급식 공간에 대한 인식’은

유치원 전용 조리 및 식당 공간의 유무에 대해 ‘예’, ‘아니오’

이분법 형태로, 각 전용공간의 필요도에 대해 리커트 5점 척

도로 제시했다. ‘영양·급식관리 개선에 대한 지원 필요도’

는 조리 공간의 위생 및 안전 개선, 조리 공간의 확장, 조리

시설·설비의 구입, 독립된 식당 공간의 확보, 영양(교)사 배

치, 조리 인력 충원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제시했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SPSS (ver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했다. 유치원 급식관리 시 중요도에 대한 문

항들 사이에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끼리 묶어 하나의 유형을

형성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이후 각 요인 내 문항

들끼리 일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척도

(Chronbach’s α)를 계산해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앞선 요인

분석으로 얻어진 요인을 바탕으로 유치원 급식관리 시 중요

도에 대해 유사한 성향이 있는 연구 대상자들을 하나의 집

단으로 분류하기 위해 K-means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했다. 군집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및 급식환경에 대한 지원

필요도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수행한 후,

Scheffe’s로 사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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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설문지에 응

답한 부모의 성별은 여성(554명, 95%), 남성(29명, 5%)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357명, 61.2%)가 가장 많았으

며, 40대 이상(220, 37.7%), 20대(6명, 1%)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에 따라 공립병설이 364명(62.4%)으로 가장 많았고,

사립(163명, 28%), 공립단설(56명, 9.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자녀의 연령은 5세 213명(36.5%), 4세 170명(29.2%),

3세 134명(23.0%), 6세 이상 42명(7.2%) 순이었다. 자녀 유

치원 일과는 교육과정(반일제) 278명(47.7%), 방과후과정(종

일제) 285명(48.9%)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2. 학부모가 인식하는 급식관리 중요 항목 분석

유치원 급식관리 시 중요도 측정항목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

석법(Principle components analysis)을 선택했고, 직각회전방

식의 베리멕스(Varimax)를 통해 요인회전을 실시했다. 고윳

값이 1 이상인 요인만 추출했으며, 각 측정항목의 요인적재

량(factor loading)은 0.5 이상이었다. KMO (Kaiser-Meyer-

Olkin) 값은 0.894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은

편으로 보이며, Barlett의 구형성 검정(Barlett’s sphericity

test)을 통해 요인분석 모형으로서 적합함을 알 수 있다

(p<0.001).

유치원 급식관리 시 중요도를 측정하는 총 12개의 항목을

통해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총 3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해

당 요인들의 분산설명력은 63.0%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1은 ‘조리인력’, ‘영양(교)사 배치’, ‘식당 공간’, ‘조리 공

간 및 시설’, ‘영양·식생활 교육’, ‘제철 식재료’, ‘식재료의

원산지’의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급식자원’으로 명명했다.

요인2는 ‘다채로운 식단’, ‘적절한 영양관리’, ‘기호도 높은

식단’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메뉴관리’라고 명명하였다.

요인3은 ‘식품알레르기 표시’, ‘알레르기 대체/제거 식단 제

공’의 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식품알레르기’라고 명명했다.

유치원 급식관리 시 중요도에 대한 요인별 Cronbach’s α 값

은 급식자원 0.876, 메뉴관리 0.639, 식품알레르기 0.747로

각 요인에 속한 항목들 사이에 일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단체급식 관리 시 중요도 요인분석에 관한 선행연구와 비

교하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치원 급식 서비스의 품질 특성

에 대해 중요도, 수행도 그리고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Lee &

Lee(2010) 등은 음식영역, 메뉴영역, 시설영역, 위생영역, 분

위기영역, 급식효과영역으로 요인을 구분하였다. 공공의료기

관 급식 품질 및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Kim(2009)은 음식

및 메뉴, 서비스, 영양관리 및 효과, 가격 및 위생으로 요인

을 나눴다. 초등학교 급식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요인

분석을 한 Chu(2003)은 환경 관리, 품질 관리, 서비스 관리,

교육 및 훈련, 인적 관리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관여도와 만족도를 평가한 Yoon et al. (2005)은 음식 만족도,

