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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 식단의 쌀빵 이용 현황 및 영양사의 인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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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current status of bread menus at school, business and industry (B & I), and

military foodservice operations and to analyze dietitians’ perceptions of applying rice bread in foodservice menus. A

questionnaire, which was developed by content analysis, situation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 was distributed to 183

schools, 31 B & I operations, and 26 air force dietitians. In the school and B & I foodservices, wheat bread was used much

more than rice bread and serving frequencies of morning rolls and sliced bread were higher. The military foodservices,

however, served much more rice bread as burger buns than the other groups. For the school and B&I operations, consumer

preference for wheat bread was perceived as high. In contrast, soldiers preferred rice bread to wheat bread in the military

foodservices. The recognized advantages of using rice bread were different among the three groups. The military dietitians

perceived the main advantage of using rice bread as an increase of rice consumption, while the school and B & I dietitians

viewed it as promoting a healthy image. In all groups, the primary difficulties for using rice bread were the higher cost of rice

bread as compared to wheat bread and a lack of facilities (e.g. oven). The military dietitians had the highest levels of positive

and active interest as well as intention and opinions toward using rice bread. On the other hand, the school and B & I dietitians

had very positive perceptions of rice bread but did not actually apply it in their foodservice menus. Over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development of diverse menus using rice bread along with government support of its use, including

facilities with ovens as well as rice bread subsidies, should be carried out for on-going expansion of the rice bread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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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내의 쌀 소비량은 1970년대 국민 1인당 136.4 kg/년이

었던 것에 비해 2007년에는 76.9 kg/년으로 지속적인 감

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는 참살이

(well-being),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대체식품(채소류,

육류, 어개류, 식빵, 떡, 국수, 라면 등)의 소비 증가를 들

수 있다(통계청 2008). 이와 같이 쌀 소비의 감소로 인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쌀의 수입은

2000년 107천 톤에서 2006년 246천 톤으로 129.9% 증가

하여 오히려 수급불균형이 확대되었으며(농림부 2007), 이

에 여러 분야의 단체나 업체에서 쌀가루를 이용한 제품이나

기능성 쌀 가공품을 개발하는 등(Kum 2001) 쌀의 소비촉

진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메뉴의 다양성 및 고객의 기호도 충족 측면을 위해 보조

식 개념으로 빵을 제공하는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고, 학교급식을 통해 쌀 및 쌀 가공품을 보급하는 것은 쌀

소비 증진으로서의 측면 뿐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적 식

문화를 계승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Jung 2001). 또한 빵 급식이 주가 되는 외국의 경우 밀가

루 알러지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Community Health Services Department 2002;

Massachusetts Department of Education 2007), 밀가

루 글루텐(gluten)의 주성분인 글리아딘(gliadin)으로부터

오는 셀리악병(Celiac disease)과 같은 만성 알러지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쌀을 비롯한 non gluten 전분소재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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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 연구 및 다양한 조리법이 개발되고 있는 것(Satin

1988: Schober 등 2005: Ciacci 등 2007: Celiac Disease

and Gluten-free Information 2008)은 밀가루 대신 쌀을

이용한 빵 급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쌀가루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쌀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에 따라 국내에서의 쌀빵과 관련된 연구는 쌀의 제빵 특성

(Kang 등 1997a; Kang & Han 2000; Choi 2001; Jung

등 2002), 쌀빵의 노화성(Kang 등 1997b), 쌀빵 제조와 관

련된 문제점(Kang & Nam 1999; Lee & Lee 2006), 쌀의

생리활성 효과(Nam & Kang 1998) 등 식품학 및 가공학,

영양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쌀가루를 첨가하

여 만든 빵에 대한 선호도가 모든 연령층에서 높게 나왔다

는 연구도 있으며(Lee 등 2006), 군대에서는 제과제빵 메

뉴가 월 6회 편성되어 쌀가루가 30% 함유된 빵을 1회에 2

개 제공하고 있고, 선호도 또한 90% 이상으로 나타나 제공

빈도 및 고객의 선호도 모두 높다고 보고되었다(Choi 등

2004). 하지만 급식에서의 쌀빵 적용과 관련한 연구는 아직

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쌀의 소비 촉진, 밀 알러지 예방 등 사회적 요

구에의 부응 뿐 아니라 급식 메뉴의 다양화를 통한 고객 만

족 증대 효과를 위해 쌀빵을 급식에 적용하는 것은 궁극적

으로 급식의 양적·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된

다. 또한 메뉴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주체자인 영양사의 쌀

빵에 대한 인식 파악은 메뉴 개발의 기본 단계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단체급식 식단으로 제공되

는 밀가루빵과 쌀빵의 종류 및 제공 현황을 알아보고, 단체

급식에 쌀빵을 적용하는데 대한 영양사들의 인식을 급식소

유형별로 비교함으로써 쌀빵의 단체급식 식단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단체급식 분야 중 쌀빵의 적용 및 확대 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된 학교급식소, 산업체급식소, 군대급식소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교급식의 경우 비례층화추출법을 사

