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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erceptions of Korean foods and school foodservice sat-
isfaction level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s provided by a Korean menu-focused school foodservice. The 
study subjects included middle school freshmen attending a school providing Korean menus and their parents. 
A survey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obtain information on general characteristics, perceptions of tradi-
tional Korean foods, and degrees of satisfaction toward school foodservice. The student subjects had sig-
nificantly lower interest and preference for traditional Korean foods and less positive perceptions of traditional 
Korean foods than the parent subjects. In regard to degrees of satisfaction for school foodservice, the students 
evaluated the current Korean menu-focused foodservic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revious foodservice pro-
vided to them during their elementary school days. The parent subjects' also generally reported very high sat-
isfaction levels of the foodservice. The current study findings suggest there are positive effects of 
Korean-style school foodservice and support its further expansion to other schools. It is recommended that di-
etary education on the excellence of traditional Korean foods should accompany the provision of Korean-style 
foodservices in order to better guide adolescents' recognition of the matter. 

Key words : Korean menu-focused school foodservice, perceptions of Korean foods, satisfaction toward 
Korean foodservice, middle school students,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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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 음식은 우리 민족의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그리고 통과의례 등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한국인의 생활 여건에 알맞게 발전되

어 왔다. 삼면이 바다를 이루고 있고 농경이 주를 

이루고 있는 자연환경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곡류 

특히 쌀을 위주로 하고 채소류, 어패류를 곁들이는 

식습관이 형성되었다. 한국 음식은 자연적인 조건에 

따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다양하고 풍부한 

식재료가 사용되며, 여러 가지 식재료를 골고루 배

합하여 이용하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건

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며, 계절이나 지

역에 따라 생산되는 산물이 다양하므로 이를 이용

한 조리법이 다양하고 특색 있게 발달되었다. 특히 

계절에 따른 제철음식은 신선하고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계절에 따라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

를 보충할 수 있으며, 김치, 된장, 고추장 등의 발효

식품은 건강에 유익한 기능성 성분을 많이 함유하

고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시화, 핵가족화, 취업 주부의 증가, 

외식 산업 및 식품 산업의 발달로 인해 식생활의 

서구화, 간편화 및 가공 식품이 증가하면서(김 등 

2004) 청소년들의 식습관과 식품기호에도 많은 영향

을 주어 서양 음식과 가공 식품을 선호하는 방향으

로 변화되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식습관 및 비만 

이환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성인병 및 영양불

균형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

체적, 정신적으로 성장이 활발한 시기로 발육에 필

요한 균형 있는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며, 이 시기에 

고정된 식습관은 향후 성인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식생활에 있어서 어린 아동들과는 

달리 스스로 식품 섭취를 결정하기 때문에 독립성

이 신장된 이들 청소년의 식생활을 바람직한 방향

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이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정확한 영양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이 등 2006). 따
라서 학교에서의 영양교육과 급식은 물론 가정에서

의 식생활 환경도 중요하므로 학부모와 다양한 교

육매체를 통해 한식 위주의 식단이,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이 많이 포함된 현행의 일반급식보다 영양

과 건강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

가 있다. 또한 청소년에게 다양한  한국 음식을 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식에 대한 기호성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학교급식에서 우리나라 전통

음식의 사용 실태(Lee 2006)를 보면 전통음식과 외

국음식을 비슷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고, 외국음

식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외국음식

에 대한 기호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Moon(2003)은 1995년과 2001년의 학교급식 식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한국식이 줄고 서양

식이 증가했다고 하였다. 이처럼 식생활의 서구화와 

함께 외국음식에 대한 학생들의 기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급식에서 외국음식을 혼용해

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교생에게 한식 위주의 

식단으로 학교급식을 실천하고 있는 성남시 E 중
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식 식단 

급식의 인식, 기호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초등

학교에서 경험했던 급식의 만족도와 비교하여 학

교에서의 한식 급식 활용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

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한식을 중심으로 

한 급식을 제공받는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과 

그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한

식 급식을 제공 받기 직전의 중학교 1학년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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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type Definition

Korean menu Dishes of traditional Korean food items and Korean cooking methods

Korean+Foreign menu Dishes of foreign food items cooked by traditional Korean cooking methods or dishes of Korean food items 
cooked by traditional foreign cooking methods

Foreign menu Dishes of foreign food items and foreign cooking methods
Dishies of foreign food items and foreign cooking methods not transformation in Korea

<Source: Jung(2002)>

Table 1. Menu type classified by food items and cooking methods.