영양 및 위생 만족도, 서비스 및 환경 만족도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따라 요인의 세부 항목 및 명칭은 다르나

도출된 시설, 위생, 서비스, 인적관리 등과 같은 요인은 ‘급

식자원’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음식, 메뉴, 영양 등의 요인은

‘메뉴관리’로 볼 수 있으므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유아기에는 알레르기의 유병률 및 사고율이

높으므로 식품알레르기 관리를 통해서 성장발달에 지장이 없

도록 해야 한다. Kim & Kim 2017에 의하면, 보육기관 종

사자와 학부모에 있어 ‘알레르기 대체 식단 제공’, ‘알레르기

표시 식단’, ‘대상별 식품알레르기 교육’ 등 식품알레르기 관

련 지원 및 교육이 필요도가 높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급식관리 시 ‘식품알레르기’를

중요 요인으로 삼았다.

3. 급식관리 중요도에 따른 군집분석

유치원 급식관리 시 중요도에 대한 요인점수를 바탕으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것이 각 집단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별

빈도수는 군집1 168명, 군집2 181명, 군집3 234명으로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군집분석에 따른 유치원 급식관

리 시 중요도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고, 각 군집별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군집의 명칭을 부여했다.

군집 1은 유치원 급식관리 시 중요도 요인 중 식품알레르

기 요인(4.8/5점 만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

어 ‘알레르기관리 중요 집단’으로 명명했다. 군집 2는 급식

자원 요인(4.17)과 메뉴관리 요인(4.27)에서 높은 점수를 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N (%)

Gender
Female 554 (95.0)

Male 29 (5.0)

Age

20~29 6 (1.0)

30~39 357 (61.2)

Above 40 220 (37.7)

Type of 

kindergarten

Public independent kindergarten 56 (9.6)

Public attached kindergarten 364 (62.4)

Private 163 (28.0)

Age of children 

(years)

3 134 (23.0)

4 170 (29.2)

5 213 (36.5)

Above 6 42 (7.2)

Operating hour of 

kindergarten

Half-day 280 (48.0)

Full-day 285 (48.9)

Total 58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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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급식환경 중요 집단’으로 명명했으며, 군집 3은 모든 요

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급식 고관심 집단’으로 명했다.

Lee & Chang(2006)은 병원급식에 대한 입원환자들의 견

해를 바탕으로 ‘긍정적 평가군’, ‘부정적 평가군’ 두 집단으

로 군집화하여 병원 급식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인식, 만족도,

재방문 의사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처럼 단체급식에서 소비

자를 군집화하여 급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만족도 등에

관한 연구는 병원급식에 관한 연구가 유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급식서비스의 소비자인 학부모의 유치원

급식에 대한 견해를 토대로 군집화를 실시했다. 향후 이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유치원 급식관리 시 중요도 군집 간의 인구학적 특성

유치원 급식관리 시 중요도 군집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인

구학적 통계 변수 중에서 설립유형(P < 0.001)이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관리 중요 집단(군집1)은 다른 두 군집에 비해서

공립단설(4.8%)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급식환경 중요 집단

(군집2)의 경우, 다른 군집에 비해 사립(35.9%)의 비율이 가

장 높았으며, 공립병설(57.5%)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급식

고관심 집단(군집3)의 특성을 보면 다른 두 군집에 비해서

공립병설(65.4%) 및 공립단설(15.4%)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

며, 사립(19.2%)의 비율은 가장 낮았다.