용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실시교 중 2%

인 총 217개교 영양사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산

업체급식 영양사의 경우 대기업 및 중소기업 위탁급식업체

10곳의 영양사 중 설문참여의사를 밝힌 77명을 대상으로 선

정하였고, 군대급식은 군무원으로 채용되어 배치된 공군영

양사를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하여 4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7년 9월 1일~10월 26일까지 56

일간 진행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학교급식 183부(회수율

84.3%), 산업체급식 31부(회수율 44.3%), 군대급식 26부

(회수율 65.0%)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학교급식 관련 문헌들을 대상으로 급식 실시 현황, 급식

제공 메뉴 및 기호도 등에 대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실사(situation analysis)를 통해 급

식 시설 및 제공 메뉴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영양

사 대상 심층면접법(in-depth interview)을 적용하여 각

단체급식소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

로 본 조사에 사용할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설문

문항은 학교급식 영양사, 산업체급식 영양사, 군대급식 영

양사,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자 총 4명의 전문가의 의견

을 수렴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가 자기 기입 방식(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조사대상자 및 조사대상 급식소의 일반사항, 급

식소의 빵 이용 현황, 밀가루빵과 쌀빵, 쌀가루 이용제품의

제공 빈도 및 선호도, 단체급식 메뉴로서의 쌀빵 적용가능

성에 대한 의견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일

반사항은 조사대상별 특성에 맞도록 학교급식의 경우 학교

유형, 급식 유형, 운영 형태, 배식장소, 오븐 구비 여부, 끼

니별 제공식수, 영양사 지위 및 근무경력에 대해, 산업체급

식의 경우 업장 유형, 운영 형태, 식비 부담 방식, 오븐 구

비 여부, 급식비 및 식품비, 영양사 지위 및 근무경력에 대

해, 군대급식의 경우 오븐 구비 여부, 급식비, 영양사 지위

및 근무경력에 대해 조사하였다. 둘째, 급식 메뉴로 이용한

빵의 종류를 밀가루빵 및 쌀빵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납

품 형태는 생지와 완제품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급식에 제공해 본 빵 종류는 대표적인 3가지를 직접 기입하

도록 하였다. 셋째, 밀가루빵과 쌀빵과 함께 쌀빵과 주원료

가 동일한 쌀가루 이용제품 3가지(쌀국수, 쌀과자, 떡) 등

총 5개 제품에 대해 제공 빈도는 상시 제공,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2-3개월 1회, 6개월 1회, 연 1회, 전

혀 제공하지 않음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5개 제품에 대해서

급식대상자, 즉 학생, 직장인, 군인의 선호도는 어떠한지를

리커트 7점 척도(1=전혀 좋아하지 않음, 4=보통, 7=매우

좋아함)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넷째, 쌀빵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쌀빵의 인지 경로 및 장·단점에 대해 조사하였으

며, 쌀빵 특징에 대한 인식과 쌀빵 적용에 대한 관심, 지원

의지, 시행 경험, 바람직한지에 대한 인식, 실현가능성의 5

개 문항에 대해서는 리커트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4=보통, 7=매우 그러함)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쌀빵(rice bread)’이라는 용어는 ‘쌀가

루를 주원료로 만든 빵’으로 정의하였다.

3. 통계 분석 방법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SPSS Win 13.5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빵 이용 현황, 쌀빵에 대한 영양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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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및 적용가능성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는 기술통계분

석으로 빈도와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단체급식 분야별 영

양사 인식의 유의성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

한 Scheffe multiple comparison으로 사후검정을 실시하

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1) 학교급식소

학교급식소 및 영양사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 학교 총 183개교 중 초등학교는 121개교(66.1%),

중학교는 31개교(16.9%), 고등학교는 30개교(16.4%)이었

다. 급식 유형별로는 도시형 145개교(79.2%), 농어촌형 37

개교(20.2%), 도서벽지형 1개교(0.5%) 순으로 조사되었고,

학교급식 운영 형태는 위탁급식 166개교(90.7%), 직영급식

17개교(9.3%)였다. 전통적 급식체계의 형태로 급식을 운영

하는 학교가 168개교(91.8%)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배식

장소별 유형은 식당 배식 91개교(49.7%), 교실배식 71개교

(38.8%), 식당 및 교실의 혼합배식 17개교(9.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빵 급식에 필요한 오븐 시설이 구비되어 있

는 학교는 17개교(9.3%)로 굉장히 낮은 빈도를 보여 빵 급

식의 빈도가 낮은 이유를 유추할 수 있었다. 1회 제공 식수

는 점심이 평균 1,180.6식이었고, 아침 127.3식, 저녁

525.7식이었다. 응답자 중 영양교사 118명(64.5%), 영양사

51명(27.9%), 기타 13명(7.1%)이었으며 영양사 경력은 평

균 10년 3개월(123.3개월)로 조사되었다.