Menu type Research school 2 other middle schools in neighborhood

     Korean  503 ( 89.8)  332 ( 75.7)

     Korean+Foreign menu   32 (  5.7)   44 ( 10.0)

     Foreign menu   25 (  4.5)  62.5 ( 14.3)

     Total  560 (100.0) 438.5 (100.0)

Table 2. Serving frequency by menu type.
N (%)

구기간은 2009년 3월 첫째 주에 1차 조사를 하였고, 
한식 급식을 9개월간 제공받은 후 2009년 11월 셋째 

주에 2차 조사를 하였다. 학부모용 설문지는 2009년 

5월에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내

용과 기재 요령 등을 설명한 후 현장에서 대상자가 

직접 기록하게 하였다.
학생의 경우 1차 조사에서 일반적 특성, 초등학교

에서 받았던 급식의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2차 조사

에서 한식에 대한 인식, 중학교에서 받은 급식의 만

족도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한

식에 대한 인식 및 자녀에게 제공되는 한식 급식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한식 급식을 제공받는 연구대상 학교는 1학년의 

재학생수가 62명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대상

수는 제한적이었다.
1차와 2차 설문지는 각각 62부씩 배부하여 1차

는 59부, 2차는 57부가 회수되었으며, 학부모용 

설문지는 55부가 수거되었다. 응답이 불충분하거

나 타당도가 떨어지는 설문지는 제외한 후 1차, 2
차 각각 57부, 학부모는 55부인 총 169부를 통계 ·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 학교의 급식형태

학교급식 식단의 분류는 Jung(2002)의 연구를 기

준으로 Table 1과 같이 한식, 한식과 외국음식의 혼

용식 및 외국식으로 분류하였다.
Table 2는 연구대상 학교의 급식식단 분석을 위해 

경기도 내의 두 중학교와 연구 대상학교에서 제공된 

2009년 3월, 6월, 10월, 2008년 12월 식단을 비교 ․ 
분석한 결과이다. 한식, 한식과 외국음식의 혼용식, 
외국식의 제공 빈도를 조사한 결과로 연구대상 학

교는 한식이 89.8%, 한식과 외국음식의 혼용식이 

5.7%, 외국식이 4.5%인데 반해, 일반학교는 한식이 

75.7%, 한식과 외국음식의 혼용식이 10%, 외국식이 

14.3%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학교가 한식이 유의하

게 많으며, 한식과 외국음식의 혼용식 및 외국식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3.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Yoon(2007), Choi(2008), 
Lee(2008), Song(2009)의 연구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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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한식 중심 급식 전 · 후 학생을 대상으

로 한 설문지와 학부모용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설

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가

족형태, 부모 연령과 직업 등을 급식 전에 조사하였다.

2) 한식에 대한 인식

한식급식을 9개월간 제공받은 후 학생 및 학부모

를 대상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도, 선호도, 인지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한식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관심

있다, 약간 관심있다, 보통이다, 거의 관심없다, 전

혀 관심없다의 5가지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한식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좋아한다, 약간 좋아한다, 보통

이다, 거의 좋아하지 않는다,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의 5가지 척도를 적용하였다. 한식에 대한 인지도는 

한식의 영양과 다양성, 건강, 조리방법 및 기타 항

목(한식의 색, 맛, 질감)에 관한 총 17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5점 Likert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평균점

수를 구한 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문항에 대한 인

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3) 급식 만족도 및 요구도

9개월간 한식 식단 급식을 제공 받은 후 한식급

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

고 이를 초등학교에서 경험했던 학교급식의 만족도

와 비교하였다. 또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중학교에서 

자녀에게 제공한 한식급식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을 조사하였다.