5. 급식관리 시 중요도 군집별 급식 공간의 필요성 분석

유치원 급식관리 시 중요도 군집에 따른 유치원 전용 조

리 및 식당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군집별 유치원 전용 조리 및 식당 공간

유무에 대한 유의미한 관련성은 없었으나 유치원 전용 조리

및 식당 공간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의 비율은 각각 58.5,

24.7%로 상당수의 유치원이 전용 조리 및 식당 공간을 가지

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Factor analysis for importance of foodservice variable

Item

Factor

communality Cronbach’s αMeal service 

resources

Menu 

management
Food allergy

1 Culinary staff 0.828 0.749

0.876

2 Dietitian 0.759 0.591

3 Dining room 0.740 0.594

4 Cooking place and facilities 0.740 0.648

5 Education of nutrition and diet 0.653 0.604

6 Seasonal food ingredients 0.610 0.566

7 Origin of food ingredients 0.530 0.472

8 Diversity of menu 0.782 0.686

0.6399 Management of nutrition 0.771 0.630

10 Provide preferable menu 0.577 0.436

11 Label for food allergy 0.879 0.813
0.747

12 Provide food allergen-free menu 0.829 0.770

Eigen value 3.691 2.062 1.807

variance (%) 30.758 17.180 15.060

Total % of variance 30.758 47.938 62.998

KMO 0.894

Barlettís test of sphericity 2 2881.084

Sig. ***1)

1)***p<0.001

<Table 3> Cluster analysis for importance of foodservice variable

Factor Cluster 1 (n=168) Cluster 2 (n=181) Cluster 3 (n=234) F value

Meal service resources 4.16 4.17 4.88 352.555***1)

Menu management 4.24 4.27 4.83 197.346***

Food allergy 4.80 3.84 4.96 1317.632***

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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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전용 조리 공간의 필요에 대한 인식은 ‘급식 고관

심 집단’(4.59), ‘급식환경 중요 집단’(4.27), ‘알레르기관리

중요 집단’(4.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 전용 식당 공간

에 대한 인식의 경우 ‘급식 고관심 집단’(4.07), ‘알레르기관

리 중요 집단’(3.51), ‘급식환경 중요 집단’(3.41) 순이었다.

두 항목 모두 군집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전용 조리 공간의 필요에 대한 인식의 경우 세 군집 모두

평균 점수 4점(필요하다) 이상으로 유치원 내에 별도의 조

리 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급식 고관심 집단을 제

외한 두 집단에서는 식당 공간에 대한 필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6. 급식관리 시 중요도 군집별 급식 지원 필요도 분석

영양·급식관리 개선을 위한 지원 항목으로 조리 공간의

위생 및 안전 개선, 조리 공간의 확장, 조리 시설설비의 구

입, 독립된 식당 공간의 확보, 영양(교)사 배치, 조리 인력 충

원 총 6가지로 구성했으며 군집별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모

든 항목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0.001), 그 결

과는 <Table 6>과 같다.

‘조리 공간의 위생 및 안전 개선’에 대한 지원 필요도는 ‘급

식 고관심 집단’(4.78), ‘알레르기관리 중요 집단’(4.52), ‘급

식환경 중요 집단’(4.35)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목에 대한

세 군집의 점수는 다른 항목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영양·급식 관련 개선을 위한 지원 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영양·급식관리 개선 항목 중 조리 시설설비의 구입, 영

양(교)사의 배치, 조리 인력 충원의 경우 세 군집 모두 평균

점수 4점 이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조리 시설설비

의 구입’ 및 ‘조리 인력 충원’ 항목에 대한 지원 필요도는 각

‘급식 고관심 집단’(4.67, 4.70), ‘알레르기관리 중요 집단’

(4.20, 4.08), ‘급식환경 중요 집단’(4.11, 4.08) 순으로 나타

났다. ‘영양(교)사의 배치’의 경우 급식 고관심 집단’(4.73), ‘급

식환경 중요 집단’(4.14), ‘알레르기관리 중요 집단’(4.11) 순

이었으며, 영양·급식관리 개선을 위한 지원 항목 중에서 유

일하게 ‘알레르기관리 중요 집단’보다 ‘급식환경 중요 집단’