2) 산업체급식소

산업체 급식소의 일반사항은 <Table 2>와 같다. 조사대

상자 중 산업체 영양사의 수는 총 31명으로 공장 10개소

(32.3%), 사무실 7개소(22.6%) 등의 업장에서 근무한다고

조사되었으며, 그 중 18명(58.1%)은 식단가제 방식으로 위

탁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식비는 회사부담 13개소

(41.9%), 급식대상자와 회사부담 병행 9개소(29.0%), 급식

대상자 자부담 9개소(29.0%)의 순이었으며, 대다수의 급식

소(83.9%)에서 오븐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1인당 평균

급식비는 3140.4원이었고, 그 중 식품비는 평균 1824.2원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산업체 영양사는 대부분 정규직으로

(93.5%) 평균 5년 6개월(66.2개월)의 근무 경력을 갖고 있

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 its dietitian

Category Frequency Percent (%)

School type

Elementary school 121 66.1
Middle school 31 16.9
High school 30 16.4
No response 1 0.5

Geographical 
distribution

Urban 145 79.2
Rural 37 20.2
Remote country 1 0.5

Management
type

Contracted 166 90.7
Self-operation 17 9.3

Production
system

Conventional 168 91.8
Commissary 13 7.1
Co-management 2 1.1

Dining
place 

Dining room 91 49.7
Classroom 71 38.8
Dining room+Classroom 17 9.3
Others 4 2.2

Using oven 
in the kitchen

Yes 17 9.3
No 164 89.6
No response 2 1.0

No. of meals1)
Breakfast 127.3±162.5
Lunch 1180.6±619.40
Dinner 525.7±465.3

Status of
dietitian

Nutrition teacher 118 64.5
Dietitian 51 27.9
Others 13 7.1
No response 1 0.5

Period of work experience (months)1) 123.3±66.90
Total 183 100.0

1)Mean±SD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 industry (B&I)

foodservice operation and its dietitian

Category Frequency Percent (%)

Type of
company

Business office 7 22.6
Factory 100 32.3
Training institute 2 06.5
Government office 5 16.1
Banking facility 1 03.2
Others 5 16.1
No response 1 03.2

Management
type

Profit and loss type 180 58.1
Management fee type 7 22.6
No response 6 19.3

Allotment of 
paying for
meals

Paid by customer 9 29.0
Paid by company 130 41.9
Paid by customer+company 9 29.0

Using oven 
in the
kitchen

Yes 4 12.9
No 260 83.9
No response 1 03.2

Meal cost per person (won)1) 3140.4±935.40
Food cost per person (won)1) 1824.2±336.40
Status of
dietitian

Regular 290 93.5
Irregular 2 06.5

Period of work experience (months)1) 66.2±45.7
Total 310 100.00

1)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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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대급식소

공군영양사와 군대급식소의 일반사항 조사결과 <Table 3>

과 같이 나타났다. 오븐을 사용하는 곳이 8개소(30.8%), 사

용하지 않는 곳이 18개소(69.2%)로 조사되었고, 급식비 예

산은 1인 1일을 기준으로 주식비 1040.5원, 부식비 3410.5

원, 후식비 549.0원, 그리고 건빵, 쌀국수, 라면 등 특별식

733.0원으로 구성되었다. 영양사는 26명 모두 정규직이었

고, 평균 12년(144.6개월)의 영양사 경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단체급식 메뉴에서의 빵 이용 현황

현재 단체급식소의 빵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각 급

식소에서 납품받고 있는 빵을 이용한 대표메뉴와 밀/쌀빵

여부 및 납품 형태를 복수로 응답하게 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학교급식과 산업체급식에서 제공하고 있는 빵의 형

태는 대부분 밀가루빵인 반면, 군대급식에서는 거의 쌀빵

(82.1%)을 제공하고 있어 급식 유형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군대급식에서는 쌀 소비 확대를 위하여 정책적으

로 쌀빵이 군납되고 있으며(Choi 등 2004) 식재 선택의 권

한은 국방부의 물자부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영양사는 정

해진 식재를 이용한 메뉴 구성의 자율성만이 부여되어 있는

군급식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이다. 빵의 납품형태는 학교급

식 83.1%, 산업체급식 92.2%, 군대급식 100.0%로 완제품

이 주류를 이루었다. 생지 형태를 이용하려면 오븐이 구비

된 급식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생지의 이용률이 낮은 것

으로 사료된다.

제공되는 빵의 형태는 학교급식의 경우 모닝빵 77회

(24.1%), 식빵 58회(18.1%), 마늘빵 50회(15.6%), 도너츠

29회(9.1%), 머핀 22회(6.9%), 찐빵 18회(5.6%)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산업체급식의 경우 식빵 22회(32.8%), 모닝

빵 19회(28.4%), 마늘빵 7회(10.4%) 순이었으며, 군대급식

에서는 대부분(90.7%)이 햄버거빵이었다.