4. 통계분석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7.0)를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

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한식에 대한 인식 비교

를 위해 Likert 점수화 된 문항은 평균값을 구하여 

T-test로 유의 검정하였고, 나머지 문항은 χ²-test를 

하였다.

결 과

1. 일반 사항

조사대상 학생의 일반사항은 Table 3과 같다. 대

상자의 평균연령은 만 12.3세였고, 성별은 남학생이 

49.1%, 여학생이 50.9%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가
족형태는 핵가족이 84.2%, 확대가족이 12.3%로 핵가

족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식사준비

는 어머니가 82.5%, 할머니가 10.5%, 본인 1.8% 순

으로 나타나, 주로 어머니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아버지의 연령은 41∼50세가 90.7%로 가장 많았

으며 51세 이상이 5.6%, 40세 이하가 3.7% 순이었

고, 어머니의 연령은 41∼50세가 78.6%로 가장 많았

으며 40세 이하가 17.9%, 51세 이상이 3.6%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직이 66.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자영업이 18.9%, 판매서비스

직이 13.2% 순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

문직이 46.2%, 전업주부 40.4% 순으로 조사되었다.

2. 학생과 학부모의 한식에 대한 인식

1) 한식에 대한 관심도

한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정도와 동기는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한식에 ‘매우 관심 있

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학생이 15.8%, 학부모는 

56.4%였으며, ‘약간 관심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학생이 31.6%, 학부모는 29.1%로, 학부모가 한식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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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tudents Parents

Degree of
 interest

Very interested  9 (15.8) 31 (56.4)

Interested 18 (31.6) 16 (29.1)

So-so 20 (35.1)  7 (12.7)

Uninterested  9 (15.8)  1 ( 1.8)

Very uninterested  1 ( 1.8)  0 ( 0.0)

χ²/P = 25.849/0.000***

Motivation of
 interest

School lessons or
 foodservice  3 (11.1)  6 (12.8)

Their parents  9 (33.3) 23 (48.9)

Books  4 (14.8)  3 ( 6.4)

Mass media  6 (22.2)  6 (12.8)

Other  5 (18.5)  9 (19.1)

χ²/P = 3.242/0.518

***P＜0.001 by Chi-square test

Table 4. Degree and motivation of interest in Korean foods.

N (%)
Variables N (%)

Age (years) 12.3±0.591)

Gender
Boy 28 (49.1)

Girl 29 (50.9)

Family form

Nuclear family 48 (84.2)

Extended family  7 (12.3)

Other  2 ( 3.5)

Meal preparer

Mother 47 (82.5)

Grandmother  6 (10.5)

Myself  1 ( 1.8)

Housemaid  3 ( 5.3)

Age of father

≤40 years  2 ( 3.7)

41∼50 years 49 (90.7)

≥51 years  3 ( 5.6)

Age of mother

≤40 years 10 (17.9)

41∼50 years 44 (78.6)

≥51 years  2 ( 3.6)

Occupation of father

Professional 35 (66.0)

Salesperson  7 (13.2)

Self-employed 10 (18.9)

Other  1 ( 1.9)

Occupation of 
mother

Professional 24 (46.2)

Salesperson  2 ( 3.8)

Self-employed  4 ( 7.7)

House wife 21 (40.4)

Other  1 ( 1.9)
1) Mean±SD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subjects. 

Variables Students Parents

Degree of 
 preference

Very preferable 19 (33.3) 41 (74.5)

Preferable 22 (38.6) 10 (18.2)

So-so 16 (28.1)  4 ( 7.3)

Dislikable  0 ( 0.0)  0 ( 0.0)

Very dislikable  0 ( 0.0)  0 ( 0.0)

χ²/P = 19.737/0.000***

Reason for
 preference

Good for health  6 (14.6) 19 (37.3)

Palatability 30 (73.2) 29 (56.9)

Good nutrition  1 ( 2.4)  3 ( 5.9)

Variety  4 ( 9.8)  0 ( 0.0)

Etcetera  0 ( 0.0)  0 ( 0.0)

χ²/P = 10.818/0.013*

*P＜0.05, ***P＜0.001 by Chi-square test

Table 5. Degree and reason of preferences in Korean foods.