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cluster about impotance of foodservice

Cluster 1 

(n=168)

Cluster 2 

(n=181)

Cluster 3 

(n=234)
Total 2 value

Allergy important

group

Environment 

important group

High concern 

group

Type of

kindergarten

Public independent kindergarten 8 (4.8)1) 12 (6.6) 36 (15.4) 56 (9.6)

26.238***2)Public attached kindergarten 107 (63.7) 104 (57.5) 153 (65.4) 364 (62.4)

Private 53 (31.5) 65 (35.9) 45 (19.2) 163 (28.0)

Age of children

(years)

3 35 (22.6) 41 (23.2) 58 (25.6) 134 (24.0)

4.167
4 50 (32.3) 59 (33.3) 61 (26.9) 170 (30.4)

5 62 (40.0) 63 (35.6) 88 (38.8) 213 (38.1)

Above 6 8 (5.2) 14 (7.9) 20 (8.8) 42 (7.5)

Operating hour of 

kindergarten

Half-day 83 (50.9) 79 (44.9) 118 (52.2) 280 (49.6)
2.295

Full-day 80 (49.1) 97 (55.1) 108 (47.8) 285 (50.4)

Gender
Female 159 (94.6) 173 (95.6) 222 (94.9) 554 (95.0)

0.182
Male 9 (5.4) 8 (4.4) 12 (5.1) 29 (5.0)

1)N(%), 2)***p<0.001

<Table 5> Perception about need for a private kitchen and dining room according to cluster about impotance of foodservice

Cluster 1 (n=168) Cluster 2 (n=181) Cluster 3 (n=234)

total F/2Allergy important

group

Environment 

important group

High concern 

group

Private kitchen
with 91 (54.2%)1) 111 (61.3%) 139 (59.4%) 341 (58.5%)

1.973
without 77 (45.8%) 70 (38.7%) 95 (40.6%) 242 (41.5%)

Private dining room
with 35 (20.8%) 46 (25.4%) 63 (26.9%) 144 (24.7%)

2.022
without 133 (79.2%) 135 (74.6%) 171 (73.1%) 439 (75.3%)

Need for private kitchen 4.20±0.7532) 4.27±0.83 4.59±0.69 16.132***3)

Need for private dining room 3.51±1.04 3.41±1.03 4.07±1.03 24.969***

1)N (%), 2)mean±SD 3)***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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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공간의 확장’은 ‘급식 고관심 집단’(4.62), ‘알레르기

관리 중요 집단’(4.03), ‘급식환경 중요 집단’(3.95) 순으로

나타났다. 군집별 ‘독립된 식당 공간의 확보’에 대한 지원 필

요도 점수는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았으며, ‘급식 고관심

집단’(4.56), ‘알레르기관리 중요 집단’(3.88), ‘급식환경 중요

집단’(3.84) 순이었다. 앞선 유치원 전용 조리 공간 및 식당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식당 공간보다 조리공

간에 대한 지원 필요도가 더 요구됨을 알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치원 급식의 내실화를 위한 운영방안 및 정

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 내의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의 학부

모 583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급식 관리 시 중요 요인에 따

라 군집을 나누어 유형을 만들었다.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

성, 조리 및 식당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영양·급식관

리 시 지원 필요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

다. 유치원 급식관리 시 중요도에 따라 급식자원 요인(Food

service resources factor), 메뉴관리 요인(Menu management

factor), 식품알레르기 요인(Food allergy factor) 3가지로 요

인분석을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3개의 군집으로 학부모 유

형을 세분화하였다. 음식알레르기 관리를 중요시하는 알레르

기관리 중요 집단(군집 1), 급식자원 및 메뉴관리에 대한 관

리를 중요시하는 급식환경 중요 집단(군집 2), 모든 급식의

모든 면에서 관심도가 높은 급식 고관심 집단(군집 3)으로

명명했다. 유치원 급식관리 시 중요도 군집에 따른 인구통계

학적 변수 중 설립유형(p<0.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끼리 비교했을 때 공립단설에는 급식 고관심 집단의 비