3. 밀가루빵과 쌀빵, 쌀가루 이용제품의 제공 빈도 및 선호도

학교급식, 산업체급식, 군대급식 메뉴에서 밀가루빵 및 쌀

가루 이용제품의 이용 빈도와 영양사들이 인식한 급식 대상

자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5>과 같다. 학교 급

식소는 밀가루빵을 주로 ‘한달에 1회(104개소, 56.8%)’ 제

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제공한 적 없음

(22개소, 12.0%)’의 빈도가 높았다. 산업체 급식소의 경우

에도 ‘한달에 1회(12개소, 38.7%)’이 가장 많았으나 군대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3회’ 제공한다는 응답이 무응답을 제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ir force (military) foodser-

vice operation and its dietitian

Category Frequency Percent (%)
Using oven 
in the kitchen

Yes 08 030.8
No 18 069.2

Meal cost per
person (won)1)

Rice staple food 1040.5±31.600
Main dishes (except rice)
Side dishes 3410.5±31.600

Desserts 549.0±0.000
Special dishes 733.0±396.1

Status of
dietitian

Regular 26 100.0
Irregular 00 000.0

Period of work experience (months)1) 0144.6±98.300
Total 26 100.0

1)Mean±SD

<Table 4> Current status of bread-based menu for foodservice
1)

Category School (N=183) B & I (N=31) Military (N=26)

Types of bread Wheat bread 287(92.6) 63(96.9) 7(17.9)
Rice bread 23(7.4) 2(3.1) 32(82.1)

Forms of order End product 255(83.1) 59(92.2) 40(100.0)
Dough 52(16.9) 5(7.8) 0( 0.0)

Kinds of bread Morning roll 77(24.1) 19(28.4) 0(0.0)
Sliced bread 58(18.1) 22(32.8) 3(7.0)

 Garlic bread 50(15.6) 7(10.4) 1(1.6)
Doughnut 29(9.1) 2(3.0) 0(0.0)
Muffin 22(6.9) 1(1.5) 0(0.0)
Steamed bread with bean (Jjin Bbang) 18(5.6) 2(3.0) 0(0.0)
Burger bun 16(5.0) 0(0.0) 39(90.7)
Cake 15(4.7) 0(0.0) 0(0.0)
Cruller 11(3.4) 0(0.0) 0(0.0)
Chinese bread(Ggot Bbang) 7(2.2) 3(4.5) 0(0.0)
Hot dog 5(1.6) 0(0.0) 0(0.0)
Glutinous bread covered sesame (Ggae-Chal Bbang) 4(1.3) 1(1.5) 0(0.0)
Streusel bread 3(0.9) 3(4.5) 0(0.0)
Others2) 5(1.6) 7(10.4) 0(0.0)

1)For no. of triple answers
2)Others: Glutinous rice cake, Croissant, Sponge cake, Mocha bread, Bagel, Choco-pi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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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rving frequency and preference of wheat and rice processed products N(%)

wheat bread rice bread rice noodle rice cracker rice cake
School B&I Military School B&I Military School B&I Military School B&I Military School B&I Military

Frequency

Always 4
(2.2)

4
(12.9)

1
(3.8)

2
(1.1)

0
(0.0)

1
(3.8)

1
(0.5)

0
(0.0)

0
(0.0)

1
(0.5)

0
(0.0)

0
(0.0)

2
(1.1)

0
(0.0)

0
(0.0)

2-3 times/week 1
(0.5)

3
(9.7)

4
(15.4)

0
(0.0)

0
(0.0)

20
(76.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1
(3.2)

0
(0.0)

Once/week 0
(0.0)

4
(12.9)

0
(0.0)

0
(0.0)

1
(3.2)

0
(0.0)

1
(0.5)

1
(3.2)

0
(0.0)

0
(0.0)

1
(3.2)

0
(0.0)

7
(3.8)

2
(6.4)

0
(0.0)

Once/two weeks 5
(2.7)

4
(12.9)

1
(3.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2
(6.6)

1
(3.2)

0
(0.0)

Once/month 104
(56.8)

12
(38.7)

0
(0.0)

13
(7.1)

3
(9.7)

0
(0.0)

2
(1.1)

4
(12.9)

3
(11.5)

6
(3.3)

3
(9.7)

0
(0.0)

94
(51.4)

11
(35.5)

0
(0.0)

Once/2-3 months 9
(4.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2
(6.5)

0
(0.0)

Once/6 months 6
(3.8)

0
(0.0)

0
(0.0)

2
(1.1)

1
(3.2)

0
(0.0)

0
(0.0)

0
(0.0)

0
(0.0)

0
(0.0)

1
(3.2)

0
(0.0)

0
(0.0)

2
(6.5)

0
(0.0)

Once/year 2
(1.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3.2)

0
(0.0)

0
(0.0)

0
(0.0)

0
(0.0)

2
(1.1)

0
(0.0)

0
(0.0)

Never 22
(12.0)

3
(9.7)

2
(7.7)

94
(51.4)

16
(51.6)

1
(3.8)

85
(46.4)

14
(45.2)

2
(7.7)

76
(41.5)

16
(51.6)

3
(11.5)

7
(3.8)

6
(19.4)

3
(11.5)

No response 30
(16.4)

1
(3.2)

18
(69.2)