N (%)

한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동기에서 학생은 

‘부모님을 통해’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고, 
‘매스컴(TV, 신문, 잡지, 라디오 등)’을 통해서는 

22.2%로 조사되었다. 반면 ‘학교교육 또는 학교급식’
을 통해 관심을 가진 학생은 11.1%에 불과하여 학

교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는 

‘부모님을 통해’라는 응답이 48.9%로 학생들의 응답

과 유사하였다.

2) 한식에 대한 선호도

한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정도와 선호하

는 이유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한식을 ‘매우 좋아 

한다’와 ‘약간 좋아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학생이 

각각 33.3%, 38.6%인 반면 학부모는 각각 74.5%, 
18.2%로 학부모가 한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01). ‘거의 좋아하지 않는다’와 ‘전혀 좋아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과 학부모는 없었다.
한식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입맛에 잘 맞아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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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tudents Parents t-value P

Nutrition and 
variety

Korean foods are nutritionally balanced  4.26±0.751) 4.67±0.51 −3.404 0.001**

Korean foods give higher fullness and lower calorie than 
other countries' foods 4.09±0.81 4.42±0.66 −2.368 0.020*

Korean foods contain many healthy fermented ingredients 
as Kimchi and Doenjang 4.51±0.57 4.84±0.37 −3.607 0.000***

Korean foods are natural and safe
(no additives) 4.14±0.81 4.52±0.61 −2.769 0.007**

Korean foods involve various ingredients including
vegetables, meats, and grains 4.44±0.63 4.69±0.51 −2.350 0.021*

Korean foods are seasonally diverse 4.46±0.66 4.65±0.48 −1.830 0.070

Health

Korean foods are healthy 4.42±0.63 4.75±0.44 −3.185 0.002**

Korean foods can prevent chronic diseases 4.26±0.70 4.71±0.57 −3.727 0.000***

Korean foods can prevent obesity 4.26±0.67 4.58±0.60 −2.653 0.009**

Korean foods can prevent cancer 4.19±0.77 4.51±0.64 −2.373 0.019*

Cooking
method

The cooking method of Korean foods are various 4.47±0.68 4.40±0.71  0.559 0.577

Korean foods are elaborated 4.37±0.72 4.71±0.46 −2.989 0.004**

Korean foods use healthy recipes with a little oil and sugar 4.04±0.79 4.38±0.62 −2.569 0.012*

Korean cooking method minimize nutrient loss 4.02±0.74 4.00±0.79  0.121 0.904

Color, taste,
texture

The color and shape of Korean foods are very beautiful 4.07±0.88 4.16±0.74 −0.606 0.546

Korean foods have variety of taste 4.19±0.79 4.38±0.62 −1.402 0.164

Korean foods have good texture 3.72±0.96 4.20±0.70 −3.031 0.003**

Total 4.23±0.51 4.50±0.41 −3.104 0.002**
1) Mean±SD
*P＜0.05, **P＜0.01, ***P＜0.001 by T-test,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Table 6. Perception of Korean foods. 

학생은 73.2%로 대부분의 학생이 입맛에 잘 맞아서 

한식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강

에 유익할 것 같아서’가 14.6%로 조사되었다. 학부

모의 경우는 ‘입맛에 잘 맞아서’가 56.9%, ‘건강에 

유익할 것 같아서’가 37.3% 순으로, 학생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3) 한식에 대한 인지도

한식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17가지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인지도에 대한 총 평균은 학생이 4.23점, 학부모가 

4.50점으로 학생에 비해 학부모가 유의하게 높은 인

지도를 보였다(P＜0.01).
특히 ‘한식은 김치, 된장 등의 발효식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유익한 성분이 많다’라는 항목에서