율이 가장 높았고, 알레르기 중요 집단이 가장 낮았다. 공립

병설은 급식 고관심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급식환경

중요 집단이 가장 낮았다. 사립은 급식환경 중요 집단의 비

율이 가장 높았고 급식 고관심 집단이 가장 낮았다. 유치원

급식관리 시 중요도 군집에 따른 유치원 전용 조리 및 식당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군집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p<0.001). 전용 조리 공간의 필요도는 알레르기관리 중요

집단, 급식환경 중요 집단, 급식 고관심 집단 순으로 높아지

며, 세 군집 모두 평균 점수 4점 이상으로 별도의 조리 공간

의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전용 식당 공간의 필요도는 급식환

경 중요 집단, 알레르기관리 중요 집단 급식 고관심 집단 순

으로 높아지지만 세 군집 모두 조리 공간보다 식당 공간의

필요도는 낮았다. 영양·급식관리 개선을 위한 6가지 지원

항목의 필요도 모두 유치원 급식관리 시 중요도 군집에 따

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대부분의 지원 항목에

서 급식관리 중요 집단, 알레르기관리 중요 집단, 급식 고관

심 집단 순으로 지원 필요도가 증가했지만 유일하게 ‘영양(교)

사 배치’ 항목은 알레르기관리 중요 집단보다, 급식관리 중

요 집단에서 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다. ‘조리 공간의 위

생 및 안전 개선’ 항목은 세 군집 모두 다른 지원 항목보다

필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조리 시설설비의 구입’, ‘영양(교)

사의 배치’, ‘조리 인력 충원’ 항목은 세 군집 모두 평균 점

수 4점 이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독립된 식당 공

간의 확보’ 항목은 세 군집 모두 다른 지원 항목보다 필요도

가 가장 낮았다.

결론적으로 유치원 급식관리 시 중요도에 따른 학부모 유

형별 급식 공간에 대한 인식과 급식지원의 필요도에 대해 분

석한 결과, 유치원 설립유형에 따라 학부모 군집 유형의 비

율이 유의미하게 달랐으며, 학부모 군집 유형별 조리 및 식

사 공간의 필요성 그리고 급식지원 필요도에 대한 인식에 차

이를 보였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급식 지원 시 유치원 설립

유형별 학부모 군집 특성을 바탕으로 지원항목의 우선순위

를 개별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치원 급식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바탕으로 학부모 유형에 대해 분석한

국내 첫 연구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첫째, 유치원

뿐만 아니라 유아보육시설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의

운영, 관리, 지원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

째, 영유아의 적절한 영양관리를 위해서 유치원 및 유아보육

시설의 학부모 맞춤형 다양한 급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Table 6> Perception about need to support meal service according to cluster about impotance of foodservice

Cluster 1 (n=168) Cluster 2 (n=181) Cluster 3 (n=234)

F-valueAllergy important

group

Environment important

group
High concern group

Improve hygiene and safety of kitchen 04.52±0.7121) 4.35±0.69 4.78±0.56 023.071***2)

Extension of kitchen 4.03±0.78 3.95±0.78 4.62±0.70 49.034***

Purchase cooking facilities 4.20±0.73 4.11±0.77 4.67±0.65 37.469***

Retain private dining room 3.88±0.91 3.84±0.93 4.56±0.77 46.302***

Employment of dietitian 4.11±0.88 4.14±0.73 4.73±0.65 46.694***

Recruit more culinary staffs 4.08±0.81 4.08±0.74 4.70±0.60 53.808***

1)mean±SD 2)***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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