72
(39.3)

10
(32.3)

4
(15.4)

94
(51.4)

11
(35.5)

21
(80.8)

100
(54.6)

10
(32.3)

23
(88.5)

57
(31.1)

6
(19.4)

23
(88.5)

Total 183
(100.0)

31
(100.0)

26
(100.0)

183
(100.0)

31
(100.0)

26
(100.0)

183
(100.0)

31
(100.0)

26
(100.0)

183
(100.0)

31
(100.0)

26
(100.0)

183
(100.0)

31
(100.0)

26
(100.0)

Preference1) 5.98±0.88a 5.32±0.99a 3.75±0.50b 5.40±1.315.00±2.654.62±1.074.22±1.225.00±1.834.33±0.584.91±1.445.33±1.166.00±0.005.29±0.965.38±0.966.00±0.00
F-value 16.453*** 2.360 0.609 0.637 0.866

1)Mean±SD, Likert 7 point scale : 1. strongly dislike 4. normal 7. strongly like
***p<0.001 

abScheffe multipl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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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4개소, 15.4%) 학교 및 산

업체 급식소보다 자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쌀빵은 대부분의 학교(94개교, 51.4%)와 산업체(16개소,

51.6%) 급식소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었고 제공하는 경우 학

교나 산업체 급식소에서는 ‘한달에 1회’ 제공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3개교, 9.7%). 반면 군대 급식소에서는

‘일주일에 2~3회’ 제공한다는 응답이 20개소(76.9%)로 나

타났는데, 현재 군대급식에서 주 2회 수요일과 금요일 석식

으로 쌀빵을 제공하도록 정책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학

교, 산업체, 군대급식소 모두 쌀국수나 쌀과자를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특히 군대급식소에서는 쌀과자를 제

공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떡의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제공

빈도가 다른 급식소보다 높게 나왔으며 군대에서는 제공하

지 않고 있었다.

각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밀가루빵과 쌀

빵, 쌀가루 이용제품에 대한 고객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학

교급식(쌀빵 5.40, 밀가루빵 5.98)과 산업체급식(쌀빵

5.00, 밀가루빵 5.32)에서는 쌀빵에 비해서 밀가루빵에 대

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군대급식에서는 쌀빵(4.62)

이 밀가루빵(3.75)보다 병사들의 선호도가 더 높다고 조사

되었다. 쌀빵을 정책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군대 급식에서 처

음에는 생소할 수 있는 쌀빵이 잦은 급식으로 인해 익숙해

지면서 선호 메뉴로 자리잡은 것으로 여겨진다.

쌀빵과 쌀가루 이용 제품간의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에서

는 학교급식의 경우 쌀빵(5.40)이 쌀국수(4.22)나 쌀과자

(4.91), 떡(5.29)에 비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체급식이나 군대급식에서는 쌀빵(산업체 5.00,

군대 4.62)에 비해 쌀과자(산업체 5.33, 군대 6.00)나 떡

(산업체 5.38, 군대 6.00)의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나 학생

들이나 병사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후식 개발에 있어 쌀빵 외

에 쌀과자나 떡의 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4. 단체급식에서의 쌀빵 메뉴의 적용 가능성 평가

1) 쌀빵의 인지 경로 및 쌀빵 적용의 장·단점 분석

조사대상자별 쌀빵을 인지하게 된 경로 및 급식 메뉴에의

쌀빵 적용 시 장·단점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쌀빵 인지 경로는 학교급식 영양사의 경

우 ‘홍보용 빵 시식’이 71명(40.3%)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슈퍼/제과점에서 판매’ 56명(31.8%), ‘담당자의

<Table 6> Opinions for rice bread utilization1)
N(%)

Items School B&I Military χ
2

Routes of
recognizing
rice bread 

TV/radio advertisement 19(10.8) 3( 9.7) 9(34.6) 0.054
Internet advertisement 12( 6.8) 6(19.4) 1( 3.8) 6.256*
Article in a webpage 14( 8.0) 3( 9.7) 3(11.5) 0.425
Newspaper/magazine advertisement 20(11.4) 6(19.4) 3(11.5) 1.567
Recommendation of others 9( 5.1) 3( 9.7) 1( 3.8) 1.209
Supermarket/bakery shop 56(31.8) 13(41.9) 9(34.6) 1.229
Tasting a rice bread sample 71(40.3) 8(25.8) 8(30.8) 2.920
Visited rice bread seller 46(26.1) 1( 3.2) 1( 3.8) 13.481**
Others 12( 6.8) 2( 6.5) 4(15.4) 2.413
Total 259(141.5) 42(135.5) 39(150.0)

Advantages 
of using
rice bread

Acceleration of rice consumption 99(54.7) 15(48.4) 22(84.6) 9.426**
Variety of foodservice menu 62(34.3) 13(41.9) 5(19.2) 3.406
Excellence of nutrition 93(51.4) 15(48.4) 15(57.7) 0.517
Fit to consumers’ preference 15( 8.3) 9(29.0) 4(15.4) 11.341**
Promotion of healthy image 104(57.5) 22(71.0) 16(61.5) 2.050
Others 2( 1.1) 0( 0.0) 0( 0.0) 0.639
Total 285(155.7) 102(329.0) 62(238.5)