는 학생 4.51점, 학부모 4.84점으로 모두 높게 인지

하고 있었다. 학부모가 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인 영양과 다양성에 관한 항목은 한식

의 영양적 균형(P＜0.01), 낮은 칼로리(P＜0.05), 식품 

안전성(P＜0.01) 및 식품의 다양성(P＜0.05)이었다. 
또한, 한식의 건강에 관한 4가지 항목에서는 모두 

학부모가 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인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식의 조리에 관한 항목에서는「한식

은 손이 많이 가는 정성이 담긴 음식이다(P＜0.01)」
와「한식은 기름과 설탕 사용이 적은 조리법으로 

만들어진다(P＜0.05)」에서 학부모가 학생보다 유의

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여주였다. 또한「한식은 씹

는 질감이 좋다」라는 항목에서도 학부모의 인지도

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과 학부모의 한식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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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oodservice at 
elementary school

Korean menu-focused 
foodservice at middle school t-value P

      Taste  3.77±0.981) 4.00±0.86 −1.471 0.147

      Variety of menu 3.73±1.03 4.02±0.90 −1.495 0.141

      Nutrition 3.75±0.97 4.48±0.75 −4.100    0.000***

      Cooking method 3.42±0.94 4.06±0.87 −3.565   0.001**

      Quality of food ingredients 3.67±0.99 4.35±0.81 −3.795    0.000***

      Total mean±SD 3.67±0.84 4.18±0.68 −3.472   0.001**
1) Mean±SD
**P＜0.01, ***P＜0.001 by T-test, 1: very dissatisfied to 5: very satisfied

Table 7. Comparison of satisfaction levels between past foodservice at elementary school and current Korean menu-focused food-
service at middle school.

Variables N %

Satisfaction

Very satisfied 18 32.7

Satisfied 23 41.8

So-so  9 16.4

Dissatisfied  4  7.3

Very dissatisfied  1  1.8

Reason for 
satisfaction

Good taste 15 36.6

Good nutrition  9 22.0

Eating often 10 24.4

Good for health  7 17.1

Table 8. Student's satisfaction with Korean menu-focused food-
service. 

4점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모두 한식을 긍정적으

로 평가하였다.

3.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 만족도

초등학교에서 받았던 급식과 중학교에 와서 받은 

한식 급식의 만족도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를 이

용하여 Table 7에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초등학교의 급식의 만족도는 총 평균 점수가 3.67

점, 중학교의 한식 급식의 총 평균 만족도 점수는 

4.18점으로 중학교에서의 한식 급식의 만족도가 더 

높게 평가되었다(P＜0.01).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급식의 ‘맛’에 대하여는 초

등학교 급식은 3.77점, 중학교의 한식 급식은 4.00점
으로 한식 급식의 맛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다. ‘식단의 다양성’에 대하여는 초등

학교의 급식은 3.73점, 중학교의 한식 급식은 4.02점
으로 한식 급식의 식단이 다양하다고 하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영양’에 대하여 초등학

교의 급식은 3.75점, 중학교의 급식은 4.48점으로 한

식 급식의 영양을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P＜ 

0.001). ‘조리법’에 대하여 초등학교의 급식은 3.42점, 
중학교의 급식은 4.06점으로 한식 급식의 조리법을 

높게 평가하였다(P＜0.01). ‘식재료 질’에 대하여 초

등학교의 급식은 3.67점, 중학교의 급식은 4.35점으

로 한식 급식의 식재료 질을 높게 평가하였다(P＜ 

0.001).
한식급식 제공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와 만족하는 

이유를 Table 8에 정리하였다.
‘매우 만족한다’는 32.7%, ‘만족한다’는 41.8%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학생이 한식 급식에 대해 만족

하였다.
한식 급식에 대해서 만족하는 이유는 대하여 ‘맛

이 있어서’가 36.6%로 가장 높았으며 ‘자주 먹어 본 

음식이라서’가 24.4%, ‘영양이 우수해서’ 22.0%, ‘건
강에 좋아서’ 17.1%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녀가 한식급식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와 만족하는 이유는 Table 9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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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Satisfaction

Very satisfied 48 92.3

Satisfied  3  5.8

So-so  1  1.9

Dissatisfied  0  0.0

Very dissatisfied  0  0.0

Reason for
satisfaction

Good for children's eating habit 11 22.0

Children enjoy eating the Korean food  7 14.0

Good for children's nutritive conditions  1  2.0

Good for children's growth and health 31 62.0

Good for children's weight-control  0  0.0

Table 9. Parent's satisfaction with Korean menu-focused food-
service.  

Variables Students Parents

The most 
demanded factor 
for desirable 
eating habit

Various seasonal food  7 (12.5) 23 (44.2)

Balanced nutrition 33 (58.9) 23 (44.2)

Healthy recipe  5 ( 8.9)  5 ( 9.6)

Little seasoning (sugar, salt)  2 ( 3.6)  1 ( 1.9)

Original taste  9 (16.1)  0 ( 0.0)

χ²/P = 
19.531/0.001**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school 
foodservice

Korean menu  1 ( 1.8)  4 ( 7.7)

Taste 19 (33.9)  4 ( 7.7)

Well-balanced nutrition 14 (25.0) 31 (59.6)

Hygiene 14 (25.0) 10 (19.2)

Variety of menu  5 ( 8.9)  3 ( 5.8)

Reasonable price  3 ( 5.4)  0 ( 0.0)

χ²/P = 
22.054/0.001**

**P<0.01 by Chi-square test

Table 10. Demands for school foodservice. 
N (%)

‘매우 만족한다’가 92.3%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학부

모가 학교에서 한식 위주의 식단을 학생들에게 제

공하는 것에 매우 만족하였다. 한식 급식에 대해 만

족하는 이유로는 ‘자녀의 성장과 건강에 도움이 되

어서’가 62.0%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의 식습관이 

좋아져서’가 22.0%, ‘자녀가 맛있게 먹어서’ 14.0%, 
‘자녀의 영양상태가 좋아져서’ 2.0% 순으로 조사되

었다. 

4.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사항

학교급식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요구사항을 Table 
10에 제시하였다. 바람직한 식생활에 있어 가장 필

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인에 대하여 학생은 ‘균형 있

게 영양소를 함유한 식단이어야 한다’가 58.9%, ‘식
품의 고유 맛을 살려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가 

16.1%, ‘계절식품을 다양하게 이용해야 한다’가 

12.5%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부모는 ‘균형 있는 영

양소를 함유한 식단이어야 한다’와 ‘계절음식이 다

양해야 한다’가 각각 44.2%, ‘튀김보다는 구이, 찜 

등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조리법이어야 한다’가 

9.6% 순으로 조사되어 학생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1).
학교급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에 

대하여 학생은 ‘음식의 맛’이 33.9%, ‘균형 잡힌 영

양’과 ‘위생 상태’가 각각 25%의 응답률을 보였다. 
학부모는 ‘균형 잡힌 영양’이 59.6%, ‘위생 상태’ 
19.2% 순으로 응답하여 학생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1).

고 찰

학교급식은 단지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신체 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

하고 편식 교정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기는 신체적 · 정서적 발달이 급

격히 이루어지며 이 시기에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

기까지 이어지므로 청소년기에 올바른 식습관 형성

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급식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식에 대한 기호와 친밀도를 높일 수 있

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식생활의 서구화와 

함께 외국음식에 대한 학생들의 기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급식에서 외국식재료 및 외국조



126 | 중학생의 한식에 대한 인식 및 한식 식단 급식의 만족도

리법을 혼용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Moon 
2003; Lee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의 학교급식과 차별되

는 한식 식단을 중심으로 한 급식을 제공받는 중학

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식 급식의 활용 가능

성을 검토하였다.
한식에 대한 관심도와 선호도의 조사결과 학부모

가 유의적으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
부모는 일반적으로 한식 위주의 식생활을 영위한 