Difficulties
of using
rice bread

Higher cost compared to wheat bread 121(67.2) 25(80.6) 10(38.5) 11.837**
Limitation of menu application 67(37.0) 13(41.9) 7(26.9) 1.444
Lack of facilities (ex. oven) 124(68.5) 23(74.2) 12(46.2) 6.000*
Lack of dietitian’s perception 12( 6.6) 2( 6.5) 0( 0.0) 1.826
Lack of publicity 22(12.2) 3( 9.7) 3(11.5) 0.158
Limited cooking method 51(28.2) 10(32.3) 5(19.2) 1.272
Low preference of consumers 19(10.5) 3( 9.7) 5(19.2) 1.823
Lack of policies for foodservice 13( 7.2) 2( 6.5) 6(23.1) 7.389*
Others 8( 4.4) 0( 0.0) 1( 3.8) 1.421
Total 437(238.8) 81(262.3) 49(188.5)

1)For multiple choice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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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방문’이 46명(26.1%) 순으로 응답하였다. 산업체급식

영양사는 다수가 ‘슈퍼/제과점에서 판매’하는 쌀빵을 통해

처음 접하였으며(13명, 41.9%), 군대급식 영양사의 경우에

는 ‘TV/라디오 광고’(9명, 34.6%), ‘슈퍼/제과점에서 판매’

(9명, 34.6%)의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홍보용

빵 시식’의 경우 학교급식 영양사의 응답률이 높은데 비해,

산업체와 군대급식 영양사는 그 응답률이 매우 유의하게 낮

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산업체와 군대 대상으로 쌀빵 샘플

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급식 메뉴에의 쌀빵 적용시 장점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

사한 결과, 군대급식 영양사는 ‘쌀 소비 촉진’(22명, 84.6%)

이라는 의견이 다른 급식소 영양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p<.001), 학교(104명, 57.5%)와 산업체급식 영양

사(22명, 71.0%)의 경우 ‘건강 지향적 급식 이미지 제고’의

응답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객의 기호 충

족’이라는 문항에서는 산업체 급식 영양사가 다른 그룹에 비

해 유의하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p<.001).

반면 쌀빵을 급식 메뉴에 적용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학교와 산업체, 군대급식 모두 ‘비교적 높은 원가’와 ‘조리

시설(오븐 등)의 부족’이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를 통해 급식 식단에서 쌀빵의 활용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과 시설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요인 중 ‘비교적 높은 원가’

에서는 산업체 영양사의 응답률이 유의하게 높았고(p<.01),

‘조리시설(오븐 등)의 부족’에서는 군대 영양사의 응답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며(p<.05), ‘급식 정책 미흡’에서는 군대 영

양사의 응답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5).

2) 쌀빵 특징에 대한 영양사의 인식도

쌀빵의 특징에 대해 영양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Likert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내었

다. 세 단체급식소 영양사 모두 쌀빵에 대해 ‘건강 지향적

이다’(학교 6.17, 산업체 6.03, 군대 5.77)라는 의견에 가

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고, 다음으로 ‘쌀빵은 영양적이다’

(학교 5.98, 산업체 5.97, 군대 5.73)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모든 문항에서 영양사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주변에서 쉽게 살 수 있다’

(학교 3.08, 산업체 2.97, 군대 3.38)와 ‘가격이 적절하다’

(학교 3.26, 산업체 3.23, 군대 3.62) 항목에 대해서는 세

급식소 영양사 모두 평균 이하의 값을 보여주어 아직은 쌀

빵의 접근성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판단해볼 수 있으며, 이

는 앞의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쌀빵의 원가 절감에 대한 노

력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3) 쌀빵 메뉴의 급식 적용가능성에 대한 영양사의 인식도

조사대상자별 쌀빵 메뉴의 급식 적용가능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전반적으로 군대

급식소의 영양사가 다른 두 급식소의 영양사와 비교하여 쌀

빵 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급식 메뉴에

쌀빵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군대급식(4.59)과

학교급식(4.52) 영양사가 산업체 급식(3.58) 영양사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p<.01). 쌀빵 적용에 대

한 급식소 운영기관의 지원의지에 대해서는 군대급식(4.86)

영양사가 산업체급식(3.52) 영양사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응답수준을 보였다(p<.01). 특히 군대급식에서의 쌀빵을 적

용하기 위한 방안 및 정책의 시행 경험은 평균값이 4.86점

으로 보통 이상의 값을 보여주었으며 학교급식(1.89), 산업

체급식(1.52)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바

(p<.001), 군대에서는 쌀빵을 급식 메뉴에서 이용하려는 시

도가 다른 급식소에 비해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군영양사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급