세대인 반면 학생들은 인스턴트식품과 패스트푸드

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이에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중학생과 학부모의 한국전통음식

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Kim 등(2008)의 연구에서도 

학생보다 학부모의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도 및 선

호도가 높았다.
한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보면 학생은 

‘부모님을 통해서’가 가장 많은 반면 ‘학교교육 또

는 학교급식’을 통해 관심을 가진 학생은 가장 적어 

이에 대한 학교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 & Lee(2008)의 연

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Gang & Chyun(2006)의 연구에서도 ‘매스컴을 통해

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

다. 최근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정보들 속에서 한식

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우려가 있는데(Choi 
2008), 한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갖고 그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다양하고 체계

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에서 한

식에 대한 교육 후 인식 및 식생활 개선정도를 검

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도 필요하겠다.
학생은 대부분 ‘입맛에 잘 맞아서’ 한식을 좋아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부모의 경우는 ‘입맛에 잘 

맞아서’와 ‘건강에 유익할 것 같아서’ 순으로 응답

하여 학생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학부모와 학생 모

두 한식을 입맛에 맞기 때문에 선호하지만 학부모

는 입맛뿐만 아니라 건강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2009)의 

연구와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Kim 등

(2008)의 연구에서도 ‘입맛에 잘 맞아서’ 전통음식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

이 입맛에 잘 맞기 때문에 한식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에 비해 학부모가 한식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각 항목별로 ‘한식은 다양

한 영양소를 포함하는 균형식이다’, ‘한식은 다른 나

라 음식에 비하여 칼로리가 낮으면서 포만감을 준

다’, ‘한식은 김치, 된장 등의 발효식품이 많이 포함

되어 있어서 유익한 성분이 많다’, ‘한식은 자연식품

을 주로 이용하므로 안전하다’, ‘한식은 곡물, 야채

류, 육류 등 재료의 폭이 넓고 다양하다’, ‘한식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한식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식은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식은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식은 조리하는 과정에 

손이 많이 가는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이다’, ‘한
식은 기름과 설탕 등을 많이 쓰지 않는 건강 지향

적 조리법을 사용한다’, ‘한식은 씹는 질감이 좋다’
에서 학부모가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전체적으

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한식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한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초등학교에서 받았던 급식과 중학교에 와서 받은 

한식 급식의 만족도 비교에서 ‘영양’, ‘조리법’, ‘식
재료 질’에 대하여 중학교의 급식을 더 높이 평가하

였으며 총 평균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다. 중학교의 

급식에 대하여 영양과 질을 더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한식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과 태도

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앞으로 다른 

많은 학교에서의 한식 급식 제공이 학생들에게 긍

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

다. ‘맛’과 ‘식단의 다양성’도 중학교급식에서 더 좋

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급식에서 

학생들의 기호도 때문에 한국음식과 외국음식을 혼

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Moon 2003; 
Lee 2006) 본 연구에서와 같이 한식급식의 맛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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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에

게 한식급식 제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한식급식 제공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조사결과 

대부분의 학생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 한식 급식의 긍정적인 활용 가능성을 기

대할 수 있는 결과로 보이며, 특히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맛이 있어서’, ‘자주 먹어 본 음식이라서’, ‘영
양이 우수해서’, ‘건강에 좋아서’ 순으로 응답하여 

학생들은 영양, 건강보다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보다 학부모가 학교에서의 한식급식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자녀의 성

장과 건강에 도움이 되어서’, ‘자녀의 식습관이 좋아

져서’, ‘자녀가 맛있게 먹어서’ 등 학부모들은 자녀

의 성장과 건강을 우선하여 한식급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람직한 식생활에 있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요인에 대하여 학생은 ‘균형 있는 영양소를 함유

한 식단이어야 한다’, 학부모는 ‘균형 있는 영양소를 

함유한 식단이어야 한다’와 ‘계절음식이 다양해야 

한다’고 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영양적으로 균형된 식단을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지만 학부모는 균형 있는 영양소뿐만 아니라 

계절음식의 중요성도 인지하고 있었다. 학교급식에

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보면 학생은 ‘음식

의 맛’을, 학부모는 ‘균형 잡힌 영양’을 가장 중요하

다고 응답하여 학생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생

들의 기호도를 만족시켜 주는 다양한 한식메뉴 개

발과 함께 식품 선택 시 영양과 건강도 고려해 보

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그러나 학교급식 영양사를 대상으로 전통음식교

육 실태를 조사한 Sin(2007)의 연구 결과, 학교에서 

전통음식교육 실시율은 매우 저조하며 교육방법으

로는 간접교육방법인 유인물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

고 하였다. Sim & Lee(2006)는 교과서의 식생활 영

역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 전통 음식문화 영역의 양

적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여서, 한국 전통 음식문

화의 내용에 대한 질적 개선과 더불어 양적 증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한식

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나 학부모에 비해 학생의 인

식이 더 낮게 나타난 이유는 최근 패스트푸드, 인스

턴트식품의 증가로 전통음식을 접할 기회가 적어졌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바람직하지 않은 식생활

을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균형 있는 영양을 

함유한 한식 급식의 제공은 한 끼 식사의 의미 뿐 

만 아니라 식생활 및 식문화 교육으로서도 그 기능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내 1개 중학교 신입생과 학부모

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급식과는 차별되는 한식을 

중심으로 한 급식을 제공한 후 한식에 대한 인식도

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학교에서 한식급식 활용 가

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학생의 평균연령은 만 12.3세였고, 성별

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4.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식사준비

는 주로 어머니(82.5%)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 모두 41∼50세가 가장 많았

으며 직업군에서는 전문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하였다.
한식에 대한 관심도는 학생이 47.4%, 학부모는 

85.5%로 학부모의 관심도가 더 높았다(P＜0.001). 한
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동기에서 학생은 ‘부모님

을 통해서’가 가장 많은 반면 ‘학교교육 또는 학교

급식’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의 경

우도 유사하였다.
한식의 선호정도에 대해 학생은 71.9%, 학부모는 

92.7%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의 선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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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더 높았다(P＜0.001). 한식을 좋아하는 이유로

는 대부분의 학생이 ‘입맛에 잘 맞아서’라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는 ‘입맛에 잘 맞아서’와 ‘건강에 유익

할 것 같아서’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5).
한식 인지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학

생이 4.23점, 학부모가 4.50점으로 학부모가 높은 인

지도를 보였으며(P＜0.01)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가 

한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였다.
초등학교 시절에 제공 받았던 급식에 대한 총 평

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7점, 중학교의 한식 급식

은 4.18점으로 한식 급식의 만족도가 유의적으로 높

게 평가되었다(P＜0.01). 각 항목별로 ‘영양’(P＜0.001), 
‘조리법’(P＜0.01), ‘식재료의 질’(P＜0.001)에 대하여 

한식 급식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한식 급식 제공에 대해 학생은 74.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하는 이유로는 ‘맛이 있어

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생에게 한식급

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는 98.1%가 만족한

다고 응답하였고 만족하는 이유 중 ‘자녀의 성장과 

건강에 도움이 되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요인으로 학생은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의 

항목에 58.9%가 응답하였고, 학부모는 ‘균형 잡힌 

식단’ 및  ‘계절음식의 다양성’ 항목에 각각 44.2%의  
응답률을 보여 자녀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1).
학교급식에서 가장 중요게 생각하는 요인으로는 

학생은 ‘음식의 맛’(33.9%)을, 학부모는 ‘균형 잡힌 

영양’(59.6%)을 지적하여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1).
본 연구는 한식식단을 위주로 한 급식을 실천하

고 있는 경기도의 1개 중학교 1학년 신입생만을 대

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가 제한되었

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본 연구대상인 중학

생의 한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고 부모님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으므로 학교급식에서도 영

양적으로 우수한 제철음식을 포함시킨 다양한 한식

식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도 한식의 조리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기회를 마련하여 가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한식을 조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한식을 접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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