식에서 쌀빵을 메뉴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5.14,

p<.05) 실현가능성이 높다(5.45, p<.001)는 의견을 보임으

로써 현재 제공하고 있는 쌀빵 급식이 비교적 성공적이며 다

른 급식 분야에서도 적용한다면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되었

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에게 제기된 군인들의 급식 메뉴 다

양성에 대한 요구도(Lee 등 1990; Kim & Jung 2006)를

충족뿐만 아니라 군대 급식에서의 쌀빵 제공의 활성화 및 병

<Table 7> Perceived attributes of rice bread Mean±SD

Items1) Total School B & I Military F-value
Overall quality of rice bread is good 5.32±1.10 5.35±1.11 5.39±0.92 5.08±1.26 0.705
Texture of rice bread is good 4.61±1.16 4.52±1.14 4.97±1.25 4.81±1.06 2.400
Taste of rice bread is good 4.77±1.11 4.74±1.11 4.84±1.13 4.92±1.13 0.366
Rice bread is nutritious 5.95±0.92 5.98±0.90 5.97±0.98 5.73±0.92 0.856
Rice bread is good for health 6.10±0.91 6.17±0.88 6.03±1.05 5.77±0.86 2.306
Rice bread is digestive 5.70±1.00 5.74±1.00 5.70±1.09 5.44±0.92 0.979
Rice bread is reliable 5.62±1.14 5.65±1.13 5.84±1.24 5.23±0.99 2.153
Rice bread is attractive 5.70±1.11 5.72±1.11 5.74±1.15 5.46±1.10 0.648
Rice bread is novel 5.70±1.14 5.75±1.16 5.77±1.12 5.23±0.95 2.482
Rice bread is easy to purchase 3.10±1.28 3.08±1.29 2.97±1.43 3.38±0.94 0.827
Price of rice bread is proper 3.30±1.14 3.26±1.20 3.23±1.06 3.62±0.75 1.144

1)Likert 7 point scale: 1. strongly disagree 4. normal 7. 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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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급식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2~3가지의 한정된 메뉴가 아닌 메뉴 개발을 통한 다양한 쌀

빵 식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학교급식의 영양사들은 급식 메뉴에 빵 메뉴를 활

용하는 데 비교적 높은 의지와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적용

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학교급식에 있어서 학생들의 메

뉴 기호도를 조사한 Han & Hong(2002), Koo & Park

(1998)의 연구에 의하면, 샌드위치나 햄버거 등 빵 메뉴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결

과 학교 영양사들도 밀가루빵보다 영양적으로 유익한 쌀빵

이용에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나, 다양한 빵 메뉴

를 적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생산적, 재정적 지원이 충족되

지 못하여 실제 적용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본 설문 조사 전에 이루어진 급식 현장 실사조사(situation

analysis)와 영양사대상 심층면접법(in-depth interview)

에서도 영양사들의 빵 급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도 불구

하고 시설적인 제한으로 인해 적용 횟수는 많지 않다는 의

견이 도출되었다. 이는 Kim & Lee(2001)의 연구에서도 지

적된 바와 같이 학교 급식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예산의 확보 및 상급 기관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급

식 현장의 시설 설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급식 현장에서 쌀빵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빵 메뉴를 급식에 적용하기 위

해 요구되는 오븐 등 시설·설비적 환경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군대 급식에서와 같이 정책적으로 쌀빵을 저

렴한 가격으로 학교급식에 지원해 주는 유통체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 영양사 183명, 산업체급식

영양사 31명, 공군 영양사 26명을 대상으로 현재 단체급식

에서 제공되는 밀가루빵 및 쌀빵의 종류 및 제공 현황을 파

악하고, 단체급식에 쌀빵을 적용하는데 대한 영양사들의 인

식을 급식소 유형별로 비교함으로써 쌀빵의 단체급식 식단

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식과 산업체급식에서 제공하고 있는 빵의 형

태는 대부분 밀가루빵인 반면, 군대 급식에서는 거의 쌀빵

(82.1%)을 제공하고 있었다. 빵의 납품형태는 학교급식

83.1%, 산업체급식 92.2%, 군대급식 100.0%로 완제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제공되는 빵의 형태는 학교급식의 경우 모

닝빵 77회(24.1%), 식빵 58회(18.1%), 마늘빵 50회(15.6%)

을, 산업체급식의 경우 식빵 22회(32.8%), 모닝빵 19회

(28.4%), 마늘빵 7회(10.4%)을 제공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군대급식에서는 대부분(90.7%) 햄버거빵으로 제공하고 있

었다.

둘째, 단체급식 메뉴에 밀가루빵 및 쌀빵, 쌀가루 이용제

품이 포함되어 있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 학교 급식소와 산

업체 급식소는 밀가루빵과 쌀빵을 주로 ‘한달에 1회’ 제공하

는 반면 군대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3회’ 제공한다는 응

답이 무응답을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나 학교 및 산업체

급식소보다 빵 급식의 빈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쌀과

자나 떡의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제공 빈도가 다른 급식소에

서보다 높게 나왔으며 군대에서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영양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고객 선호도를 조사한 결

과, 학교급식(쌀빵 5.40, 밀가루빵 5.98)과 산업체급식(쌀

빵 5.00, 밀가루빵 5.32)에서는 쌀빵에 비해서 밀가루빵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군대급식에서는 쌀빵

(4.62)이 밀가루빵(3.75)보다 병사들의 선호도가 더 높다고

조사되었다. 쌀빵과 쌀을 이용한 가공제품간의 선호도를 비

교한 결과에서는 학교급식의 경우 쌀빵(5.40)이 쌀국수

(4.22)나 쌀과자(4.91), 떡(5.29)에 비해 학생들의 선호도

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쌀빵을 인지하게 된 경로로는 학교급식 영양사의 경

우 ‘홍보용 빵 시식(40.3%)’, 산업체급식 영양사는 ‘슈퍼/

제과점에서 판매(41.9%)’, 그리고 군대급식 영양사는 ‘TV/

라디오 광고’(34.6%)의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급식

<Table 8> Perception for the application of rice bread among dietitians Mean±SD

Items1) Total School B & I Military F-value
Being interested in applying rice bread to the 
noncommercial foodservice menu 4.40±1.57 4.52±1.57a 3.58±1.69b 4.59±1.40a 4.904**

Having intention to give positive supports for applying rice 
bread to the noncommercial foodservice menu 4.06±1.50 4.05±1.54ab 3.52±1.50b 4.86±1.32a 5.099**

Having experienced to perform policies for applying rice 
bread to the noncommercial foodservice menu 2.13±1.58 1.89±1.33b 1.52±0.99b 4.86±1.61a 53.361***

Regarding applying rice bread to the noncommercial 
foodservice menu as desirable 4.60±1.51 4.61±1.55ab 4.10±1.30b 5.14±1.55a 3.060*

Regarding applying rice bread to the noncommercial 
foodservice menu as realistic 4.52±1.52 4.51±1.57b 3.81±1.33b 5.45±1.44a 7.476***

1)Likert 7 point scale: 1. strongly disagree 4. normal 7. strongly agree
*p<0.05, **p<0.01, ***p<0.001 
abScheffe multipl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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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에의 쌀빵 적용시 장점으로는 ‘건강 지향적 급식 이미

지 제고’, ‘쌀 소비 촉진’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

면 쌀빵을 급식 메뉴에 적용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학

교와 산업체, 군대급식 영양사 다수가 ‘비교적 높은 원가’와

‘조리시설(오븐 등)의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넷째, 쌀빵 특징에 대해 ‘건강 지향적이다’와 ‘영양적이다’

라는 인식 수준이 높은 반면, ‘주변에서 쉽게 살 수 있다’와

‘가격이 적절하다’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의 값을 보여주어

쌀빵의 접근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급식에 쌀빵을 적용

하는데 대한 영양사의 인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로는, 급식

메뉴에 쌀빵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p<.01), 쌀빵 적

용에 대한 급식소 운영기관의 지원의지(p<.01), 급식에서의

쌀빵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 및 정책의 시행 경험(p<.001)에

서 군대급식 영양사가 다른 급식 유형의 영양사에 비해 유

의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또한, 군대급식 영양사는

쌀빵을 메뉴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5.14) 실현가능성

이 높다(5.45)는 의견을 보임으로써 현재 제공하고 있는 쌀

빵 급식이 비교적 성공적이며 다른 급식 분야에서도 적용한

다면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단체급식 분야별 각 급식대상자 특성

에 알맞은 메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쌀빵의 합리적인 이용

방안을 모색해보고, 각 분야별 차이를 고려한 쌀빵 식단의

체계적인 운영 방침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

다. 학교나 산업체 급식에서는 현재 쌀빵을 적극적으로 제

공하고 있는 군대급식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며

군대급식은 더 양질의 쌀빵 급식을 위해서 개선점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서는 급식에서의 쌀빵 제공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급식 예산 및 유통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쌀빵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킴으로써 밀가루빵에 길들여진

입맛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연구 결과에서 나

타났듯이 현재 보유율이 낮은 오븐의 보급이 선행되어야 생

지형태의 빵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빵 급식이 이루어지고 다

양한 메뉴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쌀빵을 이용한 단체

급식 메뉴를 개발함과 동시에 기존의 빵 급식 메뉴의 문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영양사 및 급식

대상자 모두의 기호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단체급식 메뉴로는 생소한 쌀빵을 적용가능성

을 탐색하기 위해 밀가루빵 및 쌀빵의 제공 실태에 대해 조

사한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군대 급식을 제

외한 다른 급식 유형에서는 쌀빵 제공이 저조한 관계로 제

공 경험이 없는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에 표본수

가 적고 응답율이 낮아 쌀빵 및 쌀가루 이용제품에 대한 결

과는 일반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지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표본 추출이 필요하며 밀가루빵 및 쌀빵을

급식 메뉴로 선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각적인 요

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제로

쌀빵을 제공하여 본 후 급식 대상자의 선호도를 조사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

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쌀 소비 증진 및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한 단체급식 메뉴에서의 쌀빵 활용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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